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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상 입출력 장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컬러 상 내 문자 역 추출의 요성 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 내 문자 역을 효과 으로 추출하기 해 이블링 기법과 화소 단 의 밝기값 변화에 

기반한 문자 역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블링  필터링 과정을 통해 비문자 역을 

미리 제거하고, 밝기값의 변화가 큰 문자 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문자 역 후보군을 추출한 후 노이즈 제

거  문자 역 병합의 후처리 과정을 통해 문자 역을 추출한다. 제안한 방법의 강 은 기존 방법보다 

단순하면서도 높은 정확성에 있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의 정확도와 재 율, 비문자 추출의 역 비율

(IRNTE)은 각각 99.59%, 98.65%, 82.30%로 측정되었다.

■ 중심어 :∣레이블링∣컬러영상∣문자 추출∣밝기값 변화∣

Abstract

As the use of image input and output devices increases, the importance of extracting text area 

in color images is also increasing. In this paper, in order to extract text area of the images 

efficiently, we present a text area extraction method for color images based on labeling and 

gradient difference method. The proposed method first eliminates non-text area using the 

processes of labeling and filtering. After generating the candidates of text area by using the 

property that is high gradient difference in text area, text area is extracted using the 

post-processing of noise removal and text area merging. The benefits of the proposed method 

are its simplicity and high accuracy that is better than the conventional method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precision, recall and inverse ratio of non-text extraction (IRNTE) of the 

proposed method are 99.59%, 98.65% and 82.3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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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스캐 , 디지털 카메라 등을 포함하는 상 입

출력 장치의 화에 따라 인쇄된 문서에서부터 자

문서 혹은 동 상 등의 복잡한 컬러 상까지 문자 역

을 추출하고 추출된 문자를 인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문자 역 추출은 문자와 그림, 표 등과 

같은 비문자를 분리하는 것으로 특히 학 문자 인식

(OCR) 기술의 보편 인 실용화를 하여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며, 차량 번호  인식, 내용기반 문서 상 검

색 시스템, 다계층 문서 상 압축(multi-layer document 

image compression), 비디오 인덱싱 등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나 시각장애인을 한 주행 보조 시스템  콘

텐츠 기반의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문자 역 추출에 한 방법으로 화소 단 의 

밝기값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1-3]. 이 방법은 

문자와 배경 간 밝기 차이가 큰 문자 역의 특성과 비

교  이웃한 화소의 밝기값 차이가 은 비문자 역의 

특성을 이용한다. 그러나 문자추출 과정에서 필요한 임

계값(threshold)을 고정된 값으로 설정하거나, 표와 그

래 , 다이어그램 등과 같이 밝기값 변화가 큰 비문자 

역을 문자 역으로 잘못 추출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컬러 상에 하여 일 성 있게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

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한 연결요소와 미디언 

필터(median filter)를 기반으로 문자와 비문자를 분류

하는 방법이 있다[4][5]. 이는 미디언 필터를 이용하여 

문자와 그림을 분류하고 역확장 필터와 몇 가지 제한 

조건들을 이용하여 잘못 분류된 요소들을 수정하는 방

법을 이용하 다. 그러나 밝기값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임계값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

류의 상의 문자 역 추출에 효과 이지 못하다는 단

이 있다. 그 외 문자 역 추출 방법들로는 신경망을 

이용한 학습방법[6-9]과 윤곽선(edge)을 이용한 방법

[10-12], 색상 군집화(color clustering)를 이용한 방법

[13-15], 텍스처를 이용한 방식과 연결성분을 이용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법[16][17] 등이 있으나, 학습을 한 

처리 단계의 번거로움이나 문자 픽셀과 비문자 픽셀

을 분류하기 한 임계값 설정, 경계선에서의 다양한 

색상변화, 문자추출 시 많은 계산량 등의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블링 기법과 밝기값 변화에 기반

하여 문자와 그림, 표, 다이어그램, 그래  등이 혼합된 

컬러 상에 한 문자 역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방법과의 차이   장 은 첫 번째로 간단하면서도 강

인한 이블 필터링 과정을 통해 문자 역으로 추출될 

수 있는 비문자 역을 미리 제거하여 잘못 추출되는 

비문자 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상 내 

문자의 크기나 이진화 등에 한 임계값을 동 으로 계

산하여 특정한 상에 제한 이지 않고 다양한 컬러

상에 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반 인 원리와 문자 역을 추출하는 데 필요

한 이블링, 이블 필터링, 문자 역 후보군 설정, 후

처리  문자 이블 결정의 5가지 세부단계에 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실험결과에 한 

분석과 기존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성능 분석을 하며, 4

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계획에 하여 기술한다.

Ⅱ. 문자영역 추출 방법

문자 역 추출 기술은 학 문자 인식의 선행 단계로

써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나 보조공학장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1]에

서와 같이 컬러변환  이진화를 통한 이블링 과정과 

이블의 특성을 이용하여 문자  비문자로 분류하는 

이블 필터링, 화소 단 의 밝기값의 차이를 이용하는 

문자 역 후보군 설정, 노이즈 제거  문자 블록 설정

을 포함하는 후처리, 마지막으로 문자 이블 결정 단

계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상 내 개체를 분류할 

수 있는 이블링(labeling) 기법과 화소 단 의 밝기값 

변화를 이용하여 문자 역을 추출하는 방법에 기반한

다. 이블링을 통해 상 내 각각의 개체에 한 폭, 

높이, 면 , 도 등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블 정보는 문자와 상을 분류할 수 있는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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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상 내 그래 , 다이어그램, 표, 바운딩 박

스( 를 들어 상자) 등이 존재하거나 문자 역이 비

문자 역과 근 하게 치할 때 밝기값 변화만을 이용

할 경우 문자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블 정

보를 이용하여 비문자 개체를 미리 제거함으로써 문자

역 추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1. 제안하는 문자영역 추출 방법의 세부단계 

화소의 밝기값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1-3]의 원리는 

[그림 2]와 같이 문자 역과 비문자 역에서 밝기값 

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 2]의 (a)는 문자

역과 그림 역이 혼재되어 있는 1243x444 해상도의 

원본 상이고, (b)는 (a) 상을 그 이 스 일로 변환

한 후 (a)에서 청색 로 표시된 부분의 밝기 값을 나타

내고 있으며, (c)는 (b)에서 측정된 각 치의 화소값과 

이웃한 화소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c)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자 역은 배경과 문자간의 

격한 밝기값 차이가 나타나며, 비문자 역은 기  화

소와 이웃한 화소들 간 밝기값 차이가 비교  다. 이

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문자 역을 추출하는 방법은 효

과 일 수 있다.

그림 2. 문자영역과 그림영역의 밝기 특성

다음은 제안하는 문자 역 추출 방법의 각 단계에 

하여 설명한다.

1. 레이블링 
문자 역 추출 방법의 첫 번째 단계로는 컬러 상을 

그 이 스 일 상  이진 상으로 변환하고 이블

링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블링은 연결된 화소를 

하나의 개체, 즉 이블로 정의함으로써 가로폭, 세로높

이, 면 , 면  비 화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도 등의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문자와 상을 

분류할 수 있는 기 이 되며, 밝기값 변화를 이용한 문

자 역 후보군 추출 단계에서 문자의 잘못된 인식 문제

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블 정보는 제안하는 방법의 

반 인 단계에서 사용된다.

2. 레이블 필터링
이블 필터링 단계는 문자 역 후보군을 추출하기 

 미리 비문자 역을 분류하기 한 과정이다. 화소 

단 의 밝기값 변화는 문자 역에서 격하게 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징은 그래 나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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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바운딩 박스, 밝기 변화가 큰 고주  특성이 두드

러진 그림일 경우 문자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문자 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미리 비문자로 

필터링하면 문자추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블 필터링을 하여 먼  이블의 크기정보를 

이용한다. 일반 으로 문자와 비문자가 혼합한 컬러문

서 상에서 비문자 이블의 크기는 문자 이블보다 

가로 는 세로 길이가 비교  크다. 이러한 특성을 고

려하여 식 (1)과 같이 비문자 이블을 필터링 할 수 있

는 가로, 세로의 각 길이에 한 임계값을 계산한다.

 









 
     

  
(1)

식 (1)에서 Tl는 이블의 가로 는 세로 길이의 임

계값이며, minl, maxl, avrl은 각각 최소, 최 , 평균 길

이를 의미한다. 식 (1)의 상  항과 같이 이블의 평균 

길이 avrl이 최소  최  길이 minl, maxl의 평균값보

다 작을 경우 임계값 Tl을 평균값에 좀 더 근 하게 설

정하기 하여 평균 길이 avrl에 2를 곱하여 가 치를 

두었으며, 그 외의 경우는 하  항과 같이 Tl을 평균 길

이 avrl과 최  길이 maxl의 평균값으로 설정하 다. 

두 경우 모두 임계값을 평균 길이보다 높게 설정하 는

데, 이는 평균 길이에 가까운 이블일수록 문자일 확

률이 높고 최  길이에 가까운 이블일수록 비문자일 

확률이 높은 이유 때문이다.

다음으로 필터링을 하여 이블의 흑화소 도를 

이용한다. [그림 3]의 (a)와 같이 그래 의 흑화소 도

는 (b)와 같이 문자의 흑화소 도보다 비교  낮게 측

정되고, 그래 뿐만 아니라 바운딩 박스, 표 등의 비문

자 역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상의 도 특성을 이용하여 이블 필터링을 수행한

다. 식 (2)는 이블의 흑화소 도를 이용한 필터링을 

나타낸다.

그림 3. 그래프 및 문자 레이블의 화소 밀도 특성

      
   (2)

여기서 bp는 이블 역 내 흑화소의 수이고, ap는 

이블 역의 총 화소 수를 의미하며, Td는 문자 는 

비문자로 별할 수 있는 임계값을 나타낸다. 문자 

이블을 필터링 하지 않고 그래   표 등을 필터링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에서 문자와 그래 , 표 등의 흑

화소 도를 조사하여 임계값 Td를 0.15로 설정하 다.

3. 문자영역 후보군 설정
문자 역 후보군 설정 단계는 상 내 화소 단 의 

밝기값 특성을 이용하여 maximum gradient difference 

(MGD) 상을 생성하고[1-3], 문자가 될 수 있는 역 

후보군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먼  그 이 스 일 상의 (row) 단 로 식 (3)와 

같이 [-1, 1] 마스크(mask)를 이용하여 밝기값의 변화

량을 계산한다.

    
   
≤  ≤   

     (3)

식 (3)에서 G(x,y)는 이웃한 화소와의 밝기 변화량이

고, B(x,y)는 픽셀의 밝기값이다. [그림 1]의 (c)와 같이 

문자 역은 배경화소와 문자화소 간의 밝기값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식 (3)의 결과 한 극단 인 값이 

나타나게 되고, 비문자 역에서는 문자 역보다 비교

 은 차이값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MGD 상을 생성한다. MGD는 n×1 범  

내에서 가장 큰 밝기값 변화와 가장 작은 밝기값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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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뜻하는 것으로써 식 (4)와 같이 계산된다.

   

≤   

≤ 


 


≤  

  (4)

여기서 MGD(x, y)는 최  밝기 변화량을 뜻하고, 

G(x, y)는 이웃한 화소와의 밝기 변화량을 의미한다. 

한 h, w는 상 체의 세로, 가로를 의미하며, n은 

MGD 측정에 필요한 범 의 크기, i는 범  n 내에서의 

치(pixel position)를 나타낸다. 여기서 n은 문자의 폭

을 나타내는 것으로 식 (5)과 같이 계산한다.

  

   



 

 






    (5)

여기서 NL은 이블의 총 수를 의미하고, count는 

호 내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계산하는 함수이며, j는 

이블의 인덱스, LjW는 해당 이블의 가로길이를 뜻한

다. 따라서 NLTf는 이블의 평균 가로길이보다 큰 

이블의 빈도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식 (5)의 하  항에

서 k는 이블의 평균 가로길이보다 큰 이블의 인덱

스를 의미한다. 문서 상의 종류나 특징에 따라 문자의 

크기가 다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이블 정보를 이용

하여 동 으로 n을 계산함으로써 고정된 값을 사용하

는 기존 방법들[1-3]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

서 식 (4)를 이용하여 [그림 1]의 (a) 상을 [그림 4]의 

(a)와 같은 MGD 상을 생성할 수 있고, 문자 역에서 

MGD 값이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MGD 

상에 이진화 과정을 거치면 [그림 4]의 (b)와 같이 나타

나며, 이진화에 필요한 임계값은 식 (6)로써 계산된다.

   
 










   

(6)

식 (6)에서 Tb는 MGD 상을 이진 상으로 변환시킬 

때 기 이 되는 임계값이고, w, h는 컬러 상 체의 

가로와 세로길이를 의미한다.

그림 4. 밝기 변화량을 이용한 MGD 및 이진화 영상

4. 후처리
후처리 단계는 이진화된 MGD 상에서 노이즈 제거

와 역 병합, 문자 블록 설정 과정을 포함한다. 이진화 

된 MGD 상은 체로 문자 역에서 MGD값이 존재

하고 비문자 역에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림과 배경

과의 경계부분이나 상 내 격한 밝기 변화값을 가지

는 지 에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한 문서 상의 

스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MGD값이 남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 로 MGD 길이를 구하여 2n-1보다 작

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n은 문자의 폭, 식 (4) 참조). 이

는 문자가 체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문자열로써 

존재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산재되어

있는 각각의 MGD를 병합시키기 해 팽창(dilate)과 

침식(erode)의 모폴로지(morphology) 연산을 수행하는 

역 병합 과정을 거친다. 이때 모폴로지 연산의 필터 

크기는 식 (5)의 n과 동일한 값으로 설정하 다. 마지막

으로 병합된 MGD 좌표들의 시작 과 끝 을 이용하여 

문자 블록을 설정한다. [그림 5]는 [그림 4]의 (b)에 

한 후처리 단계의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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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후처리 결과 영상

5. 문자 레이블 결정
문자 이블 결정 단계는 후처리 후 설정된 문자 블

록과 이블 각각의 화소 치를 고려하여 각 이블의 

속성을 문자 는 비문자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즉, 앞

선 이블링 단계에서 추출된 각 이블이 [그림 5]와 

같이 나타난 문자 블록의 범  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해당 이블을 문자 는 비문자로 분류한다. [그림 6]

은 문자 이블 결정 단계의 pseudo code를 나타낸다.

그림 6. 문자 레이블을 결정하는 pseudo code

Ⅲ.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블링 기법과 밝기값 변화에 

기반한 문자 역 추출 방법의 성능평가를 하여 

OpenCV를 이용한 C 기반의 로그램을 구 하 으며

[18], 다양한 컬러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서는 먼  기존 방법과 제안한 방법으로 추출된 결과

상을 비교  분석하 고, 다음으로 정확도  재 율

과 비문자 추출의 역 비율을 측정하여 기존 방법과 제

안한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 다.

1. 결과 영상 분석
제안한 방법의 결과를 분석하기 해 [그림 7]과 같

이 논문, 교과서, 웹, 비디오 상 등 4가지 형태의 문자

가 포함된 상에 하여 원본 상과 기존방법, 제안한 

방법을 비교하 다. [그림 7]의 에서부터 아래까지는 

각각 논문, 교과서, 웹, 비디오 상을 나타낸다. 기존 

방법의 비교 상으로는 (b) 밝기값 변화를 이용한 방법

[3]과 (c) 미디언 필터링 기반의 방법[4, 5]을 선택하

다. [그림 7]에 사용된 실험 상은 모두 컬러 상으로 

해상도는 논문 상에서부터 비디오 상까지 각각 

794x932, 878x1220, 352x651, 640x272 이다. [그림 7]의 

논문 상에 하여 Shivakurama[3] 방법을 이용한 (b)

의 경우 좌측 상단의 바운딩 박스의 일부분과 좌측 

단의 그림들을 문자 역으로 잘못 인식하 다. 이 방법

은 밝기값 변화만을 이용하여 문자 역을 추출하기 때

문에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문자와 근 한 바운딩 박스

의 일부가 문자열로 인식되는 문제 이 있다. 한 밝

기값 변화가 큰 그림의 경우 문자 역으로 잘못 인식하

는 문제 을 보이고 있다. 논문 상에 하여 Jang[4, 

5]의 방법을 이용한 (c)의 경우는 좌상단의 바운딩 박스

와 우상단의 표가 문자로 잘못 인식되었다. 이 방법은 

문자 개체와 인 하게 치한 개체를 문자 개체로 분류

하는 과정이 있고, ‘ㅡ’와 ‘ㅣ’ 같은 모음을 문자로 분류

하기 하여 문자의 최 높이를 기 으로 그 이하의 높

이인 개체의 경우 문자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다. 이 과

정들로 인해 바운딩 박스가 개체의 흑화소 도 측정으

로 먼  비문자로 분류가 되었으나 바운딩 박스 내부의 

문자열과 인 하게 치하기 때문에 문자로 인식되었

고, 직선으로 이루어진 표를 먼  비문자 개체로 분류

하 으나 선의 높이가 문자의 최 높이보다 작아 문자

로 인식되는 문제 이 있었다. 논문 상에 하여 제

안한 방법을 이용한 (d)의 경우 결과 상의 좌 단 화

살표 그림이 문자로 인식되었다. 이는 문자가 화살표 

그림에 속해 있어서 문자와 화살표 그림이 동일한 이

블로 설정되어 화살표 그림까지 함께 문자로 인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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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존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문자영역 추출 결과

다. 그러나 그 외 비문자 역은 모두 제거되어 문자

역이 매우 정확하게 추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교과서, 웹 상의 경우 역시 다른 기존의 방법들에 비

하여 비교  문자 추출 결과가 우수하 다. 그러나 비

디오 상의 경우 Shivakurama[3] 방법은 정확하게 문

자를 추출한데 비하여 제안한 방법은 정확하게 추출하

지 못하 다. 비디오 상은 논문, 교과서, 웹 유형의 문

서 상과 달리 비문자 역에 문자 역이 포함되기 때

문에 제안한 방법의 이블링 는 이블 필터링 과정

에서 문자가 손실되는 문제 을 보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비디오 상과 문서 상을 분류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거나, 비디오 상의 경우 

이블링  이블 필터링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며, 

는 반 된 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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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성능 비교
제안한 방법과 기존 방법의 수치 인 성능 비교를 

하여 정확도(precision)와 재 율(recall)을 측정하 다. 

측정에 필요한 기 은 화소, 문자, 문자열 등 여러 단

가 있지만[3][13][19][20], 본 논문은 문자 단 로 측정

하 으며, 식 (7)을 이용하 다.

       

 




 



         (7)

여기서 TNOCT는 추출된 문자  정확한 문자개체

의 수(total number of correct texts), NODT는 추출된 

개체의 수(number of detected texts), TNOT는 실제 

문자개체의 총 수(total number of texts)를 의미한다.

[표 1]은 기존의 밝기값 변화를 이용하여 문자를 추

출하는 방법[1-3]과 연결요소와 메디안 필터링 기반의 

방법[4][5],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실

험 상으로는 문자와 비문자가 히 혼합된 논문, 교

과서, 웹 사이트, 비디오 상 등의 컬러 상을 사용하

다. 논문은 다단으로 작성되어 있고, 한 논문 2개, 

어논문 3개를 선택하여 한페이지 단 로 총 5장을 사

용하 다. 교과서는 그림이 많은 고교 수학  과학 과

목을 한페이지 단 로 선택하 으며 한 과 어, 기호, 

숫자가 혼합된 5장의 상을 이용하 다. 웹 사이트는 

일반 으로 할 수 있는 국내, 국외 기사와 홈페이지 

등의 10개 주소를 선택하여 문자와 비문자가 혼합될 수 

있도록 화면을 캡처하여 10장의 상을 사용하 으며, 

비디오 상은 4개의 한  자막이 포함된 상과 1개의 

어 자막이 포함된 상을 사용하 다. 그리고 각 실

험 상의 유형에 따라 문자 개체는 9369, 2572, 12212, 

62개가 포함되었으며, 비문자 개체는 각각 395, 131, 

113, 5개가 포함되었다. [표 1]의 정확도  재 율의 평

균(average)은 실험 상의 유형과 계없이 모든 문자

에 한 정확도  재 율을 의미한다. [표 1]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들 모두 높은 

정확도와 재 율이 측정되었으며, 격차 한 크지 않다. 

이는 [그림 7]의 각 방법의 결과 (b), (c), (d)와 같이 실

제 시각 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의 개체 수

가 비문자의 개체 수보다 훨씬 커서 수치 인 정확도 

 재 율에 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7]

의 웹 상을 로 들면 문자 수가 623개, 비문자 수는 

5개로써 정확도는 (b)부터 (d)까지 각각 99.11%, 

99.36%, 99.84%이고, 재 율은 각각 89.41%, 100%, 

100%로 측정되어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식 (8)을 이용하여 비문자 추출의 역 비율

([표 1]의 IRNTE)을 별도로 측정하 다. 

 
    (8)

여기서 IRNTE은 비문자 추출의 역 비율(inverse 

ratio of non-texts extraction, 이하 IRNTE)이며, 

NODNT는 추출된 비문자 개체의 수(number of 

detected non-texts), TNONT는 실제 비문자 개체의 

총 수(total number of non-texts)를 의미한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과 비교하

여 평균 IRNTE이 최소 29.82%, 최  54.66% 높게 측정

되었다. 특히 제안한 방법의 IRNTE은 비디오 상을 

제외한 논문, 교과서, 웹 사이트 등의 문서 상에서 기

존의 다른 방법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밝

기값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1-3]이 밝기값 변화가 큰 

비문자 역이나 문자 역과 인 한 비문자 개체를 문

자로 잘못 인식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미

디언 필터링 기반의 방법[4][5] 역시 문자와 인 한 비

문자 역을 문자로 잘못 인식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

는 반면, 제안한 방법은 이블 필터링 과정을 통해 미

리 비문자 역을 제거하여 비문자 역이 문자 역으

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 기 때문에 IRNTE 

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비디오 상

의 경우 제안한 방법의 재 율과 IRNTE 은 기존의 밝

기값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낮게 측정되었는데, 사

진, 표, 그래  등의 비문자 역과 문자 역이 분리되

어 배치된 문서 상과 달리 비디오 상은 그림이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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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배경과 같은 비문자 역 내 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블링 단계에서 문자와 그림 

는 문자와 배경이 동일한 이블로 설정되어 문자

역이 이블링 필터링 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으로 분

석된다. 따라서 이블링 과정에서 Otsu 알고리즘[21]

을 용하거나 는 다단계 색상 군집화 알고리즘

[13][14] 등을 이용하여 이블링 과정을 수행하면 더욱 

높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Method Type Precision(%)
Recall
(%)

IRNTE
(%)

Wong [1]

Manuscript 97.47 94.44 40.25
School
book 97.82 96.07 58.78
Web 99.46 52.87 68.14
Video 98.33 95.16 80.00

Average 98.23 73.65 49.22

Kwon [2]

Manuscript 96.63 70.48 39.75
School
book 98.55 92.38 68.70
Web 99.17 92.45 16.81
Video 99.17 92.45 80.00

Average 98.26 83.90 41.93

Shivakumara
[3]

Manuscript 96.92 96.06 23.04
School
book 97.02 79.82 50.38

Web 99.14 91.01 15.04
Video 95.75 72.58 80.00

Average 98.03 91.73 27.64

Jang [4, 5]

Manuscript 97.93 96.99 51.39
School
book 98.33 96.07 69.95
Web 99.38 99.01 37.17
Video 95.16 95.16 40.00

Average 98.70 97.91 52.48

제안한 방법

Manuscript 99.31 97.64 80.00
School
book 99.92 99.26 96.95
Web 99.75 99.48 74.34
Video 97.50 62.90 60.00

Average 99.59 98.65 82.30

표 1.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의 성능 비교

3. 잡음 제거 분석
잡음이 있는 상에 한 결과 상의 분석을 해 실

제 문서 상을 스캔하여 제안한 방법을 용하 다. 

[그림 8]의 (a) 스캔 된 원본 상은 794x932 해상도로

써 반 으로 스캔으로 인한 퍼짐 상이 발생하 고, 

좌상단에 문서의 일부가  있다. 한 가장자리에 

문서의 테두리로 인하여 경계선이 표시되어있으며, 곳

곳에 작은 잡음도 포함되어있다. [그림 8]의 (b)와 같이 

제안한 방법을 용하 을 때 문서의 힌 부분과 잡음

이 제거되었고, (a)의 좌하단과 같이 선 형태의 테두

리는 제거하지 못하 으나 이외의 경계선은 모두 제거

되었다. 그러나 스캔으로 인한 퍼짐 상 때문에 (b)의 

우상단에 표와 겹쳐진 ‘g’와 ‘p’, 호 등은 표와 같은 

이블로 인식하여 함께 제거되었으며 이와 가까운 치

의 다른 문자들도 퍼짐 상으로 인하여 함께 제거되는 

문제 을 보 다.

그림 8. 잡음이 있는 영상에 대한 문자추출 결과

Ⅳ. 결론

본 논문은 이블링 기법과 밝기값 변화에 기반한 컬

러 상의 문자 역 추출 방법을 제안하 다. 이블링 

 이블 필터링을 이용하여 비문자 역을 미리 제거

할 수 있어 비문자 역의 잘못된 추출 가능성을 최소

화 하 고, 문자 역에서 화소 단 의 밝기값 차이 특

성을 이용하여 문자 역을 효과 으로 추출하 다. 실

험결과 기존 방법들과 비교하여 문자 추출에 한 정확

도  재 율이 상당히 높았고, IRNTE 역시 높게 측정

되었다. 향후 비디오 상과 같이 유색문자와 유색배경

의 혼합된 컬러 상의 정확한 문자 역 추출을 해 알

고리즘을 보안할 것이며, 선에 한 필터링 처리, 기

울어진 상에 한 보정, 사선 는 세로방향의 문자

열도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추가할 것이다. 한 

학문자인식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최종 으로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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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컬러 상에 한 정확한 문자인식이 가능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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