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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커지면서 IT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특히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기술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신

문 읽어주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서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지 형태의 

표 인식을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저

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신문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

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바 있다[2]. 이 시각 장애

인용 신문 읽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Fig. 1과 같

이 신문사의 기사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받아서 스마

트폰에 내장된 TTS 기능 (iOS의 Voice Over 또는 

안드로이드의 TalkBack 서비스)를 활용하여 음성으

로 기사 내용을 읽어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기사 본문 중에 포함된 표는 

이미지 형태로만 제공되는 까닭에 TTS로 읽어주지 

못하는 구현상의 문제가 있다. 현재는 표의 대체 설

명글이나 표 존재 여부만 알려주는 기능만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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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어떤 경우에는 신문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표

에 나타난 경우가 있거나, 본문에서 없는 내용이 표

에 들어있기 때문에 표의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은 

매우 필요하다.

표의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표의 구조 분석이다. OCR을 이용해서 문자

를 인식하기 전에 읽어야 하는 문자가 표 이미지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와 어떤 순서로 표를 읽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표 구조를 분석하

려면 표에서 읽어야 하는 각 셀을 둘러싸는 테두리를 

인식하여 표를 구성하는 셀들의 위치와 크기를 알면 

된다. 추가로 표를 감싸는 사각형 형식 바깥에 놓여 

있는 제목이나 부제 등에도 중요한 정보가 있기에 

이들의 영역을 인식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하나의 표를 셀이나 제목 단위의 세부 관심영역으로 

정확히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면, 각 세부 관심영역

에 대해서 기존의 OCR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이

미지를 문자(텍스트)로 변환하여 기존 TTS에 전달

할 수 있다. 일단 문자로 변환해야 하는 영역을 정확

히 인식한다면, 신문사에서 사용하는 글자체 정보를 

미리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인식 자체는 용이

하게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은, 표를 소리로 변환하여 출력하기 위해서는 표의 

행과 열 정보를 파악하여 표의 각 셀의 위치를 기반

으로 표 구조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

에서는 이미지 형태로 입력된 표의 구조를 분석하여 

표에서 읽어야 하는 내용의 구조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인식하려는 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입력 데이터가 이미 표임을 알고 있는 

이미지 파일이라는 점이다. 입력된 이미지가 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반 인식 방식과는 달리 표 자체

를 인식하여는 노력이 필요 없다. 둘째, 표 이미지에 

노이즈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표 이미지가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스캐너로 읽어 들인 영상이 아니라 신문 

원문 자체에서 바로 추출한 양호한 상태의 이미지로 

입력되기 때문에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은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의 구조를 파악

하는 문제 자체에만 집중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신문 기사의 표를 읽는 것

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든 문서에 나타나는 표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국내 신문에서 발견되는 형태

의 표를 인식 대상으로 한정한다. 인식해야 할 표 형

태의 범위를 국내 신문기사로 한정하는 것이, 연구의 

본 목적에 부합하면서 더 높은 정확도와 빠른 처리시

간을 가진 알고리즘의 개발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전제로 하는 입력 조건은 다음 4가지이

다. (1) 사진촬영이나 스캔하여 획득한 이미지가 아

니라 기사 원본의 표 이미지를 사용하고 (2) 표 내의 

셀 경계는 가로와 세로 줄에 의해서 구분이 가능한 

형태이며, 표 전체 좌우 최외곽의 두 개의 세로선은 

없을 수도 있으며 (3) 표의 색은 순수 흑백인 경우나 

그레이스케일이나 여러 가지 색의 배경을 가지는 경

우가 다 허용되나 (4) 글자와 행과 열을 구분하는 선

은 흰색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표 구조를 인식하는 기본적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진화된 표 이미지를 가로 방향 또는 

세로 방향으로 픽셀 값을 누적하여 생성한 1차원 투

영 이미지(1-dimensional projection image)를 이용

한다. Fig. 2(a)는 간단한 흑백 표 이미지 샘플이다.

Fig. 2(b)는 Fig. 2(a) 표 이미지를 수직 방향으로 투

영하여 만든 1차원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으로 구간의 

크기가 1픽셀인 열(column) 방향 히스토그램이다.

Fig. 2(b)에서와 같이 생성된 1차원 투영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에서 인접한 위치의 값에 비해 도수값이 

큰 차이가 나는 곳이 열을 나누는 경계선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Fig. 2(b)의 그래프에서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5개의 구간에서 뚜렷한 피크값(peak)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표 이미지의 열의 

경계부분에 해당하여 열의 위치를 찾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Fig. 2(b)는 원래의 픽셀값이 반전된 흑

백영상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검은색 픽셀의 빈

도를 세어서 히스토그램을 만들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로방향으로 1차원 투영을 하면 행(row)

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Fig. 1. Overall structure of our newspaper reader mobil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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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열방향의 1차원 누적 이미지 히스토그램을 

이차 미분한 값으로 행과 열의 경계선 후보들을 모두 

찾아내고, 영상 분석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형태의 

행과 열의 구조를 인식하여 이를 기반으로 표의 각 

셀 위치를 파악한다. 행렬의 경계가 겹줄 또는 두꺼

운 줄로 되어 있거나, 배경색이 컬러이거나 아예 경

계선이 일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실제 신문의 표에 

나타나는 형태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을 구성하였다. 60개의 실제 신문기사의 표를 대상으

로 실험한 결과, 모든 표 이미지에 대해서도 99% 이

상의 인식율을 보였고, 더구나 표 색상과 관계없이 

표 구조가 규칙적이거나 흑백인 이미지에서는 인식

율이 100%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표 인식과 

관련된 기존 논문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존 접근 

방법의 특징 및 한계점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

을 보였다. 3장에서는 전반적 알고리즘의 개요를 설

명하였고, 4장에서는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

고 5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핵심적 부분을 단

계별로 나누어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6장에서는 실

제 신문에서 수집한 다양한 표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결

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2. 관련 연구

표와 관련된 기존 연구 결과는 그 목적에 따라 크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미지에서 표를 찾아

내는 표 찾아내기(Table Detection)와 표 자체의 모

양과 내용을 인식하는 표 구조 인식(Table Recogni-

tion)이다. 표를 찾아내는 논문들은 이미지에서 표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3-5]. 우리 논문의 

목적은 표만을 담고 있는 이미지를 대상으로 표의 

모양과 내용을 인식하는 표 구조 인식으로, 표가 어

디에 위치하는지 찾아내는 것과는 목적이 다르다. 기

존에 표를 인식하는 논문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6]의 저자들은 이미 표라고 인식하는 대상에서 표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계층적 클러스

터링을 기반으로 행을 구분하고, 한 단어와 그 여백

을 기준으로 헤더를 분류하였다. 행을 모두 찾은 후,

열을 구분하는데 빈 라인을 열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제안 방법의 장점은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활

용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단위와 순

서를 따로 정하지 않고 분류된 단계별로 읽어주면 

된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열을 구성하는 헤더가 여

러 줄로 구성된 경우 인식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일

관성 있게 정열 되지 않은 행을 찾을 수 없으며 행의 

간격이 큰  경우도 분류하기 어렵다. 우리 연구는 모

든 표가 명시적 가로줄과 세로줄로 행과 열을 나눈다

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6]와 가정에서 차이점이 있다.

[7]에서는 표가 선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 아래, 이진화와 곡선 맞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표를 검출한다. 먼저 카메라로 얻은 이미지를 이진화

하고 표 성분이 아닌 잡음들을 제거하여, 선의 교차

점을 검출한 후 교차점을 구분하고 해당하는 교차점 

모양에 따라 선을 그어 표를 구성한다. 제안 방법으

로 29개의 이미지를 검출한 결과 셀 인식은 92.4%,

표 인식은 87.7%로 나타났다. 이 방식의 단점은 교차

점을 기준으로 표의 구조를 파악했기 때문에 표를 

Fig. 2. Sample table image and the histogram of the 1-dimensional projec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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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셀 인식율은 높으나, 각 셀을 모아서 표로 

만든 후에 표 인식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 연구에서는 입력으로 주어지는 표 이미지

가 카메라가 아닌 신문사의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기

에 잡음에 대한 고려가 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7]

의 연구와 가정에서 차이가 있다.

[8]에서는 표에 대한 유형별 꼭지점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전처리, 에지 블록 검출, 선분 에지 블록 

검출, 꼭지점 검출 단계를 거쳐 추출된 꼭지점들은 

선분 에지들이 다양한 형태로 직교하는 교차점들로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제안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99% 이상의 유형별 꼭지점 추출 인식율을 보였

다. 대부분의 꼭지점들은 대칭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

실을 고려할 때, 꼭지점의 유형, 선분 에지의 폭 및 

그들의 위치 관계를 활용하여 서식의 구조 분석에 

활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방법은 꼭지점이 

잘 드러나는 핸드라이팅으로 작성된 문서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 방식의 단점은 꼭지점

을 추출하기 위해 마스크를 적용하는데 마스크보다 

작은 꼭지점은 추출하지 못한다는 점과, 표에 상하 

선분만 존재하고 좌우 선분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표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연구는 일부 

꼭지점이 없는 표의 경우도 처리할 수 있으며 인쇄된 

이미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8]과 다르다.

[9]에서는 완성된 표가 아니라 표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서식을 인식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표 서식에서 

셀과 그 셀에 따르는 입력값의 성격을 인식하여 각 

셀을 구분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표 내의 셀을 인식

할 때 프로그램으로 인식한 후에 사용자가 오류를 

확인하여 수정한 후에 활용하는 표인식 방안을 제공

한다. 이 방법은 100% 자동화된 처리보다 사람이 하

는 일의 보조적 수단으로 개발되었으며, 표의 서식 

구조를 파악하려는 본 연구와는 목적하는 바에 차이

가 있다.

[10]의 저자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식화된 정보

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였

다.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여 읽어주거나, 촉각이나 

근육이나 관절에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를 활용하여 

특정 부분을 터치하면 읽어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들은 도식화 정보를 사진이나 비디오, 지도, 가계도

나 표 등 도식화 정보, 챠트, 화면에 나타나는 아이콘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저자들은 나열된 도식화 

자료들 중 신문에 자주 사용되는 표를 대상으로 표의 

정보를 인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정한 장치를 사

용하여 일정 부분을 터치하면 필요한 정보를 읽도록 

구성한 점이 본 연구와 다른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신문의 표 내용을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로 표의 구조를 자동 인식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표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유사 연구는 

기존에도 있었으나, 본 논문과 같이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신문기사 컨텐츠에서 주어지는 원본 이미지

로 부터 표의 구조를 파악하여 읽어야할 셀 위치 정

보를 100% 자동화된 방법으로 찾아내려는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제안한 방법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인식하고자 하는 표가 하나의 이미

지 파일로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Fig. 3의 알고리즘

은 입력 표 이미지에서 표의 내부 셀들의 경계선이 

실선으로 표시된다고 가정하고 이진 영상 (binary

image)을 만들어 표 내부의 각 열과 행의 경계를 인

식하고, 이에 기반하여 각 셀 영역의 위치를 파악한 

그 셀별 위치를 OCR 프로그램에게 넘겨주는 것이 

전체 제어 흐름이다.

Fig. 3에 제시된 전반적 시스템 흐름에서 처음 두 

단계(Step 1, Step 2)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요 

내용이다. Step 1은 표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이미지

가 순수한 흑백인지, 모든 비트가 0이거나 1인 픽셀

값 외에 다른 픽셀값이 존재하는 그레이스케일인지,

두 개 이상의 색깔을 가지는 컬러이미지인지 분류하

고 각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처리를 하여 바탕이 검

Fig. 3. Flowchart for overall table structure recogni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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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색이고 글자 및 셀의 경계선이 흰색이 되도록 이진 

영상(Binary Image)을 만들어 Step2로 전달한다. 이

진화된 영상을 얻는 자세한 방법은 4장에서 설명한

다. Step 2는 입력 영상이 이진화된 영상이라고 가정

하고 표의 셀들의 위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 Step

2의 내부 알고리즘을 상세 단계들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7개로 나눌 수 있다.

Step 2 세부 알고리즘: Recognize Table Structure

and Cell Locations의 세부 단계 

2.1 단계 (가로 및 세로 방향 히스토그램 생성): 수직

(수평) 방향으로 이진영상의 픽셀값을 누적하여 

얻은 1차원 투영이미지의 열(행) 히스토그램 생성

2.2 단계 (경계선 1차 후보값 생성): 열(행) 히스토그램

의 이차 미분 값을 기반으로 열(행) 경계선 1차 후

보 위치들 검출

2.3 단계 (겹선 및 중선 병합) : 후보 경계선들 중 인접

한 선이나 굵은 선을 하나로 병합

2.4 단계 (경계선 2차 후보값 생성): 후보 경계선들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2차 후보 확정

2.5 단계 (경계선의 끝점 위치 생성): 후보 경계선들의 

실제 시작 및 끝점을 검출

2.6 단계 (개별 셀 위치 검출): 경계선 좌표를 이용하여 

개별 셀들의 위치 검출

2.7 단계 (표 외부 텍스트 박스 검출): 표 제목 등 표 

바깥의 위아래 텍스트 위치 검출

4. 이미지 전처리 단계(Step 1)

입력 영상이 순수한 흑백이 아니라 그레이스케일 

영상인 경우, adaptive thresholding을 각 픽셀별로 

적용하여 이진화된 이미지를 얻고 이 이미지를 표인

식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제공한다. 만일 컬러 이미

지가 입력으로 주어졌다면, 컬러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한 뒤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대한 처리방식

을 따른다. 각 세 가지 경우의 분류 기준 및 이에 따른 

이진화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

(1) 흑백 이미지: 입력 영상이 단일 채널 영상이고 

모든 픽셀 값이 0 또는 255(최대값)의 두가지 값만 

있다면 순수 이진 영상이라고 판단한다. 전경(글자

나 경계선) 픽셀의 모든 비트 값은 1이고 배경 (글자

나 경계선이 아닌 영역) 픽셀값은 0이 되도록 한다.

(2)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입력이 단일 채널 영상

이지만 픽셀 값이 세가지 이상인 경우 그레이스케일 

영상이라고 판단한다. 이 경우에는 배경과 글자를 분

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크기의 NxN (예:폰트 최소 크

기인 9×9) 마스크를 사용해서 로컬 adaptive thresh-

old 값을 구해서 글씨 및 경계선과 배경을 분리하여 

픽셀값을 이진화시킨다 (배경은 0, 전경은 255).

(3) 컬러 이미지: 입력 영상이 3 채널 이상인 영상

이면 컬러 영상으로 판단하고 컬러값을 그레이스케

일 값 단일 채널 값으로 변환하여 그레이스케일 영상

을 만든다. 얻어진 그레이스케일 영상에 대해서는 상

기 그레이스케일 영상 이진화 방법을 적용하여 이진 

영상을 얻는다.

Fig. 4는 이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Fig. 5와 

Fig. 6은 각각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이미지 표를 

이진화시킨 결과의 예이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의 

이진화를 위한 adaptive thresholding 연산과정에서 

글자 부분이 훼손되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셀의 경계선을 나누는 행과 열의 구분선을 

찾는 알고리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

가 되지 않는다. 각 셀의 정확한 영역 위치만 확인

하면 OCR을 위해서 원본 이미지에서 손상되지 않

은 텍스트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5(b)와 Fig. 6(b)의 이진영상을 살펴보면, 원본에 비

해 글자 영역이 조금 손상된 것을 볼 수 있으나, 행

과 열을 나누어 주는 경계선은 아주 명확히 드러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5. 표 인식 세부 알고리즘 (Step 2)

Fig. 4. Flowchart for binarization for input tabl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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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열 및 행 히스토그램 생성  

이진화된 이미지로부터 열(column) 히스토그램

을 생성하여 열 경계선 후보들의 위치를 정한다. 행

에 대한 것은 열에 대한 설명에 준하기 때문에 이후

로는 열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설명할 것이다. 표 

이미지가 배경(background) 픽셀 값은 0이고 전경

(foreground) 픽셀 비트 값은 1인 2차원 이진 영상 

이미지로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입력 이진 이미지의 

픽셀값을 x 축 방향으로 누적하여 1차원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 1차원 데이터는, 1차원 이미지 상의 각 

위치 값과 그 위치에서의 누적된 픽셀 값의 순서쌍 

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순서쌍의 집합을 열 히

스토그램  로 정의한다. 즉, 흑백 이미지에 대한 

는, 각 x 좌표 별로 수직 방향의 픽셀들 중에서 

표의 전경을 나타내는 픽셀들의 개수가 열 히스토그

램의 도수가 된다. 표 이미지의 크기가 W x H 픽셀

인 이미지에서 좌표 (x,y)에서 픽셀 값을 f(x,y)라고 

할 때, 구간의 크기가 1 픽셀인 열 히스토그램 

및 이 히스토그램의 x에서의 도수값  는 수식 

(1)과 (2)로 정의된다.

   ≤  ≤ (1)

   
  

 

 where (2)

   if  for 

행 히스토그램  및 이 히스토그램의 y에서의 

도수값  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식 (3)과 (4)로 

정의할 수 있다.

    ≤  ≤ (3)

   
  

  

 where (4)

   if  for 

5.2 열 및 행 히스토그램의 이차미분 값에 의한 일차 

셀 경계선 후보군 생성

히스토그램  및 을 이차 미분하여 일차 행과 

열 경계선 후보를 생성한다. 열 히스토그램  들

을 2차 미분한 값 ″가 음수 Tc1 보다 더 작으면,

그 위치가 열 경계선이 될 후보가 된다. 이 위치 x

들로 집합 C를 수식 (5)와 같이 정의한다.

   ″   where (5)

″      

(a) input original grayscale image (b) converted B&W image from (a)

Fig. 5. Example of binarization of grayscale image (foreground=white, background=black).

(a) input original color image (b) converted B&W image from (a)

Fig. 6. Example of binarization of color image (foreground=white, background=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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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5)에서 Tc1은 음수 값이다. 일반적으로 열 

경계선은 표 높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일 

것으로 예상되며 ″은 이웃한 히스토그램 도수

의 차이들 (1차 미분값들) 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1차 

미분값의 최대 두배까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음수 

Tc1의 절대 값은 표 이미지에서 가장 긴 수직선 길이 

또는 그 절반 정도 사이의 값으로 정해지는 것이 합

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긴 열 히스토그램 도

수값의 0.7배 정도를 Tc1의 절대치로 선정).

Fig. 7은 임의의 표 그림 일부에서 x방향으로 누적

한 1차원 히스토그램의 값  를 x축을 따라 꺾은

선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Fig. 7에서 x=16인 곳에서 

단 하나의   값이 피크값을 나타내는데 여기가 

행의 경계선임을 알 수 있다. x=99, x=102에서 가까

운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인접한   값이 큰 피크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겹선으로 된 열 경계선임을 

알 수 있다. x=145, x=146에서 인접해서   값이 

큰 피크값을 가지는데 이는 열 경계선이 2개 픽셀에 

걸쳐진 굵은 선인 경우이다. Fig. 8은  를 식(5)

에 따라 이차 미분한 값 ″의 값을 x축을 따라 

그린 꺾은선 그래프이다.

Fig. 8에서 나타나듯이, 이차 미분값을 쓰는 것이 

겹선과 굵은선 등 다양한 표의 경계선을 인식하는데 

효과적이다.

모든 유형의 경우에, ″가 피크 음수인 지점이 

경계선이 시작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 처음으로 양수 

값이 나타나기 직전의 음수 피크 값이 이 경계선의 

마지막 픽셀의 위치가 된다. 단일 선 경계선일 때는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점이 된다. ″를 이용하면 

열 경계선의 시작과 끝을 찾는 조건을 단순화 시킬 

수 있다. 이차미분 값을 경계선을 찾는 기준으로 할 

때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Fig. 9와 같이 

심각한 노이즈에 의한 영향력도 완화된다는 것이다.

Fig. 9(a)는 이진화 과정에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해

서  Fig. 9(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 경계선이 아닌 

부분에서도   값이 크게 나와 경계선 판단 방법

이  만으로는 복잡해진다. 그러나 이차미분을 

적용한 Fig. 9(d)에서는 음수 극 값 부분만 취하면 

정확한 열의 경계선 위치를 알 수 있다.

한편, 행(row)의 경우는 C를 생성하는 방식과 유

사한 방법으로 행 히스토그램의 각 원소  (y)를 2차

미분한 값으로 행 경계선 위치 후보 집합 R도 수식 

(6)으로 정의할 수 있다.

Fig. 7.  : projected image in x-direction.

Fig. 8. ″: second derivatives of projected image of Fig. 7.



1844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1호(2016. 11)

  ″   where (6)

″     

5.3 인접 경계선 병합 단계   

이 단계에서는, 앞서 검출한 경계선 위치 후보 집

합 C와 R에서 겹선 또는 굵은 선을 하나의 가는 선으

로 합병한다. 표의 열이나 행의 경계선이 두 개의 이

중선(겹선)으로 이루어진 경우나 두 개 이상의 픽셀 

두께를 가지는 두꺼운 선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들

이 복수 개의 열(또는 행)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는 선으로 간소화시키는 논리적 합병이 필

요하다.

Fig. 10에서 겹선이 있는 경우에 두 개의 피크가 

인접하여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겹선이나 

굵은 선은 사실상 하나의 경계선이므로 하나로 병합

하는 것이 효과적인 셀 위치 파악을 위해서 바람직하

다. 별개의 경계선인지 겹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 폰트 하나의 크기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즉, 경계

선 후보 위치들 중에서 과  위치 좌표의 차이가 

문자 한 개 폰트 크기보다 작을 경우에는 두 개의 

경계선이 아니라 겹선이라고 판단하고 하나로 병합

한다. 합병할 두 경계선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

두 값 중에 더 긴 쪽의 위치로 합병한다.

5.4 경계선 2차 후보 생성 단계  

이전 단계에서 1차 후보로 선택된 열의 위치들 (또

는 행의 위치)에서 실제로 표의 경계선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1차 후보 중 경계선이 아닌 위치를 제외시

켜 2차 후보를 생성한다. Fig. 11과 같이 글씨 ‘1’의 

세로획이 같은 x위치에 세로로 붙어 있어서 마치 열 

경계선인 것처럼 오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

합 C의 후보들의 x 좌표를 기준으로 입력 이미지를 

세로 방향 스캔하면서 실제 표 경계선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a) input color mage (b) binary image of (a) obtained by adaptive thresholding

(c)  : column histogram of (b) (d) ″: second derivatives of (c)
Fig. 9. Effectiveness of second derivative of histogram to find cell boundaries.

(a) input table image with double lines (b) row histogram in y direction

Fig. 10. A table with double lines in horizontal direction and its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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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를 실시하기 전에, 실제 셀의 경계선이지

만 이진화 과정에서 경계선 실선이 중간에 약간씩 

끊어질 수도 있기에 이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C의 후보군들의 x 위치에 대해 표 

이미지 입력 영상을 수직 방향으로 한차례 팽창과 

침식 모폴로지(morphology) 연산을 수행한다. 이때 

모폴로지 연산에 사용하는 구조체 요소(structural

element)는, 폭이 1픽셀이고 길이는 3 픽셀인 직사각

형 모양이어야 한다.

모폴로지 연산 후에 잘못된 경계선 후보를 찾기 

위해서 C (또는 R)의 후보 값을 기준으로 그은 가상

의 긴 세로선 (또는 긴 가로선)과 실제 이미지의 픽셀 

값이 일정 비율 이상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매우 높

은 비율(예: 95% 이상)로 실제 픽셀값이 가상선과 

겹치게 되면 이를 열 경계선으로 확정하여 경계선 

2차 후보인 (또는 )을 구한다.

5.5 경계선 끝점 위치 결정

최종 후보로 정해진 열 및 행 경계선들의 실제 끝

점들의 위치를 검출해야 표의 개별 셀들의 구조를 

정할 수 있다. 먼저, 세로 최외곽 테두리를 보완한다.

Fig. 12(a)와 같이 표의 좌우측의 세로 경계선이 없는 

경우, 최외곽 셀은 테두리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가상의 테두리를 삽입한 후에 Fig. 12(b)와 

같이 셀을 인식하게 된다.

최외곽선 경계선 삽입 처리 이후에는 셀 위치를 

확정하기 전에 각 경계선의 시작과 끝점을 인식한다.

Fig. 13에서 보듯이 열이나 행의 경계선이 다양한 길

이와 다양한 시작점과 끝점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

어, Fig. 13의 사례에서 y=y2 행 경계선은 표 전체 

폭보다 짧은 길이를 가진다 

Fig. 13(b)의 표에서 Rfinal={y0,y1,y2,y3,y4,y5,y6}이고 

Cfinal={x0,x1,x2,x3,x4,x5,x6,x7,x8} 이다. 행 경계선 원소 

중 하나인 y1 에 대해서 이 행 경계선의 시작 위치와 

끝위치를 검출하는 예를 들어 보자. y=y1행 경계선

의 시작위치가 x1 이고 끝나는 위치가 x7인 것을 알기 

위해서, 열의 경계선이 시작하거나 끝나는 지점의 후

보들을  원소인 9개 x 좌표들 중에서 찾는다.

Fig. 13(b)의 이진화된 이미지에서 각 i-번째 x좌표

별로 (xi, y1)의 부근의 픽셀 값만을 조사하여 끝부분

을 판단할 경우, (x7, y1)과 (x8, y1) 사이에 foreground

픽셀이 (x7, y1) 부근에서 x 방향 우측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패턴만 보면  y=y1행 경계선이 x7에

서 끝나지 않고 x8까지 이어진다고 착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점(x7, y1)과 점(x8, y1) 사이 선분 상의 모든 

픽셀값을 다 조사해야 한다. 즉, 각 (xi, y1)과 (xi+1, y1)

사이의 픽셀 값들을 조사하여 foreground 픽셀값 개

Fig. 11. Table with incorrectly recognized column line 

by thick aligned letters.

(a) Table with incomplete column lines
(b) after inserting virtual column lines

Fig. 12. Table without outer vertical lines and cell recognition i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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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Wi를 구하고 Wi/(xi+1 - xi) > Th 를 만족해야 

(예: Th=0.90 ) y=y1행 경계선이 그 열에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하나의 행 경계선이 두 개 이상

의 segment로 나누어져 여러개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경우도 인식이 가능하다. 만약 k개의 line seg-

ment로 하나의 행 경계선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때 그 길이의 합이 행 histogram에 나타

난 해당 행의 도수값에 비해 작다면 시작과 끝 점들

을 성공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6 최종 셀 위치 결정

위 단계에서 얻은 행과 열의 경계선 값을 근거로 

각 셀들의 위치를 최종 확정한다. 열과 행 방향의 경

계선 끝점들의 좌표 집합을 근거로 표 내부 모든 셀

들의 테두리 사각형의 꼭지점의 위치 후보를 생성하

고, 꼭지점에서 경계선들이 만나는 유형을 기반으로 

셀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각 셀들의 꼭지점은 Fig.

14와 같이 9개의 패턴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후보

가 되는 각각의 셀들마다 좌상단 모서리와 우하단 

모서리에 정당한 형태의 경계선 패턴이 나타나는 경

우에 셀로 인정하여 최종 셀의 위치를 확정시킨다.

Table 1에서는 표 내의 셀 위치를 유형별로 9가지

로 분류하였다. 각 셀에 대해서 upper left corner(좌

상단)와 lower right corner(우하단)에서의 가능한 

모서리 형태들을 열거하였다. 예를 들어, 이 표에 따

르면, 임의 표의 가장 왼쪽 맨위에 위치하는 셀(upper

left cell)은 그 좌상단 꼭지점이 Fig. 14(a)와 같은 

형태이어야 하고 우하단 꼭지점은 Fig. 14(d) 또는 

Fig. 14(f)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7 표 밖의 표 관련 텍스트 박스 검출

5.1에서 5.6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

로 각각의 셀들이 통합된 하나의 표로 만들어질 수 

있다. 표를 감싸는 큰 사각영역 바깥에 표의 제목이

나 표를 설명하는 부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표를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표 구조 인식에서 

간과할 수 없다. Fig. 15는 이러한 중요 정보의 위치 

인식 결과(파란색 테두리)를 보여준다.

이 표의 좌측 최상단의 셀의 좌표를 통해 표가 시

(a) input image with short column lines (b) binary image of (a) by thresholding

Fig. 13. Table with short column/row lines and its binary image.

Fig. 14. Nine types of corner pattern of table cell.

Table 1.  cell corner patter according to cell location in a table

cell location

upper

left

cell

lower

left

cell

middle

left

cell

upper

right

cell

lower

right

cell

middle

right

cell

upper

middle

cells

lower

middle

cells

other

cells

upper left corner (a) (e) (e) (h) (i),(e) (i),(e) (h) (i),(h) (i),(h)

lower right corner (d),(f) (g),(d) (i),(f) (f) (d) (f) (i),(g) (g) (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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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다. 표가 시작하는 위치로

부터 이미지 시작과 표 윗부분 사이의 상하 공간 크

기를 알 수 있다. 표의 마지막 셀의 하단 꼭지점 좌표

에서 표가 끝나는 위치의 y좌표와 이미지의 세로 길

이 h를 비교하여 표 아래쪽과 이미지 하단 사이의 

세로 공간의 크기를 알 수 있다. 표 위아래 각 공간의 

크기가 한 글자 높이 이상이면 이 영역을 ROI(Region

Of Interest)로 지정하고, 각 ROI 내에 글자에 해당

하는 픽셀 값이 일정 개수 이상 존재하면 이 ROI를 

각각 표 위아래 텍스트 박스 영역으로 식별하고 그 

위치를 표시한다.

6. 실험 결과 및 성능 분석

6.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OpenCV 2.4.10을 

기반으로 C++로 구현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팅 

환경은 window 10 운영체제가 탑재된 Intel i7 프로

세서와 4GB 메인 메모리를 갖춘 노트북 컴퓨터 하드

웨어를 사용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

해서 기존 신문에 사용된 표 이미지들을 수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장애인 신문, 중앙일보, 동아일

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북일보 등의 신문으로

부터 화면 캡쳐 또는 파일 다운로드 받기의 방법으로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Table 2에 요약된 바와 같이 흑백 표 이미지, 그레

이스케일 표 이미지, 컬러 표 이미지 등 총 60개의 

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표 이미지들

은 표의 양식에 있어서도, 셀 내에 글자가 많이 있는 

표, 제목이 있는 표, 행과 열의 길이가 불규칙한 표,

표의 외곽선이 없는 표 등 다양한 형태의 표들을 포

함하였다. Table 2에 Regular table의 의미는, 모든 

열의 길이가 같고 모든 행의 길이가 같으며 표의 행

과 열이 모두 선으로 잘 구분된 표를 의미한다. Table

2의 Tables with variance의 의미는, 길이가 다른 열

이나 행이 있거나 표의 최외곽이나 좌우 외곽선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6.2 실험 결과

신문의 표 이미지로 표 구조 인식 실험을 한 결과

는 Table 3과 같은 셀 단위 인식율을 보인다. Table

3에서 test#, hit#는 각각 실험에 사용된 표의 전체 

셀의 개수와 성공적으로 인식된 셀의 개수를 의미한

다. hit%는 셀 단위의 표 인식 성공률로서 hit#/test#

를 계산한 백분율이다. Table 3에서 모든 실험결과를 

표의 색깔 (흑백, 그레이스케일, 컬러)과 표의 규칙성 

(a) input table image with titles and notes (b) recognized title and notes of (a)

Fig. 15. Table sample with title and subtitles.

Table 2. Number of each types of table images used for experiments

Black & White image Grayscale image Color image Total

Table# cell# Table# cell# Table# cell# Table# cell#

Regular

tables
12 629 10 642 8 650 30 1921

Tables with

variance
9 757 14 769 7 833 30 2359

subtotal 21 1386 24 1411 15 1469 60 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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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표에서 행끼리 혹은 열끼리 서로 같은 길이인

지 아닌지)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실험결과 종합적으로 색상(흑백영상, 그레이스케

일, 컬러)에 관계없이 규칙적인 형태의 표에서는 

100% 인식율을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규칙적인 표

와 비정규 형태의 모든 표 셀 단위의 인식 정확도는 

99.7%이며, 그레이스케일이미지와 컬러이미지에서

는 모두 99.5%의 인식 정확도를 보였다. 규칙적이지 

않은 비정규 형태의 표 인식율은 99.4%이다. 신문에 

자주 사용되는 형태인 규칙적인 단순한 구조의 표나 

흑백표의 경우는 인식율이 100% 이다. 이는 실제 신

문의 표 이미지에서는 매우 높은 정확도 표 구조를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ig. 15는 성공적으로 수행된 컬러 표 이미지 인식 

과정과 결과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 위 Fig. 15에서 

적색 테두리는 인식된 하나하나의 셀을 의미하며, 청

색 테두리는 표 밖에 있는 표의 제목이나 표의 부제 

등을 인식한 박스표시이다. Fig. 15(a)에 보여준 컬러 

이미지를 입력 받아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한 뒤에 

adaptive thrsholding으로 이진화를 수행하여 Fig.

15(b) 이진 이미지를 생성하였고, 이진 이미지의 행 

히스토그램과 열 히스토그램을 구한 뒤에 이를 이차 

미분한 값을 기반으로 셀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여 

Fig. 15(c)에 표기하였다.

Fig. 16에는 셀 인식에 일부 실패한 표 이미지의 

예를 보이고 있다. Fig. 16(c)를 원본 Fig. 16(a)와 비

교하면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곳들이 오인식된 

셀 경계선들이다. 이 경우 인식 실패의 원인은 원본 

이미지 자체에 많은 노이즈가 존재하여 이진화 과정

에서 글자와 배경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이다. 이 노이즈는 실험에 사용된 원본 이미지가 오

래된 신문을 스캔하여 PDF로 만든 것을 화면 캡쳐 

방식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입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를 인식하는데 걸리는 실행 시간을 

i7 프로세서와 4GB 메인메모리가 장착된 노트북 컴

퓨터에서 측정하였다. Table 4에 표 하나당 인식하는

데 소요된 평균 시간을 흑백, 그레이스케일, 컬러 이

미지 별로 제시하였다. 흑백 표이건 그레이스케일 표

이건, 컬러표이건 표 하나당 약 0.05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실시간 처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7. 결  론

본 논문의 목적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신문을 읽

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기사 내용 중 이미지 

형태로 포함된 표의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다. 표 구

조를 인식하는 방법은 이진화된 표 이미지를 가로 

방향 또는 세로 방향으로 픽셀 값을 누적하여 생성한 

1차원 투영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행렬의 경계

가 겹줄이나 두꺼운 줄로 되어 있거나, 배경색이 컬

러이거나 아예 경계선이 일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실제 신문의 표에 나타나는 형태들을 모두 고려하여 

표에 포함된 셀들의 위치 및 표의 제목과 부제를 둘

러싼 관심영역의 위치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표

를 음성으로 읽어주는데 필요한 정보의 구조를 모두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of table cell recognition precision 

Black & White Grayscale Color Total

test# hit# hit% test# hit# hit% test# hit# hit% test# hit# hit%

Regular

Table
629 629 100% 642 642 100% 650 650 100% 1921 1921 100%

Table with

Variance
757 757 100% 769 763 99.2% 849 843 99.2% 2375 2363 99.4%

total 1386 1386 100% 1411 1405 99.5% 1499 1493 99.5% 4296 4284 99.7%

Table 4. Program execution time measurement 

Black & White table Grayscale table Color table Whole average

cell # 1386 1411 1493 4290

table # 21 24 15 60

average time per table 52ms 49.5ms 55.3ms 51.8ms



(a) input color image

(b) binary image by adaptive thresholding and histograms

(c) table cell identification results

Fig. 16. Color table image conversion and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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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도록 하였다.

표 60개, 표내의 셀 4290개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

과, 종합적으로 모든 형태의 표 이미지에 대해서 셀 

단위의 인식 정확도는 99.7%이며, 색상(흑백영상, 그

레이스케일, 컬러)에 관계없이 규칙적인 형태의 표 

또는 흑백 이미지의 표에서는 100% 인식율을 나타

냈다. 이는 신문에 자주 사용되는 규칙적인 단순한 

표의 경우는 실제 응용에서는 100% 정확도로 인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인식한 표 내 셀들의 위치를 기반으로 음성으로 변환

하는 순서를 표 형태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하는 알고

리즘을 개발하는 과제이다. 둘째, 각 신문사에서 사

용하는 글자체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기존 OCR 문

자 인식율을 높이는 과제이다. 셋째, 본 저자들이 개

발한 시각장애인용 신문기사 읽어주기 앱에 상기 기

술한 표 이미지를 인식 한 기능을 통합하여 표 이미

지를 포함한 신문 기사 전체에 대해 기사 읽어주기 

서비스가 되도록 실제 구현하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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