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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서스캐닝 어플리케이션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1]. 이것은 별도의 스캐너 장비

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고,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는 것보다 공간절약이 된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은 스캔된 이미지에서 

문자를 인식하여 문자를 자동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있다[2-4].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명함, 영수증,

필기노트 등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문서 스캐닝의 첫 단계에서는 입력된 이미지에 대

해 이진화 작업을 수행한다. 이미지는 별도의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부착된 카

메라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컬

러이거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들이므로, 흑과 백의 

색으로만 구성된 이진화 작업을 통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용량을 줄인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등의 

영상기기를 통해 획득한 이미지의 이진화를 다룬다.

이진화 작업은 데이터 용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잡음이나 문자와 상관없는 영역을 삭제하

는 데도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는 촬영조건

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획득한 영상에서 여러 가지 

잡음 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진화 알고리즘은 주변 

픽셀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러한 잡음들을 이진화 

결과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문자와 관

계있는 부분들만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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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문자를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만 이진화를 수행하

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5]. 이 방법에서는 문서 이미

지가 배경 영역과 문자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가정한

다. 배경영역은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을 말한

다. 배경 영역에 대한 이진화를 생략하면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

문자 영역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Maximally

Stable External Region (MSER) 알고리즘은 주변에 

비해 밝거나 어두운 영역 중, 임계값을 변화시키면서 

변화율이 작은 영역을 찾는다[6]. 문자 영역은 일반

적으로 배경과 구분되기 쉽고 일정한 밝기 값을 가진

다. 문자 영역의 이러한 특징은 MSER 방법에 의해 

검출되기 적합하다.

이진화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은 하나의 임계

값을 기준으로 하는 전역적 이진화이다[7,8]. 입력 문

서 영상의 밝기 값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경우 이 방

법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입력 영상의 조명 조건이 

다를 경우, 각 영상마다 적절한 임계값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7]는 입력 영상 히스토그

램의 분산을 고려하여 임계값으로 설정한다. [8]은 

영상의 밝기 분포를 분석하여 임계값을 계산하는 방

법을 제안하여 히스토그램이 양봉의 특징을 보이지 

않을 경우 임계값을 정하기 어려운 [7]의 단점을 개

선하였다.

조명조건에 의존적인 전역적 이진화 방법의 단점

을 극복하기 위해 적응적 이진화 방법이 제안되었다 

[9,10]. [9]에서는 관심 픽셀을 중심으로 지역 창을 

만들고, 그 안에 포함되는 주변 픽셀들의 정보를 이

용해 임계값을 결정한다. [10]은 임계값 계산 성능 

개선을 위해 [9]의 방법에 표준편차의 동적범위를 이

용 한다.

또 다른 이진화 방법으로는 문자 픽셀과 문자 폭

의 추정으로 대비 영상을 얻고, 이로부터 이진 영상

을 얻는 방법이 있다[11]. 이 방법은 입력 영상의 문

자 폭이 일정하고, 문자 픽셀의 검출 정확도가 높을 

경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초기 추정 값이 부정확하거

나 문자 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들의 단점을 개선해 잡음

에 강인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반복적인 다

운/업 샘플링을 통해 영상에서 잡음을 감소시키고,

MSER을 이용하여 추출된 문자 영역별로 별도의 임

계값을 이용한다. 기존에는 모든 문자 영역에 동일한 

임계값만을 사용하여 이진화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문자 영역별로 다를 수 있는 특징을 반영할 수 없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제안

하는 시스템의 이진화 방법을 4가지 단계로 나눠 설

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구현한 이진화 시

스템의 성능을 측정한다. 4장에서는 논문을 결론짓

는다.

2. 문서 영상 이진화 시스템
제안하는 이진화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순차적

인 4단계로 동작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입력 영상

을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해 대비 이진 영상 를 생성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샘플링 과정을 통해 잡음

들을 제거하고 문자 영역을 강조해 영상 을 만든

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MSER을 이용해 문자 영역

Fig. 1. Flow chart of the proposed binariz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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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출한 영상 를 생성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는 영상 와 를 이용해 이진화 된 문서 영상 

을 생성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영상 를 구하기 위해 대비 영

상 를 계산하는데, 이 때 식 (1)을 이용한다.


 m ax   m i n   

m ax   m i n 
(1)

여기에서 m ax 는  × 크기 지역 창을 구성하

는 픽셀들 중 최대 밝기 값을 의미하고, m i n 는 

최소 밝기 값을 의미한다. 은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해주는 아주 작은 양의 수이다. 예를 들

어 Fig. 2(a) 입력영상에 대해 계산된 영상 는 Fig.

2(b)와 같다. 이 후 에 전역적 이진화를 수행한 결과 

영상 는 Fig. 2(c)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영상 의 잡음 픽셀들을 제거

하여 문자 영역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가우시안 커

널을 영상에 컨볼루션하고, 짝수 번 째 행과 열을 삭

제하여 1/4 크기로 다운 샘플링 한 뒤 원래 크기로 

업 샘플링 한다. 이 과정에서 영상이 흐릿해지는데 

이 때 [7]의 이진화 방법을 적용하면 잡음이 소거된

다. 다운 샘플링을 연속해서 적용할 경우 더 큰 영역

을 갖는 잡음들을 제거할 수 있지만, 문자 영역의 일

부도 제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Fig. 3은 두 번째 단계 수행 과정과 결과 영상 를 

보여준다. 입력영상 Fig. 3(a)에 대해 두 번의 다운샘

플링을 수행하면, Fig. 3(c)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업 

샘플링 두 번을 수행하여 Fig. 3(e)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7]의 이진화 방법을 적용하면 잡음이 제거되

고 문자 영역이 강조된 영상 3(f)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MSER 방법을 이용해 문자 

영역에 속하는 픽셀들과 배경 영역에 속하는 픽셀들

을 구분한다. Fig. 4(a)는 Fig. 2(a)에 MSER을 적용

한 결과 영상이다. 이 때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 문자 영역들이고, 나머지는 배경 영역이 된다. 문

자 영역들은 중복되는 여러 개의 사각형들로 둘러싸

여 있는데, 이 중 가장 외곽의 사각형이 문자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내부 사각형들은 제거한다. Fig.

4(b)는 제거한 결과를 보여준다.

내부 사각형들을 제거한 Fig. 4(b)를 보면, 1, 2,

3, 4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배경영역이 문자 영역으

로 잘못 검출 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각형을 구성하는 전

체 픽셀들 중 검정색 픽셀들의 비율을 이용한다. 이 

비율이 일정 값 이상일 때만, 문자 영역으로 판단하

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경영역으로 판단하여 제거한

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 (2)

   i f  

 
 

여기에서 는 번 째 사각형에 속하는 픽셀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는 상수이다. 따라서 S는 사각형

의 픽셀들 중 검정색 픽셀들의 집합이 된다. Fig. 5는 

잘못 검출된 문자 영역들을 제거한 결과 영상 

이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얻어진 

영상  , , 그리고 를 이용하여 영상을 이진화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임계값들을 계산한다. 문자 

영역  에 포함된 픽셀들 중 영상 와 에서 0값을 

가지는 픽셀들의 좌표 집합을 라 하자. 그리고 입

력 영상  에서 집합 의 원소 좌표에 해당하는 픽

(a) (b) (c)

Fig. 2. Images at various steps. (a) input image, (b) contrast image , (c) contrast binary image .



84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8권 제7호(2015. 7)

셀값들의 집합을 라 하자.

                ∈ (3)

        ∈

임계값은 집합 에 속한 픽셀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구한다. 의 원소이면서 임계값보

다 작은 픽셀은 0으로, 에 포함되지 않는 위치는 

픽셀값과 상관없이 1로 만들어 영상 를 구한다.

문자 영역별로 임계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임계값은 

상이할 수 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

   ∉ 

(4)

(a) (b) (c)

(d) (e) (f)

Fig. 3. Noise removal by sampling. (a) Image , (b) once down-sampled image, (c) twice down-sampled image, (d) 
once up-sampled image, (e) twice up-sampled image, (f) binaryzation image.

(a) (b)

Fig. 4. Result image of MSER. (a) MSER image, (b) The resulting image after the inner rectangles are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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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은 집합 의 픽셀 값들의 평균,

는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Fig. 6은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3. 이진화 시스템 성능 평가
성능 평가를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테스트영상에 대해 기존의 방법들과 제안하

는 방법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두 번째로, 다양한 영상들을 입력 영상으로 이용했을 

때 제안 방법의 이진화 결과가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또한, 이진화 방법 별 수행 시간 측정 실험과 식 (5)와 

같이 정의되는 F-measure 측정 방법을 이용해 성능

을 수치화 하였다. 아래 식에서 TP, FN, FP는 각각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에 해

당하는 픽셀 수를 의미한다.

    


 Pr   



   

 ×  × 

(5)

첫 번째 실험의 비교대상 방법들로는 Yu[5],

Otsu[7], Niblack[9], Sauvola[10], Su[11]을 이용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으로는 Fig. 7과 같이 

Handwritten Document Image Binarization

Contest (H-DIBCO)[12]에서 제공하는 얼룩, 번짐,

지운 자국 등의 잡음이 포함된 문자 영상들을 사용하

였고, Fig. 7(b)의 영상에는 명확한 성능 비교를 위하

여 별도의 소금&후추 잡음을 추가하였다. 편의상 

Fig. 7(a)의 영상을 테스트영상 1로, Fig. 7(b)의 영상

을 테스트영상 2로 지칭한다.

각 방법들은 리눅스 플랫폼 Ubuntu 14.04에서 

OpenCV 3.0 alpha[13]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사용하

여 구현하였다. 영상별로 파라미터 설정이 필요한 경

Fig. 5. The resulting image after the rectangles includ-
ing background pixels are removed.

(a) (b)

Fig. 6. Result of binarization. (a) Input image, (b) Result image.

Table 1. Experiment parameters
Binarization

method
Test image 1 Test image 2

Yu[5] k = 0.1 k = 0.1

Niblack[9] k = -0.5 k = -1.5

Sauvola[10] k = 0.1, R = 128 k = 0.5, R = 128

Proposed method k = 0.05 k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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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용한 값들은 Table 1과 같다. 기존 방법 [7]과 

[11]은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나머지 방법에

서 사용된 파라미터 k는 사용자가 정한 임의의 상수

이고, R은 최대표준편차 값을 말한다.

Fig. 8은 테스트영상 1에 대한 각 방법별 이진화 

수행 결과를 보여준다. 몇몇 방법들은 잡음을 제거하

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예를 들어 전역 임계값을 

이용하는 방법 Otsu[7]의 결과 Fig. 8(b)는 일부 잡음 

픽셀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지

역 임계값을 이용하는 방법 Niblack[9]의 결과인 

Fig. 8(c)는 배경 영역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

였다. Sauvola[10] 방법은 Niblack[9] 방법을 개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ig. 8(d)에서 문자 영역 상단부

에 잡음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제안한 방법

의 결과인 Fig. 8(f)와 방법 Yu[5]의 결과인 Fig. 8(a),

방법 Su[11]을 이용한 Fig. 8(e)에서는 앞선 방법들

보다 잡음이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다.

Fig. 9는 테스트영상 2에 대한 각 방법별 이진화 

결과를 보여준다. 제안 방법의 결과인 Fig. 9(f)가 다

른 결과들 Fig. 9(a)～(e)에 비해 잡음 제거에 우수함

을 알 수 있다. 방법 Otsu[7]의 결과인 Fig. 9(b)와 

방법 Niblack[9]의 결과인 Fig. 9(c) 그리고 Fig. 9(d)

의 Sauvola[10] 방법은 문자들에 대해서는 이진화에 

성공했지만 배경 영역의 잡음들을 제거하지 못하였

다. 테스트영상 1의 이진화 결과에서 제안 방법과 비

슷한 성능을 보였던 Yu[5]과 Su[11] 방법의 결과인 

Fig. (a)와 Fig. (e)는 테스트영상 2의 이진화 결과 

문자를 식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금&후추 잡음과 

(a) (b)

Fig. 7. Test Images. (a) Test image 1, (b) Test image 2.

(a) (b)

(c) (d)

(e) (f)

Fig. 8. Result comparison of binarization methods. (a) Yu[5], (b) Otsu[7], (c) Niblack[9], (d) Sauvola[10], (e) Su[11], 
(f) Proposed method.



849문자 영역 검출과 다운샘플링을 이용한 잡음에 강인한 문서 영상 이진화

같이 크기가 작고 수가 많은 잡음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Fig. 10은 두 번째 실험의 결과로, 다양한 샘플 영

상들에 대한 제안 방법의 이진화 결과들을 보여준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으로는 [12]에서 2009년도와 2010

년도에 사용했던 영상들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위

의 그림을 통해 제안 방법이 흐려짐, 얼룩짐, 지운 

자국 등의 잡음으로 품질 저하된 입력 영상에 대해서

도 좋은 이진화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11은 이진화 방법 별로 테스트영상들에 대한 

수행시간을 보여준다. 측정 시간 단위는 이며 방

법 별 30번의 측정을 통해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제

(a) (b)

(c) (d)

(e) (f)

Fig. 9. Result comparison of binarization methods. (a) Yu[5], (b) Otsu[7], (c) Niblack[9], (d) Sauvola[10], (e) Su[11], 
(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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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Binarization results of proposed method. (a) Sample images, (b) Result images.

Fig. 11. Performance time by binariz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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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법은 연산량이 가장 많아 기존방법들[8,9,10]보

다 약 2.13배 정도 증가했다. 전역적 이진화인 Otsu

[7] 방법의 수행 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복잡한 연산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Niblack[9], Sauvola[10] 방법

도 제안방법보다 약 100 정도의 빠른 수행 시간을 

보였다. 텍스트 픽셀 폭을 추정하는 연산이 포함된 

Su[11] 방법은 약 178의 수행 시간을 보였으며,

Su[11]의 방법에 문자 영역 추출 방식을 더한 Yu[5]

의 방법은 제안 방법과 비슷한 수행 시간을 보였다.

Table 2는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8가지의 문서 

영상들에 대한 각 방법별 F-Measure 측정치의 평균

을 나타낸 것이다. 제안 방법이 다양한 잡음이 포함

된 문서 영상에 대해 좋은 이진화 결과를 보임을 확

인할 수 있다. 제안 방법은 [5]의 방법과 같이 문자 

영역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지만 샘플링을 통한 문

자 영역 내부의 잡음 제거를 통해 좋은 결과를 보였

다. [10]의 방법이 제안 방법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10]의 방법은 영상 전체적으로 잡음이 있

는 경우 초기에 추정되는 문자 영역이 실제와 달라져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잡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자영역만 추출하여 이진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이를 위해 업/다운 샘플링의 반복적용과 개선된 

MSER기반 문자 영역 검출 방식을 이용하였다. 특히 

문자영역 검출에 있어서는 영역별로 다른 임계값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문자영역을 효과적

으로 검출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기존 

방법들과 비교하기 위해 테스트영상들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방법은 잡음을 

개선하는데 있어 기존 방법들보다 효과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안방법에서는 잡음제거 연산 때문에 

수행시간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존 방법들 중 잡음

제거 효과가 유사한 방법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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