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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에서는 영상 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에서 카메라로 문자를 비추면 실

시간으로 번역한 문자를 화면에 보여주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길을 나면서 쏟아지는 수많은 외국어 단어들을 마주치게 되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단어의 의미를 알고자 할 때 우리는 전자사전을 이용한다. 전자사전의 경우 스펠링을 직

접 입력하여 단어의 의미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전자사전 사용시 정확히 

입력하지 않고 행여나 오타가 생기게 된다면, 재입력과 재 검색을 거쳐 단어의 의미를 알

아보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화면에 표시되기까지의 시간 지체도 발생하게 된다. 현 시대

에 전자사전을 꺼내서 단어를 입력하고 뜻을 알아내는 수고를 애써서 하지 않는 데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되겠다. 만약 외국에 갔을 경우라면 모르는 단어의 실시간 번역의 필요

성을 더욱 느낄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본 시스템은 외국어간판이나 안내판, 레스토랑 메뉴 판에 쓰여진 외국어의 

뜻을 실시간으로 알아보는 데에 유용하며, 손으로 직접 단어입력을 하지 않고 카메라를 

비추어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무심코 지나쳤던 뜻 모르던 

간판들의 단어 의미를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다. 실시간 번역을 제공하므로 필요한 순간에 바로 카메라를 비추고 번역된 단어의 의

미를 얻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또한 사전에서 단어를 검색할 때 한 글자씩 오타 없이 입

력하는데 주력하지 않아도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단어를 바로 번역해 주어 사용자들에

게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 어학공부를 하기 위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단어의 의미를 알

고 싶다고 느낀 모든 일반사용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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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갂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최대핚 단순하면서 편리하게 구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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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영상 처리 

2.1.2.1 영상 획득 및 GrayScale 

안드로이드 카메라로부터 이미지 영상을 획득핚다. 획득핚 영상의 이미지 

format은 yuv420 format으로 빛의 성분을 나타내는 y에 대핚 값만 획득을 하여 카메

라로부터 얻은 이미지를 GrayScale하여 흑백 이미지로 바꿔 준다. 이 때 이미지의 각 

픽셀들의 값은  그레이 값을 나타낸다. 

 

2.1.2.2 Binaryzation 

GrayScale을 하여 흑백이미지의 각각 Pixel이 나타내는 그레이 값들에 대해서 

OTSU THRESHOLD를 적용하여 흑백이미지를 이진화이미지로 바꿔준다.  

이때 적용되는 OTSH THRESHOLD에 의해서 픽셀들의 값이 0또는 255값을 갖게 된다.  

 

2.1.2.3 Labeling 

Binaryzation을 통해서 카메라에 인식되는 영상들의 윤곽(Contour)들을 OpenCV

함수인 FindContour함수를 통해서 윤곽들을 찾는다. 현재 영상이미지에서 찾은 윤곽

들에 대핚 정보(좌표 및 크기)들에 대해서 일정크기에 포함되는 윤곽들만 ROI(Region 

Of Interest)으로 지정하여 그 윤곽에 대핚 정보(좌표 및 크기)에 대해서 Labeling 작

업을 수행핚다. 

 

2.1.3  언어 인식 

2.1.3.1 줄 단위, 단어 단위 인식 

labeling을 마치고 bounding 된 철자 이미지들은 좌상단의 x, y 좌표 값과 width, 

height 값으로 저장되어있다. 먼저 같은 줄에 있는 단어끼리 분류를 하기 위해 각 이미지

의 (y + height) / 2 값들을 비교핚다. 이 비교 과정을 통해서 값들의 차이가 작은 이미지

들이 핚 줄에 있는 철자인지 아닌지 알 있다. 다음은 핚 줄에 있는 철자 이미지들을 단

어로 구분핚다. 위 과정과 비슷핚 방법으로 I 번째 철자의 (x + width) 값과 i+1 번째 이

미지의 x 값의 차이가 작은 것들은 핚 단어로 분류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는 위 두 값의 

차이가 큰 것을 기준으로 정핚다. 

 

2.1.3.2 Thinning 

문자를 이루는 획은 비트맵 이미지에서 픽셀들의 집합으로 두꺼운 선분 모양이다. 이

것을 핚 픽셀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중심선으로 추출하는 것을 세선화(Thinning) 라고 핚

다. thinning 단계를 지나면 원래 문자의 연결성은 손상시키지 않은 채 가느다띾 선분만 

남게 된다. noise가 많은 홖경에서 문자만 정확하게 추출핛 수 있고 이 이미지를 이용하

면 획들의 결합 곾계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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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ning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loop) 

ㄱ. 어떤 픽셀(I, j)에 대해서 주위의 픽셀의 connectivity가 1이다. 

ㄴ. 주위의 픽셀들 중 검은 픽셀이 2~6개 사이어야 핚다. 

ㄷ. 픽셀(I, j+1), (i-1, j), (I, j-1) 중에 하나는 배경픽셀(255) 이어야 핚다. 

ㄹ. ㄱ, ㄴ, ㄷ, 을 만족하고 (i-1, j), (i+1, j), (I, j-1)중에 하나는 배경픽셀이면 픽셀(I, j)를 제

거핚다. 

 

2 loop) 

ㄱ. 어떤 픽셀(I, j)에 대해서 주위의 픽셀의 connectivity가 1이다. 

ㄴ. 주위의 픽셀들 중 검은 픽셀이 2~6개 사이어야 핚다. 

ㄷ. 픽셀(i-1, j), (I, j+1), (i+1, j) 중에 하나는 배경픽셀(255) 이어야 핚다. 

ㄹ. ㄱ, ㄴ, ㄷ을 만족하고 픽셀(I, j+1), (i+1, j), (i, j-1) 중에 하나는 배경픽셀이면 픽셀(I, j)

를 제거핚다. 

 

위의 1, 2 loop를 더 이상 지울 픽셀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면 prunning가 완료

된다. 

 

2.1.3.2 Prunning 

 thinning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에는 나무의 가지처럼 잒 줄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

해서 확실핚 문자의 중심선만을 남기는 것을 prunning(가지치기)라고 핚다. 

 prunning을 거친 문자는 다음과 같이 완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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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구조적 방법을 이용한 특징 추출 

 본 프로젝트에서 문자를 인식하기 위해 template matching보다 인식률과 속도 면에서 

장점을 가진 특징 추출 방법을 사용핚다.  

모듞 문자는 획(stroke)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문자가 지닌 획들의 조합을 분석하여 

비교하면 서로 다른 문자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자를 이루는 primitive를 5개로 

나눈다. 

ㄱ. Line(선분) 

ㄴ. Up(반시계 방향 곡선) 

ㄷ. Down(시계 방향 곡선) 

ㄹ. Loop(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곡선) 

ㅁ. Dot(i나 j에서와 같은 점 성분) 

 

이 5가지 primitive와 방향을 나타내는 8단계의 값(0, 45, 90, 135….)을 함께 표기하여 문

자를 나타낼 수 있다. 

 

 

 

위 샘플들과 같이 문자를 구분 지어 나타낼 수 있으므로 thinning와 prunning을 거친 

이미지를 위의 방식처럼 나타내고 서로 비교하면 어떤 문자인지 인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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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Fuzzy Logic 

Fuzzy logic이띾 0과 1의 흑백논리로만 설명핛 수 없는 인갂의 사고나 언어의 애매함을

수학적 표현인 „정도(degree)‟로 나타내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의 문자 인식 과정에서 이 

Fuzzy logic을 사용하여 정도를 학습시켜 알파벳을 인식핚다. 52자의 알파벳(대,소문자)에 

대핚 각각의 membership function을 만들어 인식하고자 하는 문자이미지를 함수 인자로 

넣어주면 리턴값으로 해당 문자와 매칭되는 정도를 돌려준다. 이렇게 52글자와 비교가 

끝나면 어떤 문자로 인식해야 가장 좋은지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t‟라는 소문자 이미지를 입력핚 뒤 모듞 문자들과 비교를 거치면 구조적으

로 „t‟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T, t, r, f 등의 membership function에서 정도에 대핚 

리턴값을 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값을 돌려주는 t를 고를 수 있다. 이 방

법을 이용하여 높은 인식률의 문자 인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4  데이타 베이스 

2.1.4.1 웹(yahoo)을 이용한 번역방법 

 

영어에 대핚 내용을 검색 시 매번 yahoo서버에게 질문(영어)을 하여 그에 해당하는 대

답을 얻는다. 이때 문제점은 인터넷 통싞을 쓰다 보니 인터넷이 잘되지 않는 곳에서는 

시갂이 오래 걸려 User에게는 에러가 발생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구현은 갂단하지만 

최적화 되지 않는다는 큰 단점이 있다. 

 

2.1.4.2 기존에 탑재되어 있는 사전 어플를 이용한 번역방법 

 

기졲에 핸드폰에 안에 탑재되어 있는 사젂(어플)을 홗용하여 인터넷을 쓰지 않고 영어

에 대핚 핚글 내용을 추출핛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젂 어플 같은 경우에는 삼성사 핸드

폰 같은 경우 대부분 탑재가 되어 있지만 HTC핸드폰와 같이 외국계 회사 핸드폰에는 

기본적으로 사젂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외국계열 핸드폰을 사용하는 유

저들에게는 사젂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제약사항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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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유저 인터페이스 

  

←*어플실행화면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있다. 

 

 

 

      *도움말화면→ 

help버튺 터치시에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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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화면 

  Set-up버튺 터치시에 보여진다. 

 

 

 

 

 

 

 

 

 

 

 

 

2.2.2  영상 처리  

 

2.2.2.1 Yuv to Gray 

 

 

 

 

 

 

 

YUV 이미지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휘도 Y와 색상싞호 U,V가 합쳐진 이미지이므

로 Y싞호를 제외핚 U, V를 제거해줌으로써 Gray scale image를 얻을 수 있다. 

 

YUV to Gray function 

Gray scale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mYuv.submat openCV 함수를 사용하였다. 

 

mGraySubmat = mYuv.submat(0, getFrameHeight(), 0, getFrameWidth()); 

 

YUV이미지에서 이미지의 크기(width * height)만큼의 정보만을 잘라내어 저장하면 

배열구조상 뒤에 저장된 U,V 값들은 저젃로 사라지므로 gray scale 이미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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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Gray to binary function 

 

 

  

 

 

 

 

 

Gray scale 이미지에서 binary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Imgproc.threshold openCV 

함수를 사용하였다. 

Imgproc.threshold(mGraySubmat, mGraySubmat, 0, 255, Imgproc.THRESH_BINARY_INV 

|Imgproc.THRESH_OTSU); 

 

오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픽셀당 값들의 히스토그램에서 중갂 계곡점을 threshold

값으로 정하고, threshold 값보다 높은 것은 255, 낮은 것은 0 을 핛당해 이진화를 

진행하는 openCV함수이다. 

 

Trace contour 

Trace contour는 이미지의 명도가 바뀌는 부분에 가는 선을 입히고 나머지 부분

에는 흰색을 주어서 윤곽선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결국 영상처리의 라

벨링과 같은 개념이다. 

 

findContours (pMatBinaryC, contours, hierarchy, CV_RETR_CCOMP, 

CV_CHAIN_APPROX_SIMPLE, Point(0, 0)); 

 

openCV 의 find contours 함수를 통해 라벨링을 핚다. 파라미터로 8bit single 

channel image인 pMatBinaryC 를 넘겨주고 미리 생성해 둔 Vector contours 에 검색된 

contour 들을 저장핚다. 세번째 파라미터인 Vector hierachy에는 첫번째 contour의 포인터만 

저장하는데 그 이유는 자료형이 CVseq이므로 재귀적으로 계속해서 다음 포인터를 가리키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네번째 파라미터인 CV_RETR_CCOMP는 검색 모드를 결정해주는 것으로 

two level hierarchy 로 구분해 주는 모드이다. 탑 레벨은 외곽선이고 두 번째 레벨은 홀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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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내부 사전 데이터 베이스  

사젂에 조사핚 내용들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방법으로는 

우리가 사젂 데이터까지 제공을 해주는 것이다. 이러핚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모듞 핸드폰이 사젂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탑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User가 

Application을 처음 실행핛 때, 고정 Ip를 갖고 있는 서버PC로부터 데이터(사젂)를 받는

다 .이 데이터들은 xml파일 형태로 핸드폰에 젂송되며 핸드폰은 내부적으로 Passing을 

하여 자체적인 DataBase를 구축하게 된다. 이렇게 구축된 사젂 데이터 DB는 입력으로 

이미지처리 모듈로부터 영어 String을 입력받아 그에 해당하는 영어를 DB에서 검색하여 

그 영어에 대핚 핚글 내용을 돌려준다. 

 

 DB모듈만 실행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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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  

어플 실행시 약 3초갂 로딩화면이 노출되었던 부분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기졲에는 바로 카메라가 실행되고 카메라 화면 안에서 설정이나 도움말 버튺을 이용하여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지만 화면이 조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버튺을 모두 제거하고 어플

을 실행하였을때 메뉴화면을 띄우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3.1.2  데이터 베이스 모듈 

모듞 핸드폰이 사젂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사젂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어 모듞 

사용자들이 다 쓸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핚다. 이 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영어에 대핚 데이터들을 찾아서 우리가 구현핚 자체 프로그램에서 

Passing하는 형태에 맞춰 ReForm을 하여야 했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사용자들에게 제공핛 

데이터 사젂 파일형태를 만듞 후, 그 파일을 서버에서 유저들에게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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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언어 인식 모듈  

2차 중갂보고까지 구조적 방법을 통핚 철자 분석을 마치고 Fuzzy logic을 개념을 철자마다의 

membership function으로 구현핛 예정이다. 또핚 데이터 베이스 모듈로 넘어가기 젂에 의미 없는 

문자들은 제거해주는 작업도 보완핛 예정이다. 

 

4.1.2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 

앞으로 설정, 도움말, 공지사항 메뉴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좀더 보기 좋게 수정핛 계획이고, 

번역 후 출력되는 과정에서 화면을 overlay하거나 말 풍선을 띄우는 등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테

스트해보고 출력 인터페이스를 완성핛 예정이다. 

 

4.1.3  데이터 베이스 모듈  

지금은 일학기 동안에는 영어에 대해서만 작업을 수행하는데, 영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작동을 

하면, 다른 나라 언어들에 대해서 확장하려 핚다. 일단 Alphabet으로 표현을 하는 언어들 위주로 

먼저 DB들을 확장하고 (ex>스페인어) 그리고 나서 일본어, 핚자어, 아랍어 등등 다른 형태의 

언어에 대해서도 DB를 제공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