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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카메라가 탑재된 휴 화가 리 보 되면서 휴 화로 촬 한 동 상에서 문자 역을 검출하고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휴 화로 촬 된 동 상에서 문자 역을 검출하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 형태학  연산을 이용하여 처리를 수행한 다음, 처리를 수행한 상에 해 변형된 k-means 

군집화를 이용하여 이진 상을 얻어낸 후, 연결 요소 (Connected component) 분석  문자 특성을 이용한 방법들을 용하여 문자 

후보 역을 검출하고, 일정 시간 내 문자 후보 역의 검출 빈도를 조사하여 문자 역 검출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휴 화 동 상을 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은 정확도와 회수율이 모두 뛰어난 효과 인 문자 역 검출 방법

임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With the popularization of the mobile phone with a built-in camera, there are a lot of effort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by detecting and recognizing the text in the video which is captured by the camera in mobile phone, and there is a 

need to detect the text regions in such mobile phone video.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detect the text regions in 

the mobile phone video. We employ morphological operation as a preprocessing and obtain binarized image using modified 

k-means clustering. After that, candidate text regions are obtained by applying connected component analysis and general text 

characteristic analysis. In addition, we increase the precision of the text detection by examining the frequency of the candidate 

region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detects the text regions in the mobile phone video with high 

precision and recall.

      Keywords : Text detection, morphology, k-means clustering, color segmentation 

Ⅰ. 서  론

상에서의 문자 역 검출은 지속 으로 연구되어 

온 주제로서 기존의 문자 역 검출은 멀티미디어 정보

의 색인화나 인터넷상 문서의 자동 색인화를 해 연구

되었으며, 주로 인터넷 라우 의 문서나 오버랩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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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과 같은 간단하고 정형화된 상을 상으로 하

다. 그러나 최근 카메라가 탑재된 휴 용 기기의 일반

인 보 으로 인해 휴 용 기기를 통해 상을 촬 하

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상에서 문자 역을 

검출하고 검출된 문자 역을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학 문자 인식기) 모듈에 입력하여 문자

를 인식하여 문자의 의미나 문자와 련된 정보를 사용

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를 들어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휴

화 카메라를 이용해 외국어 문자를 촬 하여 자국어 문

자로 번역하는 일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

나 휴 용 기기로 촬 한 상은 복잡한 배경, 낮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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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해상도, 다양한 문자의 치, 크기  나열 방향

을 가지므로 문자 역을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문자 역검출의 방법을 살펴보면 Park et al. 
[1]
은 문자 역이 상의 앙에 치한다는 가정을 세

운 뒤 수평과 수직 에지 히스토그램의 분포를 분석하여 

문자 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Li 와 

Wang 
[2]
은 Sobel-에지를 사용하여 에지의 복잡도를 계

산하고 계산된 복잡도로 문자 역 여부를 별하 다. 

Park 과 Lee [4], Sobottka et al. [5]은 문자 역은 고주

수 성분을 많이 포함한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주 수 

역에서 문자를 검출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Ji et 

al. [6]와 W. Kim [7]은 문자 역의 질감 특성을 이용하

다. 기존의 방법들은 문자 역의 치에 제한을 받거

나, 문자 역의 색, 배경의 복잡도에 따라 성능이 좌우

되어 휴 화에서 촬 된 상에 용할 경우 좋은 성

능을 기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형태학  연산을 

이용하여 문자 후보 역을 찾고, 색 분할화 (Color 

segmentation)를 이용해 이진화된 상을 얻은 뒤 연결 

요소 분석  문자 특성을 이용해 문자 역을 검출하

는 방법이 제안되었다[9]. 하지만, 이는 정지 상에서의 

문자 검출 방법으로서, 입력 상이 동 상일 경우 부

가 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간  정보에 한 사용이 고

려되지 않았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휴 화에서 촬 한 동 상에서 문자 검출 시 문자 후

보 역의 일정 시간 내 검출 빈도를 조사하여 문자 

역 검출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해상도  화질이 떨어지고, 문자의 치, 크기, 

기울기가 다양한 휴 화 동 상에 해서 효과 으로 

문자 역을 검출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있

다. Ⅱ장에서는 문자 역 검출 방법의 개요를 기술하

고 Ⅲ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효과 으로 문자 

역을 검출하는 방법에 해 기술한다. 그리고 Ⅳ장과 

Ⅴ장에서는 실험 결과와 결론을 기술한다.

Ⅱ. 문자 영역 검출 방법의 개요

그림 1은 문자 역 검출 알고리즘의 체 인 구조

를 보여 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Cooksey와 Withers 
[8]

가 정의한 형태학  연산을 이용해 처리 과정을 수행

하고, k-means 군집화를 이용하는 색 분할화를 용하

그림 1. 문자 역 검출 알고리즘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the text region detection algorithm.

여 유사한 색을 가지는 픽셀을 각각의 상으로 분리하

여 묶는다. 그 다음 분할된 각각의 색에 한 상으로

부터 이진 상을 생성한다. 생성된 이진 상에 해 

연결 요소 분석을 수행하고 문자의 공간  특성을 이용

하여 문자 역을 검출하고, 인 한 문자들을 병합하여 

문자 역을 구성한다. 최종 으로 시간  정보를 이용

하여 일정 시간 동안 지속 으로 문자 후보 역으로 

검출되는 역을 최종 인 문자 역으로 정하여 문자 

검출 정확도를 높인다.

Ⅲ. 문자 영역 검출 방법

휴 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 한 동 상에서 문

자 역을 검출하기 해 먼  [9]에서 제안된 방법을 

통해 각 임에서 문자 후보 역을 검출한 후,  동

상에서의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 역 검출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 장에서는 입력 상에 해 형태

학  연산을 이용한 처리를 수행하고, 변형된 

k-means 군집화를 이용하여 이진 상을 얻은 후, 연

결 요소 분석  문자 특성을 이용해 문자 후보 역

을 결정하는 과정과 문자 후보 역의 검출 빈도를 조

사하여 문자 역 검출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설

명한다.

1. 형태학적 연산을 이용한 전처리

형태학  연산인 열림 연산과 닫힘 연산을 이용하여 

두 결과 값의 차이가 임계값보다 큰 역들을 문자 후

보 역으로 단하고 이외의 역들을 제거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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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빠른 열림과 빠른 닫힘의 정의

Fig. 2. Definition of fast opening and fast closing.

(a)

(b)

그림 3. 형태학  연산을 이용한 처리 

(a) 원본 상 (b) 결과 상

Fig. 3. Preprocessing using morphological operation.

(a) original image (b) result image

림 2는 열림 연산과 닫힘 연산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재 픽셀을 기 으로 4개의 역으로 나 고 각 역

들에서 최소값과 최 값을 얻는다. 열림 연산의 경우에

는 선택된 최소값들 에서 최 값을 선택하고 닫힘 연

산의 경우에는 반 로 최 값들 에서 최소값을 선택

한다. 문자 역과 같이 검사 역 내에 특징 인 에지

나 질감 (Texture)이 있을 경우, 에서 계산한 두 값의 

차이가 커지고, 이와 반 로 역 내 변화가 크게 없는 

경우에는 의 두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 따

라서  두 값의 차이가 임계값보다 큰 경우 문자 후보 

역으로 단한다.

그림 3(b)는 그림 3(a)에 해 형태학  연산을 수행

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문자

를 포함 하지 않는 많은 역들이 제거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실험 결과를 통해 임계값이 50이고 그

림 2에서의 ‘Region’의 크기가 18x18일 때 좋은 성능을 

제공한다.

2. 변형된 k-means 군집화를 이용한 색 분할화와 

     이진 영상 생성

이  단계의 결과 상에 해 유사한 색을 가지는 

픽셀을 묶어 각각의 상으로 분리하는 색 분할화를 수

행한다. 이는 교통표지, 안내문, 간  등 부분의 경우

에 문자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배경색과 

구별되는 하나의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을 이용한 

것으로, 각 픽셀의 R, G, B 값을 가지는 벡터 공간에 

해 k-means 군집화 알고리즘을 용하여 유사한 색

을 가진 픽셀들을 군집화 한다.

이 때, 휴 화로 촬 된 상은 빛의 향이나 흔

들림, 압축되는 과정에서 사람의 에는 동일하게 보이

는 색이라도 실질 으로는 다른 색을 가지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일반 인 k-means 군집화를 용할 경우 

같은 자 내에서의 같은 색이라도 반복 수행을 하면서 

다른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

하기 해서 변형된 k-means 알고리즘을 용한다. 처

그림 4. 변형된 k-means 군집화

Fig. 4. Modified k-means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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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색 분할화 결과

Fig. 5. Result of the color segmentation.

그림 6. 이진 상

Fig. 6. Binarized image.

음에는 8개의 색 그룹으로 군집화를 수행하고, 반복

인 수행을 통해 픽셀 개수가 임계 값 보다 은 그룹들

은 제거 한다. 그림 4는 변형된 k-means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나타낸 것이다. 반복 수행횟수는 총 5번이며, 

모든 수행을 하고 나면 최종 으로 색 분할화가 이루어

진다.

그림 6은 그림 3(b)의 두 상에 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할화 한 결과이다. 변형된 k-means군집화

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색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 각각

의 색 그룹에 해 그림 6과 같이 이진 상을 생성한

다. 이진 상은 분할화된 색 그룹의 수만큼 생성된다.

3. 문자 후보 영역 검출

이  단계에서 기술한 변형된 k-means 군집화를 이

용하여 생성된 각각의 이진 상에 해 연결 요소 분

석을 통해 문자 후보 역을 검출한다. 각 이진 상에 

연결 요소 분석을 용하여 그림 7과 같이 연결되어 있

는 픽셀 집합들에 해 외곽 사각형을 생성한다.  본 논

문에서는 문자의 크기와 문자들의 집성을 이용하여 

문자 역을 검출한다. 첫 번째로 아래에 기술된 조건

에 따라 문자 후보 역을 검출 한다.

그림 7. 공간  집성을 검사하기 한 검색 역

Fig. 7. Searching area to exam the spatial closeness.

1. 연결 요소의 넓이가 체 상 넓이의 1/10보다 

작고 1/1000보다 커야 한다.

2. 연결 요소의 가로길이와 세로길이는 각각 3 픽

셀보다 크고 각각 체 상 가로길이의 1/3, 세로

길이의 1/1.5보다 작아야 한다.

다음으로 문자들은 공간 으로 서로 집되어 있다

는 특성을 이용하여 하나의 연결 요소의 검색 역 안

에 유사한 연결 요소들이 하나 이상 존재 하면 문자 

역으로 단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7은 특정 연결 

요소의 검색 역을 나타낸 것이고 검색 역은 특정 

연결 요소의 왼쪽과 오른쪽 각각으로부터의 비의 2

배, 쪽과 아래쪽 각각으로부터의 높이의 1.5배로 결정 

된다.

4. 문자 영역 병합

이번 단계에서는 각각의 문자 역들을 단어와 같이 

의미 있는 문자 역으로 구성하기 해서 병합을 수행 

하는데, 각 문자 역들의 치가 가깝고 색의 차이가 

작을 때 문자 역들이 병합된다. 문자 역의 병합은 

세로 방향 병합 후 가로 방향 병합을 수행 한다.

두 문자 역 M, N의 심이 각각 (xM, yM), (xN, 

yN)일 때, 먼  M, N의 세로 방향 병합은 다음과 같은 

조건 (1)을 만족 하면 수행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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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방향으로 병합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들을 다시 

가로방향으로 병합을 하게 된다. 가로방향으로의 병합

은 다음 조건 (2)를 만족할 때 수행한다.

   

   

         

(2)

여기서 R, G, B는 RGB 색 공간에서 문자 역의 R, 

G, B 성분 각각의 총 합을 그것을 구성하는 픽셀 개수

로 나  것이며, T1～6 은 임계값이다. 많은 실험 결과

를 통해 해상도 320×240의 동 상에서의 임계값을 T1 

= 20, T2 = 20, T3 = 50, T4 = 20, T5 = 20, T6 = 50 으

로 설정한다.

5. 시간적 정보를 이용하는 문자 영역 검출

사용자가 일정한 곳을 촬 한 동 상을 입력으로 받

는 경우에도, 매 임마다 문자 역 검출 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 특히, 문자 역이 아닌 부분에서 매 

임마다 문자 역으로 검출되었다가 검출이 안 되는 

것이 반복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카메라의 흔들림, 조

명의 미묘한 변화 등으로 인해 형태학   처리나 색 

분할화 과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문자 역은 문자색과 배경색이 뚜렷하게 구분

되는 반면, 문자 역이 아닌 부분은 그 지 않기 때문

에 임마다 변하는 작은 흔들림이나 조명 변화에 상

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검출 결과가 지속 으

로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잘못 검출되는 

역을 이기 해 각 문자 후보 역의 일정 시간 내 

검출 빈도를 조사하여, 지속 으로 문자 역으로 검출

되는 역만을 최종 문자 역으로 정한다. 먼  재 

임을 fn이라 하고 fn에 해 문자 역 병합 과정의 

결과로 M개의 문자 후보 역이 나왔을 때 각 문자 후

보 역을 Rn,1, Rn,2, … , Rn,M이라 정의한다. 일정 시간 

내 문자 후보 역의 검출 빈도를 조사하여 문자 역

을 검출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Step 1)  Rn-4,1, Rn-4,2,…, Rn-4,P 와 Rn-3,1, Rn-3,2, … , 

Rn-3,Q를 서로 비교하여 상 내에서 같은 

치에 존재하는 문자 후보 역을 묶어 그룹

을 생성한다. 같은 치에 존재는 후보 역

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문자 후보 역을 가

지는 새로운 그룹을 생성한다. 각 그룹의 

표 치는 재 임과 가까운 문자 후보 

역의 치로 한다.

Step 2)  Step 1의 수행 결과로 나온 그룹들과 Rn-2,1, 

Rn-2,2, … , Rn-2,R을 비교하여 문자 후보 역

이 존재하는 치에 그룹이 생성되어 있을 

경우 그룹에 추가하고, 그룹이 생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문자 후보 역을 가지는 새

로운 그룹을 생성한다.

Step 3)  Step 2를 fn까지 반복한다.

Step 4)  각 그룹에 속한 문자 후보 역의 개수를 

세어 3 이상일 경우 최종 문자 역으로 정

한다.

 

그림 8은 동 상 특징을 이용하는 문자 역 검출 방

법을 사용하 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고 

있다. 의 문자 후보 역의 검출 빈도 조사 과정은 각 

임에서 이미 검출된 문자 후보 역을 비교하여 새

로운 문자 역의 치를 설정하므로, 은 계산량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시간 

내 문자 후보 역의 검출 빈도 조사를 통해 더 정확한 

문자 역 검출을 달성할 수 있다. 

(a)

(b)

그림 8. 시간  정보를 이용하는 문자 역 검출 방법 

(a) 입력 상 (b) 시간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문자 역 검출 (c) 시간  정보를 이용한 문자 

역 검출

Fig. 8. Text region detection method using temporal 

information (a) Text region detection without 

temporal information (c) Text region detection 

using tempor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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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  험 

실험에 사용한 상은 휴 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 한 해상도 320×240 크기의 동 상 80개이며 각 

상은 기울기가 있는 문자를 포함한 상, 문자 역의 

치가 한 쪽으로 치우친 상, 다양한 크기의 문자가 

존재하는 상, 복잡한 색을 가지는 상  와 같은 

그림 9. 문자 역 검출 결과

Fig. 9. Result of text region detection.

방법 정확도(%) 회수율(%)

Park's [1] 54.86 46.03

Li's [2] 53.80 73.81

[9] 42.94 85.76

제안된 방법 87.16 82.87

표 1. 기존의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성능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previous 

works and proposed method.

특성이 없는 일반 인 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과의 비교 상은 Park et al. [1]방법과 Li 와 

Wang 
[2]
의 방법을 선택 하 고, 동 상 특성을 사용하

지 않은 기존 문자 검출 방법 [9]과도 비교하 다. 표 1

은 각각의 방법에 해 정확도와 회수율을 계산하여 비

교한 것이다. 정확도는 실제 문자 역 수/검출한 역 

수×100이고, 회수율은 검출 문자 역 수/ 체 문자 역 

수×100이다.

제안한 방법은 특성에 상 없이 정확도 와 회수율 

모두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 특히, 문자 후보 역

에 해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 역을 최종 검

출하는 방법을 용하 을 경우, 그 지 않을 때에 비

해 회수율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정확도가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휴 화로 촬

한 여러 동 상에 해 제안한 방법을 용하여 실험

한 결과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휴 화로 촬 한 일반 인 상에 

해 형태학  연산을 용하여 비 문자 역을 제거하

고, 남은 역에 해 변형된 k-means 군집화를 이용

하여 색 분할화를 용하 다. 그리고 연결 요소 분석

과 문자 특성을 이용하여 문자 후보 역을 정하고, 문

자 후보 역  일정 시간 동안 지속 으로 나타나는 

문자 후보 역을 최종 문자 역으로 단함으로서 문

자 검출 정확도가 향상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은 문서나 인터넷 라우 , TV의 자막과 같이 정

형화된 배경과 문자를 가지는 상과 달리 휴 화로 

촬 하여 불규칙 이고 복잡한 배경과 문자가 많은 

상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보다 범용 으로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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