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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문자 영역의 패턴을 분석하여 배경 영역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명암이 일정한 영역을
구분하는 MSER(Maximally Stable External Regions)방법의 문자 검출에서는 배경 영역이 포함되어 검출되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 이미지에서 MSER 방법을 사용하여 명암 값이 차이가 나는 영역과 차이가 나지 않는
영역 즉 문자 영역과 배경 영역을 구해 변화율을 계산하여 배경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에서 일부
제거되지 않는 배경 영역이 생겨 LBP(Local Binary Patterns)방법을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균일한 값을 갖는 영역을
문자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문자를 검출하였다. 실험 데이터는 배경이 단순한 이미지, 문자가 정면으로 구성된 이미지,
문자가 기울어진 이미지 등의 다양한 자연 이미지를 실험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을 기존의 MSER, MSER+LBP 방법의
문자 검출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약 1.73%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주제어 : 명암, 질감, 가우시안, MSER, LBP, 배경 제거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remove the background area by analyzing the pattern 
of the character area. In the character detection result of the MSER(Maximally Stable External Regions) 
method which distinguishes a region having a constant contrast background regions were detected. To 
solve this problem, we use the MSER method in natural images, the background is removed by 
calculating the change rate by searching the character area and the background area which are not 
different from the areas where the contrast valu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However, in the 
background removed image, using the LBP(Local Binary Patterns) method, the area with uniform values 
 in the image was determined to be a character area and character detection was performed.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simple images with backgrounds, images with frontal characters, 
and images with slanted images. The proposed method has a high detection rate of 1.73%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MSER and MSER + LBP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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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멀티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문서 및 자연 이미
지에서 문자를 검출하는 방법이 다수 연구되고 있
다.[1-3]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는 문서 및 이미지 분석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자 검출과 인식은 이미지 내에서 내용 분석이
나 정보추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영상처리 방
법이다. 이미지에서 문자 검출 방법은 크게 연결 기반 방
법, 윤곽선 기반 방법, 텍스처 기반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연결 기반 방법은 인접한 유사 연결요소 즉 
이미지에서 문자들은 같은 행에 있다는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4-6] 인접한 유사 연결 요소를 그룹화 하고 문
자가 가진 기하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문자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윤곽선 기반 방법은 화소 단위 밝기 값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7-13] 이 방법은 문자와 배경 간에 
밝기 값의 차이가 큰 문자 영역의 특성과 이웃한 화소와
의 밝기 값의 차이가 작은 영역의 특성을 이용한다. 이 
방법의 복잡한 배경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은 단점을 가
지고 있다. 텍스처 기반 방법은 이미지의 텍스처의 명암
과 질감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가 배경과 다른 형태
의 모양이나 특수한 질감 특성을 사용하여 검출하는 방
법이다.[14] 그러나 명암과 질감 특성이 같은 영역을 검
출하여 불필요한 배경 영역이 검출 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명암과 질감 등의 정보를 사용하는 기
존 텍스처 기반 방법의 문자와 배경을 분리한 뒤 문자를 
검출 하는 방법을 연구 하였다. 먼저 가우시안 필터를 사
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MSER 방법을 사용하여 배경을 
제거하였다. MSER 방법은 어둡거나 밝은 영역 즉 명암 
값이 일정한 영역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배경 영역과 
문자 영역이 같이 검출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문자에 대한 명암과 배경 영역의 
명암의 차이를 이용하여 배경을 제거 하였다. 배경 영역
이 제거된 이미지에서 일부 배경 영역이 제거가 되지 않
는 부분도 문자패턴특성을 사용하여 배경 영역을 제거하
고 문자 검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관련연구

2.1 MSER(Maximally Stable External Regions)
MSER 방법은 이미지에서 문자들의 명암 값이 비숫한 

값을 가지는 규칙을 이용하여 비슷한 값을 가지는 영역

들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문자 검출 방법에 많이 사용되
는 알고리즘이다.[15-19] 이러한 영역을 구하기 위해 이
미지를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 후 값을 0부터 255 또는 
255에서 0까지 점진적으로 변화 시키면서 연결된 각 픽
셀들의 일정한 영역을 구하는 방법이다. 구하는 방법은 
식 (1)과 같다.

 
max


 

 
   

여기서는 임의의 임계값 에서의 이미지 명암 값의 
강도 이며, 는 극값에서의 강도수치이다. 이를 사용하
여 검출된 영역의 내부 값은 1이고 외부 값은 0이 되고, 
1의 값을 갖는 픽셀 개수의 총 합이 영역의 넓이를 나타
낸다. MSER 방법은 영역들 간의 인접성 보존 및 안정성, 
다중 영역 검출과 같은 장점이 있다. Fig. 1은 이미지에
서 MSER 결과를 보여준다.

   

 (a)                               (b)
 Fig. 1. Example of MSER Result
        (a) Original Image (b) Result of MSER

  
2.2 LBP(Local Binary Patterns)

이미지의 질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영상처리
에 활용되는 방법이다.[20,21] LBP는 인접픽셀의 개수 P
를 이용하여 다음 식 (2),(3)과 같이 정의된다. 이때 는 

중심픽셀이 위치한 에서의 밝기 값을 의미하고, 

는 P번째 인접픽셀의 밝기 값을 의미한다. 이진함수인 
s는 중심픽셀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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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픽셀에 대해서 계산한 후 하나의 영상의 질감을 
256개의 숫자로 표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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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이미지에서 문자 검출할 때 균일한 값을 갖는 
부분을 찾아 문자를 검출하는데 유효하다.

3.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문자 검출 방법은 가우시안 필
터를 통해 잡음이 제거된 이미지를 얻었다. 그 후 명암  
값이 일정한 영역을 구하는 MSER 방법의 결과에서 배경 
영역이 포함되어 검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명암차이를 이용하여 배경을 제거하였다. 제거된 이미
지에서 일부 배경 영역이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BP 방법을 사용
하여 이미지에서 균일한 값을 갖는 영역을 문자 영역이
라고 판단하고 문자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Fig. 
2는 제안하는 방법의 순서도이다.

Fig. 2. Flowchart of proposed text detection image 

3.1 잡음 제거
원본이미지를 그레일 스케일로 변환 후 가우시안 필터

를 적용하였다. 이미지에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가우시
안 필터를 적용하였다. 식 (4)는 가우시안 필터의 식을 나
타낸다.

  










 





     (a)                    (b)                    (c) 
Fig. 3. Noise Removal Result
       (a) Original Image (b) MSER Result
       (c) Noise Removal Result

Fig. 3은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안한 것과 적용한 이미
지에서의 MSER 결과 값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b) 그림
과 같이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명암 값이 큰 
변화와 작은 변화에도 중복되어 검출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c) 그림 같이 잡음이 제거된 결과를 보인다.

3.2 배경 영역 제거
MSER 방법은 주변에 비해 어둡거나 밝은 영역의 변

화가 비슷한 값들을 가진 영역들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미지에서 MSER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문자 영역과 배경 영역의 명암 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과 명암 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 대비 명암 값의 
차이가 적은 영역을 구하였다. 그 후 영역들의 변화율을 
구하여 배경 영역을 제거하였다.

Fig. 4. Measurement of change rate using contrast 
difference

제안하는 방법은 이미지에서 식 (1)을 통해 기존 
MSER 방법을 사용하여 명암의 변화가 비슷한 값을 가지
는 영역을 구하고 그 집합을  이라 정의한다. 
는 명암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Fig. 4의 그림처럼 명암의 
변화가 비슷한 값들 중 문자 영역과 배경 영역의 명암 값
의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  을 구하고 명암 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 대비 명암 값의 차이가 적은 영역
   을 구한다.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명암 값을 비교
하여 구하였다. 식(5)를 통해 명암의 변화율을 구하여 배
경 영역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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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5. Remove Non Text Areas Result
       (a) Original Image (b) MSER Result 
       (c) Remove Non Text Areas Result

Fig. 5는 MSER결과를 통해 배경 영역이 제거된 결과 
이미지이다. (b)의 그림과 비교하였을 때 제안하는 방법
에 배경 영역이 제거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MSER 방법을 사용하여 명암 값의 변화율을 구해 제거를 
하였음에도 일부 배경 영역이 제거되지 않은 결과가 나
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감 정보를 이용
하는 LBP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 검출 하였다.

 (a)                   (b)                     (c) 
Fig. 6. Text detection using texture information Result
(a) Remove Non Text Areas Result 
(b) Result of LBP (c) Background removal using LBP

Fig. 6은 질감정보를 추출하는 LBP 방법을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문자의 일정한 패턴특성을 이용해 문자 검출 
하였다. 식 (2),(3)을 통해 (b)그림에 대해 하나의 영상의 
질감을 표현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값이 문자 영역은 
일정한 패턴 즉 균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 식 (6)을 통해 
문자 영역을 찾아 배경 영역을 제거하였다. 여기서 
는 하나의 질감표현을 의미하고 각 화소의 값이 균
일하다면 문자 영역이라 판단하여 영역을 구분하였다. 영
역을 구분한 값 과 ′ 을 비교하였을 때 문자패
턴에 대한 균일한 값이 다르면 배경 영역을 제거 하였다.

   i f ≤ ′ 
 



    (a)                     (b)                   (c) 
Fig. 7. Text detection Result
       (a) Remove Non Text Areas Result 
       (b) Background removal using LBP 
       (c) Text detection Result

Fig. 7은 문자 검출 결과 이미지이다. 기존의 배경 영
역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자 검출 과정을 LBP 
방법을 이용해 영상 내 문자의 질감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개선된 문자 검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공개 데이터 셋인 ICDAR 2017을 이
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에 쓰인 이미지들은 각
각 배경이 단순한 이미지, 문자가 정면으로 되어있는 이
미지, 문자가 기울어져 있는 이미지로 실험을 하였다. 실
험은 ICDAR2017의 300장의 이미지, 총 4265개의 문
자로 구성된 이미지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서 비교
하기 위해 기존의 MSER 방법, MSER+LBP 방법, 제안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8는 실험의 
사용되는 이미지의 일부분을 나타낸다.

Fig. 8. ICDAR 2017 Data Se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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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9. Image of experiment result
       (a) Original Image (b) MSER Result
       (c) MSER+LBP Result (d) Proposed method

Fig.9는 배경이 단순한 이미지의 실험결과이다. 
MSER 방법은 배경을 제거하지 못해 배경 영역이 검출되
었다. MSER+LBP 방법은 배경 영역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었으나 일부 영역이 검출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은 명암차이를 이용한 MSER 방법을 사용
하여 배경 영역을 제거하고 문자 영역만 검출하였다.

  

  (a)                            (b)

  

  (c)                           (d)

Fig. 10. Image of experiment result
        (a) Original Image (b) MSER Result
        (c) MSER+LBP Result (d) Proposed method

Fig.10은 배경이 단순한 이미지의 실험결과이다. 
MSER 방법은 배경 영역을 제거하지 못해 동글한 부분과 
컵과 같은 형상의 배경 영역이 검출되었다.  MSER+LBP 
방법은 배경 영역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었으나 일부 영
역이 검출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은 
문자패턴을 이용해  배경 영역을 제거하고 문자 영역만 
검출하였다.

  

  (a)                            (b)

  

   (c)                           (d)

Fig. 11. Image of experiment result
        (a) Original Image (b) MSER Result
        (c) MSER+LBP Result (d) Proposed method

Fig.11은 이미지에서 문자가 정면으로 되어있는 이미
지의 실험결과이다. MSER 방법은 배경 영역을 제거하지 
못해 문자 영역과 배경 영역이 검출되었고 MSER+LBP 
방법은 LBP 방법을 통해 배경 영역을 제거하였으나 여
전히 배경 영역이 검출되는 결과를 나타났다. 하지만 제
안하는 방법은 문자 영역만 검출하였다.

  

 (a)                           (b)

  

 (c)                           (d)

Fig. 12. Image of experiment result
        (a) Original Image (b) MSER Result
        (c) MSER+LBP Result (d) Proposed method

Fig.12는 마찬가지로 이미지에서 문자가 정면으로 되
어있는 이미지이다. MSER 방법은 배경 영역이 제거되지 
않아 문자 영역이 중복되어 검출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 
MSER+LBP는 LBP 방법을 사용해 문자패턴을 찾고 배
경을 제거하여 제안하는 방법과 결과가 같은 모습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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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13. Image of experiment result
        (a) Original Image (b) MSER Result
        (c) MSER+LBP Result (d) Proposed method

Fig.13은 이미지에서 문자가 옆으로 기울어진 이미지
에서 실험결과이다. 마찬가지로 MSER은 배경 영역이 검
출되었다. MSER+LBP 방법은 질감정보를 사용하는 
LBP 방법을 통해 배경 영역이 제거되었으나 문자 영역
이 중복으로 검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제안하는 방법은 
MSER 결과를 통해 명암정보를 이용하였을 때 값이 차이
가 많이 나는 영역과 많이 나지 않는 영역을 구해 배경 
영역을 제거하여 문자 영역만 검출 하였다. 

  

(a)                             (b)

  

(c)                            (d)
Fig. 14. Image of experiment result
        (a) Original Image (b) MSER Result
        (c) MSER+LBP Result (d) Proposed method

Fig.14는 마찬가지로 이미지에서 문자가 옆으로 기울
어진 이미지에서 실험결과이다. 기존의 MSER 방법은 배
경 영역의 가게의 유리창 부분이 제거되지 않아 검출되
는 결과가 나타났다. MSER+LBP 방법은 일부 유리창 부
분이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검출되었다. 제안하는 방법의 
명암차이를 이용한 MSER 방법을 사용해 배경 영역을 제
거하였다.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에서 문자패턴에 대한 정
보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문자 검출을 하였다. 

MSER MSER+LBP Proposed

Simple 
background 

image

91.31%
683/748

92.51%
692/748

93.71%
701/748

An image with 
characters in 

front

90.82%
1408/1558

93.06%
1464/1558

94.48%
1472/1558

An image whit 
a slanted 
character

87.95%
1723/1959

89.43%
1752/1959

91.98%
1802/1959

Average 90.02% 91.66% 93.39%

Table. 1 Result of Character Detection Rate

Table.1은 제안하는 문자 검출 방법과 기존의 문자 
검출 방법인 MSER과 MSER+LBP 방법을 비교한 표이
다. 배경이 단순한 이미지, 문자가 정면으로 되어있는 이
미지, 문자가 옆으로 기울어져있는 이미지로 비교하였다. 
제안하는 문자 검출 방법은 MSER과 MSER+LBP 방법
보다 높은 검출률을 나타내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자연 이미지에서 기존의 
MSER 결과에 배경 영역이 검출되어 배경을 제거하는 연
구를 진행하였다.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여 잡음을 제거
하였다. 그 후 MSER기반의 명암정보를 이용하여 명암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영
역을 구한다음 변화율을 구해 배경 영역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일부 배경 영역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질감 정
보를 이용한 LBP 방법을 사용해 일정한 문자패턴을 찾
아 배경 영역을 제거하고 문자를 검출하였다. 다양한 자
연 이미지에서도 검출을 할 수 있는 개선된 결과를 얻었
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복잡한 배경을 제거하고 문자 
검출률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MSER 기반으로 하는 문자 검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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