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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문자 내용이 포함된 영상에서 글자는 물론 그
글자의 가독성까지 보존하며 영상의 불필요한 여백 및 기타 영역을 효율적
으로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영상 내 문자의 윤곽
을 나타내는 에지(edge)를 찾아 이를 블록화하여 영상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 블록을 기준으로 불필요한 영역을 삭제한다. 이 때, 블록간의 거리와 크
기에 따라 영상을 문자 영역, 자간, 어절, 여백 등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
하고, 영역마다 서로 다른 중요도를 주어 에너지 맵(energy map)을 구성한
다. 이렇게 영역별 중요도가 재정의 된 에너지 맵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영상을 종단 또는 횡단하는 최소 에너지 씸(seam)을 구할 수 있
고, 씸의 반복적인 삭제를 통해 영상 내 문자의 가독성을 보장하며 영상 크
기를 변환할 수 있다.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얻은 결과와 기존의 방식을 통
한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1. 서    론

사람들은 대부분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으며, 주로 시각을 통
해서 얻어진다. 따라서 영상은 미디어 정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
한 디스플레이 기기들은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종횡비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정보의 중요 요소인 영상은 디스플레이에 맞게 크기를
자동 변환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해상도를 저해상도로 혹은 반대로
자동 변환하는 경우, 영상 내 중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구별없이 변
환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중요 영역이 블러(blur)되거나 삭제로 인한 깨
짐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영상의 중요 부분을 보존하며 적합한 해상
도로 변환하는 기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활발한 영상 변환
(resizing) 기법 [2, 3]들이 연구되고 있다.
과거 영상 변환 기법에는 주로 선형적인 스케일링(scaling) 기법이 사용
되었다. 그러나 이 기법은 말 그대로 종횡비에 상관없이 목표 크기에 맞게
늘이고 줄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다른 영상을 변환하
면 영상 정보 손실 및 왜곡을 가져와 영상이 찌그러지는 등의 가시적인 문
제가 발생한다[5]. 또 다른 방법인 크로핑(cropping)은 영상에서 목적 크기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영상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법
이다[6]. 이러한 크로핑 기법은 입력 영상에 비해 출력 영상의 크기가 작을
수록 너무 많은 정보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특정 부분을 전부 제거하는
손실도 있다. 앞서 설명한 영상 변환 기법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
상의 중요도를 정의하고, 영상을 종단 또는 횡단하는 연속적인 일차원 씸
(seam)을 정의하여, 씸내 영상 중요도의 총합이 최소가 되는 순서로 한 줄
씩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크기 조절을 하는 씸카빙(seam carving)[1, 2, 3]
방법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씸카빙 역시 제거되는 씸이 중요 객체
가 있는 영역을 지나게 되면 주요 정보가 손실되며 이에 따라 왜곡된 영상
을 얻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씸 정의 방법이 중요하다.
문자 내용이 포함된 영상 크기를 변환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 내
용이 손실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문자 내용은 적은 손실과 왜곡에도 그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가독성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또
한, 문자는 줄 간격과 단어, 어절 단위의 띄어쓰기가 깨지게 되면 그 내용
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독성 보호를 위해서는 자간, 어절, 여백
등의 영역 역시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기법들은 문자 내용이 포함되거나 문자 정보가 중요한 영상
에 대해 특별하게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독성 뿐 아니라 문자영역의
심각한 왜곡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씸카빙의 경우, 문자 정
보가 중요한 영상에서 문자 영역은 씸 내 영상 중요도 정의에 따라서 중요
객체로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자간이나 어절, 여백 등의 영역을 따로 다루
지 않아 문자 부분 보존은 물론 가독성 보존에도 문제가 있는 결과물을 얻
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 내용이 포함된
영상에서 문자 영역을 블록화시켜 주요 영역을 판단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렇게 블록화 된 영상을 기반으로 문자, 자간, 어절, 여백 등 4가지 영역으
로 구분한 후, 서로 다른 중요도를 부여받은 영상의 에너지 맵을 구성한다.
영역별 중요도가 재정의 된 에너지 맵을 이용하여 영상을 종단 혹은 횡단
하며 에너지 축적을 통해 만들어진 씸을 구성한다. 구성된 씸 중에서 최소
에너지를 가지는 씸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찾아 제거한다. 이
알고리즘은 문자 내용을 보존하면서 왜곡과 정보 손실 없이 영상을 변환할

<그림 1> 제안한 알고리즘의 전체 프로세스

수 있으며 자간, 어절 또한 최대한 유지 및 보존하여 가독성 또한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2장에서는 이미지를
블록화하여 각기 다른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에
너지 맵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영상을 종
단, 횡단하는 최소 에너지 씸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전체 알고리즘을 설명
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실제 이미지에 적용하고 얻어진 결과
와 기존 방법의 비교를 통하여 그 성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은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먼저, 들어온 영상의 문자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등으로 나누어 블록화
시킨다. 이렇게 얻어진 블록의 크기와 거리를 이용하여 문자, 자간, 어절,
여백 총 네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중요도를 부여하여 에너지 맵
을 구한다. 이 에너지 맵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영상의 종단 또는 횡단하는
최소 에너지 심을 찾아 제거 하고, 효과적인 변환 결과 영상을 얻을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2.1 영상의 주요 영역 블록화 방법
이 장에서는 영상을 문자 내용을 기반으로 네 영역으로 나누기에 앞서

네 영역 중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갖게 될 영역인 문자영역을 블록화하는 방

-106-



2013 정보 및 제어 심포지엄 ICS13-O-34

<그림 2> 영상의 블록화 방법
(a) 입력영상, (b) 에지영상, (c) 이진화 블록영상, (d) 4영역 블록영상

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문자 영역을 블록화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에지 검출기(edge detection)을 이용하여 그림2-(b)와 같은 에지영상을 구한
다. 에지 정보를 바탕으로 픽셀(pixel) 단위로 그 연결 여부를 판단하여 그
림2-(c)와 같이 이진화된 문자 블록 영상을 구할 수 있다.

  2.1.1 에지(edge) 영상 검출
영상처리 및 인식 분야에 있어서 에지 검출은 밝기 값의 의미 있는 불연
속성을 검출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에지 정보는 문자의 윤곽을
검출할 때에도 자주 사용되곤 한다[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에지 검출을
위해 윤곽을 가장 잘 찾아내면서도 원래 영상의 미세한 질감(texture) 같은
쓸모없는 디테일은 줄여서 깨끗한 에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캐니-에지 검
출법(canny-edge detection)[4]을 이용한다. 캐니-에지 검출법은 다른 에지
검출기들보다 구현이 복잡하고 실행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높은 정
확도로 모든 에지를 검출할 수 있고, 에지의 위치가 정확히 측정되는 장점
이 있다. 무엇보다도 연결 성분을 이용하여 블록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에
지 점이 한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검출법은 에지 점이
하나만 있는 곳에서 여러 개를 식별하지 않고 참 에지, 한 점만을 반환하기
때문에 본 알고리즘에 적합한 에지 영상 검출법이 된다.

  2.1.2 연결 성분(connected component)를 이용한 블록 영상 획득
캐니-에지 검출법을 통해 얻은 에지 정보는 영상 내 문자의 윤곽선들을
이어진 한 점들로 제공한다. 따라서 그 에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연결 성분
들의 레이블링(Labeling Connected Components)[5]을 통해 서로 이어져있
는 에지들을 블록화한다. 하지만 연결 성분 중에서 문자영역이 아닌 부분을
제거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연결 성분의 경우 블록화에
서 제외한다. 얻어진 에지 정보가 기준점 주변의 8-이웃들 중 어느 점과도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있는 경우, 획득 한 연결 성분의 크기가 영상 원본 크
기 대비  이상인 부분, 블록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 그리고 서로 연결
되어 있지 않고 길게 뻗어있는 에지 정보의 경우도 블록화에서 제외한다.
이 방식으로 문자 영역을 그림 2-(c)와 같은 이진화 블록 영상으로 얻을 수
있다.

  2.2 블록 영상을 이용한 문자, 자간, 어절, 여백의 분류법
위의 방법을 통해 얻어진 이진화 블록 영상을 토대로 다시 문자, 자간,
어절, 여백 총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블록 영상을 구한다. 앞서 언급
했듯이 이는 영상 크기 변환 시 문자 정보와 가독성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
도 판단의 전처리 과정이다.
그림 2-(c)에서 나타나는 이진화 블록 영상은 단순히 문자 영역과 그 외
영역으로만 나누어져있다. 이 영상을 기반으로 자간, 어절, 여백 영역까지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횡단에 있는 블록들 사이의 크기와 거리를 비교
하여 자간과 어절을 구별한다.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으로서 그 거
리는 어절에 비해 글자간 거리가 짧다. 반대로 어절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거리로서 자간에 비해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여백은 첫 글자
이전과 끝 글자 이후의 공간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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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같은 횡단에 있는 i번째 블록의 크기를  , 블록들의 개수를

 개라고 할 때 블록들의 평균 크기 를 먼저 구한다. 블록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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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과 가장 작은 블록을 제외하여 객관성을 높인다.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전체 영상에서 문자, 자간, 어절, 여백의 네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식 (2)를
참고하여 새롭게 위치별 픽셀값 을 정의한 영상을 그림 2-(d)와 같
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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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간과 어절을 나누는 기준점(threshold)을 나타내며,  값

을 갖는다. 은 앞, 뒤 블록간 거리로 정의한다.

  2.3 영역별 중요도 할당 및 씸(seam) 제거
블록 분류 단계를 통하여 영상의 블록 크기 및 블록간 거리에 따라 각각
문자, 자간, 어절, 여백 네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 장에서는 각각 나
누어진 영역과 주변 픽셀의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른 중요도를 부여하여 에
너지 맵을 구성하고, 그 에너지 맵의 값을 기준으로 씸을 구성한다.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최소 에너지를 가지는 씸을 찾아 제거하
는 방법을 소개한다.

  2.3.1 에너지 맵(energy map) 구성
삭제할 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의 에너지 맵을 구성하는 것이 중
요하다.

  

  

   

  

  

  

에너지 맵을 구성하는 대상은 앞서 식 (2)에서 새롭게 정의한 영상이다.
식 (3)과 식 (4)를 이용하여 종단, 횡단 에너지 맵을 각각 구할 수 있다. 먼
저 종단 에너지 맵을 구하는 식 (3)을 살펴보면 현 위치의 에너지 
는 자기 영역에 해당하는 픽셀 값 와 기준점 위의 3-이웃들 각각의
에너지 값, 그리고 그 3-이웃들 픽셀에서 각각 기준점으로 내려오는 방향성
에 관한 중요도 값,    (그림 3-(a) 참고)을 더해 그 중 가장 작은

값을 현 위치에서의 에너지로 정의한다. 중요도 값   은 바로 위

픽셀에서 내려오는 방향보다 그 좌, 우 픽셀로부터 받는 방향성에 더 큰 값
으로 중요도를 주어 에너지 맵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는 좌, 우에서 내려오
는 방향보다는 바로 위 픽셀에서 내려오는 방향을 우선시 하기 위함이다.
횡단 에너지 맵을 구하는 방식은 종단 에너지 맵을 구하는 방식과 동일하
지만 주변 3-이웃들이 위가 아닌 좌측 3-이웃 픽셀들을 이용한다. 식 (3)과
식 (4), 그림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에너지 맵은 아래 혹은 오른쪽으로 갈
수록 픽셀값과 에너지 중요도가 누적되는 방식이다.

  2.3.2 순차적인 일차원 씸(seam) 제거
식 (5)와 식 (6)을 참고하면 에너지 맵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픽셀
한 라인,  과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는 픽셀 한 라인,  

에는 각각 종단, 횡단하며 누적된 에너지 값들이 저장된다.
씸 제거는  를 이용하여 영상의 가로 크기를 먼저 줄인 후,

 를 통해 영상의 세로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림 3> 에너지 맵을 위한 방향성 중요도 할당법
(a) 종단 에너지 맵 구하기, (b) 횡단 에너지 맵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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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삭제 가능한 씸을 빨간 실선으로 표현한 영상
(a) 삭제 가능한 종단 씸, (b) 삭제 가능한 횡단 씸

먼저   중 최소값, 이  ≥ 을 만족하면 의 픽셀 위

치를 저장한다. 이 때, 는 원본 영상의 세로 길이, 의 1.3배로 정
의한다. 의 픽셀 위치로부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그 위치가

나오기까지 누적된 상위 이웃 픽셀들을 모두 찾아 연속적인 일차원 종단
씸을 구한다. 이렇게 찾은 씸을 제거한 후, 2.3장의 과정을   를 만

족할 때까지 반복하면 그림 4-(a)와 같이 누적된 세로 씸을 모두 제거, 가
로 길이를 줄일 수 있다.
가로 길이를 줄인 후,  와 를 원본 영상의 가로 길이,

의 1.3배로 정의하여 위의 과정을 수행하면 그림 4-(b)와 같이 불필
요한 가로 씸들을 제거하고, 영상의 문자 내용과 가독성을 보존한 크기 변
환을 할 수 있다.

3. 실험결과

이 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을 정리한 결과와 변환 기법의
효율성을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한 결과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보인다.

<그림 5> 제안한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 및 결과 예제 1
(a) 원본 영상(448x336), (b) 블록 영상,

(c) 횡 제거 영상, (d) 종 제거 영상, (e) 결과영상(179x207)

<그림 6> 결과 예제 2
(a) 원본 영상(390x280), (b) 결과 영상(280x183)

<그림 7> 기존 방법[1]과 제안한 방법 비교 영상
예제 1의 (a) 기존 방법, (b) 제안한 방법
예제 2의 (c) 기존 방법, (d) 제안한 방법

  3.1 제안한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 및 결과
먼저 그림 5를 통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프로세스
순서대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5의 예제 영상은 표 1을 참고하면 원본
대비 24.6% 크기로 뛰어난 압축률을 보이고 문자 픽셀 개수 역시 거의 잃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등 자간과 어절도 보존
되어 전체 영상의 가독성 또한 유지된다. 그림 6은 또 다른 예제로 일반적
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글귀를 제안한 알고리즘에 적용한 결과이다. 이 역시
원본 영상의 46.9% 크기임에도 문자 영역의 손실이 거의 없고 가독성 또한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2 제안한 알고리즘과 기존 방법 비교
그림 7은 제안한 알고리즘과 기존 방법인 씸카빙 기법의 결과를 비교한
영상을 보여준다. 그림 7-(a)와 (b)를 비교해보면 띄어쓰기를 유지할 뿐 아
니라 문자 내용 외 액자, 벽지 등의 불필요한 영역을 기존 방법보다 깔끔하
게 제거하여 가독성에 있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림 7-(c)의 기존
방법은 자간 및 어절이 모두 무시되어 문자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그림 7-(d)의 제안한 알고리즘은 자간, 어절 등 문자간 간
격이 유지될 뿐 아니라 기타 여백에 있던 잡음(noise)도 줄여 기존 방법에
비해 가독성이 뛰어나 문자 내용 파악에 용이하다.
표 1은 기존 방법과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영상을 높은 압축률로 크기를
줄였을 때, 문자 내용 보존에 관한 비교 분석을 보여준다. 높은 압축률에도
문자 내용이 얼마나 보존되는지를 절대적인 문자 픽셀수와 상대적인 문자
보존율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텍스트 컨텐츠 보존 우수성을 알 수 있
다.

 <표 1> 글자 보존율 및 영상 크기 비교

기법 크기
문자

픽셀수

원본대비문자

보존율

크기대비문자

백분율

원본대비

변환크기

예제1

Original 448x336 10446 - 6.94% -

Seam carving[1] 179x207 10238 98.01% 27.63% 24.6%

Proposed 179x207 10326 98.85% 27.87% 24.6%

예제2

Original 390x280 6687 - 6.11% -

Seam carving[1] 280x183 6608 98.82% 12.90% 46.9%

Proposed 280x183 6663 99.64% 13.00% 46.9%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영상 중에서도 문자 내용을 포함한 영상에 중점을
효율적인 크기 변환 방법을 제안하였다. 영상 내 문자 정보를 윤곽선과 연
결 성분들의 레이블링을 이용하여 블록화 한 후, 문자, 자간, 어절, 여백 네
영역으로 분리하여 영역별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문자 내용
을 보존하며 문자 내용들의 가독성까지 보존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문자 내용을 포함한 영상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다
른 방법들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향 후 발전 방향으로는 텍스트 컨텐츠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컨텐츠가 혼
합되어 있는 영상에서 텍스트 컨텐츠를 보다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기타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여 중요 정보만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크기 변
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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