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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에서는 영상 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에서 카메라로 문자를 비추어 

실시간으로 번역한 문자를 화면에 보여주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길을 나서면 수많은 외국어 단어들을 마주치게 되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자 할 때 전자사전을 이용한다. 전자사전의 경우 스펠링을 직접 입력

하여 단어의 의미를 얻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고 행여나 오타가 생

기게 된다면, 재 입력과 재 검색을 거쳐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화

면에 표시되기까지의 지연 시간도 발생하게 된다. 현 시대에 전자사전을 꺼내서 단어를 

입력해서 뜻을 알아내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는 데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 만약 외국

에 간 경우라면 모르는 단어의 실시간 번역의 필요성을 더욱 느낄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외국어간판이나 안내

판, 레스토랑 메뉴 판에 쓰여진 외국어의 뜻을 실시간으로 알아보는 데에 유용한 시스템

을 고안한다. 실시간 번역을 제공하므로 필요한 순간에 바로 카메라를 비추고 번역된 단

어의 의미를 얻는 편리함을 줄 수 있다. 둘째, 손으로 직접 단어를 입력 하지 않고 카메라

를 비추어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한다. 사전에서 단어를 검색할 때 한 글자씩 오타 없

이 입력하는데 주력하지 않아도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단어를 바로 번역해 주어 사용자

들에게 높은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무심코 지나쳤던 뜻 모르던 간판들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다. 어학공부를 하기 

위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단어의 의미를 알고 싶다고 느낀 모든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유용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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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유저 인터페이스 

(1) Translation - 카메라가 작동되고 화면중앙에 위치한 단어를 번역해서 보여준다. 

(2) Help -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방법을 보여준다. 

(3) Set up - 번역할 언어를 선택한다. 현재 영어만 지원 가능하다. (추후 추가예정) 

(4) Notice - 공지사항이나 업데이트 사항을 보여준다. 

 

2.1.2  영상 처리 (OPENCV 라이브러리 사용 – 부록 1.1) 

(1) gray scale 영상 획득 

- 1초에 10개씩 들어오는 카메라 프레임 YUV포맷의 칼라 영상을 0~255값의 단일 색을 

갖는 gray scale 영상으로 변환한다. 

 

(2) 흑백 영상 획득 

- (1) 단계에서 결과로 나온 gray scale 영상을 흑백 영상(흰색과 검정색 영역만 가지고 

있는 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이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그 중 Otsu 이진화(부록 

2.1 참고)를 사용해서 변환한다.   

-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는 철자 객체가 반드시 전경(흰 영역)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3) 전경인 객체들의 정보 획득 

- (2)단계에서 얻는 흑백 영상을 Contour Trace 알고리즘(부록 2.2 참고)을 이용하여 객

체들을 얻는다. 

 

2.1.3  언어 인식 

(1) 객체들 중 철자 후보 객체 선정 

- 영상 처리 모듈의 (3)단계에서 얻는 객체 정보(영상 내 위치와 객체 크기, 픽셀 수)를 

분석하여 noise나 철자와 가깝지 않은 객체들을 제거한다. 

 

(2) 관심 영역의 가운데 단어 획득 

- 한 줄 크기의 영상 부분을 관심 영역으로 정하고 그 영역에서 얻은 철자 후보 객체들

을 단어 단위로 분리한다. 

- 분리된 단어들 중 가운데 단어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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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자 이미지 Thinning 

- 철자 객체는 영역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Primitive로 분리 하기 위해서 선으로 이루

어지게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Thinning(부록 2.4 참고)이라 한다. 

 

(4) 철자 이미지 Pruning 

- (3)단계에서 얻는 이미지는 Thinning도중 원하지 않는 가지들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가지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Pruning(부록 2.5 참고)이라 한다. 

 

(5) 철자 이미지를 Primitive 단위로 분리 

- 영상 처리 모듈의 (4)단계에서 얻은 철자 후보 객체 이미지를 각각 Primitive로 분리한

다. 

- Primitive 는 선, 반원으로 철자를 기본 요소들로 분리할 때 기본 요소가 된다. 

- 선은 수직선, 수평선, 사선 등이 있으며 선이라는 정보와 선의 각도 정보가 있다. 

- 반원은 위쪽으로 난 반원, 아래쪽으로 난 반원 등 4 방향에 대한 반원 정보가 있다. 

 

(6) 각 철자에서 분리된 Primitive들을 철자 인식기에 넣음 

- (1)단계에서 하나의 철자이미지에서 분리된 Primitive 정보를 분석하여 철자가 어느 철

자에 가장 인접한지 인식기로 분류한다. 

- Fuzzy 알고리즘(부록 2.6 참고)을 사용하여 이 철자 이미지가 어느 철자에 가장 인접

한지 검사해서 가장 높은 인접도를 갖는 철자를 결과로 한다. 

 

2.1.4  사전 데이터 베이스 

(1) 자체 내부사전DB 구성 

- 3G나 WIFI를 사용해서 매번 인식할 단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닌 내부 사전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한다. 

- 내부 사전 DB는 시중에서 얻을 수 있는 DB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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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개발 일정 및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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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유저 인터페이스 수행내용 

(1) 어플 실행화면 

: 어플이 로딩을 거쳐 실행화면을 보여준다. 선택메뉴는 TRANSLATION, HELP, SET-UP, 

NOTICE 4가지로 구성되어있다. 

                  

 

 

 

 

 

 

 

 

 

 

 

 

 

(2) 번역화면 

: TRANSLATION 버튼 터치 시 카메라 실행화면을 보여준다. 아래와 같이 네모난 박스에 

맞추어 단어를 비추면 어플은 단어를 인식하여 화면 하단부분에 실시간으로 뜻을 보여준

다. 이때 화면을 터치하면 해당 단어의 발음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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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화면 

: SET-UP 버튼 터치 시에 보여지는 화면이다. 번역할 언어를 고를 수 있도록 버튼을 구성

하였다. 현재는 영어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불어로 확장할 

계획이다.. 

 

 

 

 

 

 

 

 

 

 

 

 

 

 

 

(4) 공지사항화면 

: NOTICE버튼 터치 시에 보여지는 화면이다. 우리 팀의 서버와 접속하여 업데이트 및 공

지사항관련 안내를 띄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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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움말 화면 

: HELP버튼 터치 시에 보여지는 화면이다. 어플 구동방법에 대한 설명이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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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영상 처리 수행내용 

(1) 계획서 상의 수행 내용 

a) gray scale 영상 획득 

- 안드로이드 카메라는 preview가 실행되는 동안 1초에 약 30개의 프레임 영상을 버퍼

를 통해 전달한다. 그 때 이 프레임 영상의 format은 YUV420(부록 1.2 참고)으로 gray 

scale 영상을 얻기 위해서 Y 성분만을 잘라낸다. 이 때 Y성분은 0~255값을 지니게 되

므로 gray scale 영상을 얻게 된다. 

 

 
 

 

 

 

 

 

 

 

 

 

 

 

관심영역 (ROI) 로  

이 영역만 영상 처리를 한다. 

gray scale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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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알고리즘

 

b) 흑백 영상 획득 

- (a)단계에서 얻은 gray scale 영상을 이진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otsu 이진화를 사용해

서 흑백 영상을 얻는다. 즉, 0~255의 픽셀 값으로 존재하는 gray scale 영상을 otsu 이

진화를 통해 나온 임계값을 기준으로 임계값 보다 큰 픽셀 값은 255로, 작은 값은 0

으로 흑백 영상을 만든다. 

- Otsu 이진화를 사용한 이유는 일단 속도가 빠르고 분산의 최대치로 두 클래스로 분리

하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복잡하지만 않으면 잘 되기 때문이다. 

 

 
 

 

 

 

 

 

 

 

 

 

 

 

관심영역 (ROI) 의 

gray scale 영상을 

흑백 영상으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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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경인 객체들 정보 획득 

- (b)단계에서 얻은 흑백 영상을 에서 객체 정보를 얻기 위해 Contour Trace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  Contour Trace 알고리즘은 전경(픽셀 값이 255)인 부분의 경계선을 따라가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 오거나 끊길 경우 객체로 인식해 바운딩 박스(왼쪽 위 X,Y 좌표와 가로, 

세로 길이)를 반환해준다. 

 

 

 

 

 

 

 

 

 

 

 

 

 

 

 

 

 

 

(2) 변경된 수행 내용 

a) 처음엔 전체 영상의 모든 단어를 인식하려 했지만 유저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한 번

에 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 줄 영역으로 인식 부분을 줄이고 가운데 한 단어를 실시간으로 

인식한 뒤 바로 다음 단어를 찾게 하였다. 

 

 

 

 

 

 

 

 

관심영역 (ROI) 의  

흑백 영상에서 영상 속의 

글자 ‘Page 6/8’의 객체 정보

를 바운딩박스로 얻어온다.

Contour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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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언어 인식 수행내용 

(1) 계획서 상의 수행 내용 

a) 객체들 중 철자 후보 객체 선정 

- 영상 처리 모듈의 c단계에서 얻은 객체 정보(영상 내 위치와 객체 크기, 픽셀 수)를 분

석하여 noise나 철자에 가깝지 않은 객체들을 제거한다. 

- 처리하는 영상의 경계선에 붙어있는 객체들, 크기가 30이하인 객체들, 객체 넓이가 영

상 넓이의 1/3이 넘는 객체들, 철자 가로, 세로 비율에 안 맞는 객체들을 제거한다. 

- 모두 제거한 후 총 객체의 개수가 3개보다 적으면 인식할 단어가 없는 잘못된 영상이

라고 판단해 에러 처리한다. 

 

 

 

 

 

 

 

 

 

 

b) 관심 영역의 가운데 단어 획득 

- 한 줄 크기의 영상 부분을 관심 영역으로 정하고 그 영역에서 얻은 철자 후보 객체들

을 단어 단위로 분리한다.  

- 분리된 단어들 중 가운데 단어를 얻는다. 

- 철자들의 바운딩 박스 정보를 이용해 x축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수행한다. 그리고 철자

들은 크기가 다양하므로 단어 분리를 할 때 분리할 간격 값도 단어 크기에 맞춰서 해

야 한다. 따라서 단어 사이의 간격들의 평균을 구해 (평균 * 2 – 1) 값보다 철자 사이

의 간격이 크면 단어 분리 구간이라고 인식하고 철자 사이의 간격이 작으면 같은 단

어라고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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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철자 이미지 Thinning 

- 철자 객체는 선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영역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Primitive로 분리 

하기 위해선 선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Thinning(부록 2.4 참고)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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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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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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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한다. 

 

2)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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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주위의 픽셀들 중 검은 픽셀이 2~6개 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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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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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제거한다. 

 

 

d) 철자 이미지 Pruning 

- (3)단계에서 얻는 이미지는 Thinning도중 원하지 않는 가지들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가지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Pruning(부록 2.5 참고)이라 한다. 

 
 

e) 철자 이미지를 Primitive 단위로 분리 

- 영상 처리 모듈의 (4)단계에서 얻은 철자 후보 객체 이미지를 각각 Primitive로 분리한

다. 

- Primitive 는 선, 반원으로 철자를 기본 요소들로 분리할 때 기본 요소가 된다. 

- 선은 수직선, 수평선, 사선 등이 있으며 선이라는 정보와 선의 각도 정보가 있다. 

- 반원은 위쪽으로 난 반원, 아래쪽으로 난 반원 등 4방향에 대한 반원 정보가 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Real-Time Language Translation Using Image Processing 

팀 명 COCONUT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7 2012-MAY-29 

 

캡스톤디자인 I Page 17 of 46 최종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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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uning을 거 이미지를 위의 

방식처럼 나타내고 서로 비교하면 어떤 문자인지 인식이 가능하다. 

 

영상으로 인식한 정보로부터 이진화 과정과 thinning 과정을 거쳐서 얻은 뼈대구조를 가지          

고 Primitive 성분들을 추출한다. 여기서 Primitive 들을 교차점, 직선, 원, 반원(C모양)으로 구분 짓

고 그 primitive 들을 문법으로 인식하는 Method 에게 넘기게 된다. 

Primitive 들을 결정짓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차점 

 

1) 모든 픽셀에 대해서 글자를 이루는 교차점인지 아닌지를 검사한다.  

2) 교차점인지 판별하는 기준은 현재 가리키고 있는 픽셀을 기준으로 다음 진행방향이 3 

방향 이상일 경우 현재 좌표 값을 교차점이라고 인식한다. 

3) 교차점인 경우에 그 정보를 배열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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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차점이 아니고 단순한 Terminal node일 경우 Terminal node 정보를 배열에 저장한

다. 

5) 그 이외의 점들은 Internal node로 Internal node 정보 배열에 저장한다. 

 

 

2. 선분 

 

1) 교차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terminal node와 교차점에 대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찾

는다.  

2)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글자를 이루는 부분적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3) 그 점들 사이에 있는 점들과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직선까지의 거리를 모

두 구한다. 

4)  제일 거리 값이 큰 값에 대해서 어느 일정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 그 성분(픽셀)은 

한 직선에 있다고 판단을 한다.  

5)  문법을 인식하는 Method에게 직선의 기울기 값과, 직선이라는 flag값을 넘겨준다 

 

 

3. 원 

 

1) Terminal node 점들이 하나도 없다.  

2) 모든 점들이 internal node에 담겨 있다.  

3) 모든 점들을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직선을 만든다.     

4) 모든 점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직선의 개수가 일정 개수를 넘게 되면 원이라 판단한다. 

5) 단, 마지막 직선에는 맨 처음 시작이 되었던 점을 지나거나 그 점에 마지막 직선의 끝

점이 되어야 한다. 

 

 

4. 반원 

 

1) Terminal node점들이 2개 있다.  

2) Terminal node점들을 제외한 모든 점들이 internal node에 담겨 있다.  

3) 모든 점들을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직선을 만든다.     

4) 모든 점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직선의 개수가 일정 개수가 있으면서 Terminal node가 있

다면 반원(arch)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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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특징 추출로 Terminal node 4개와 교차점 2개를 찾고 그 6개의 점들로 인해 구하게 되는 선분의 

개수를 메시지 박스로 출력하고 있다. 

 

 

 

 

 
  

f) 각 철자에서 분리된 Primitive를 철자 인식기에 분류 

- - (1)단계에서 하나의 철자이미지에서 분리된 Primitive 정보를 분석하여 철자가 어느 

철자에 가장 인접한지 인식기로 분류한다. 

- Fuzzy 알고리즘(부록 2.6 참고)을 사용하여 이 철자 이미지가 어느 철자에 가장 인접

한지 검사해서 가장 높은 인접도를 갖는 철자를 결과로 한다. 

 

언어 인식을 위하여 알파벳 대소문자들이 각각 8가지 고유한 primitive 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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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문법을 설계하였다. 

알파벳 구조 문법 

 

규칙1. 모든 character 는 10 종류의 primitive 들로 이루어진다. 

—  |   /  \   ⊂  ⊃  ∪  ∩  O  * 

 

규칙2. 모든 character 는 primitive 와 교차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규칙3. 각 primitive 끝점은 교차점을 만나는 곳으로 정한다. 

 

규칙4. 각 character를 이루는 primitives 는 동일한 구성일 수 있으나 문법은 distinct 해야 한다. 

 (e.g. – 대문자 L과 T는 thinning 후 primitives 가 flag 2, 1 로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같은 글자

로 인식하면 안된다) 

 

규칙5. input data의 primitives 가 각 문자 체크 함수에 들어가면 조합 정도에 따라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문자와의 매칭 정도를 결정한다. 

 

 

Primitive 구조체 

 

 
Primitive는 위와 같이 flag, 교차점, 시작점, 끝점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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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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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자 D에 대한 함수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D를 구성하는 primitive는 수직선과 반원 두 가

지이다. 이 성분들이 D를 구성하기 위해서 수직선에 반원이 달라붙어있는 모양이어야 한다. 따라

서 LINE 구조체에서 flag 2, 6(수직, 반원) 에 해당하는 primitive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위 코드 

중 첫 번째 빨간 네모박스) flag가 있다면 각 flag가 연결 되어 글자를 이루고 있나 검사를 한다. 

수직선의 시작점, 끝점이 반원의 시작점, 끝점과 제대로 연결되었다면 각각 50점씩 가산점을 주고 

(두 번째 빨간 네모 박스) 총 가산점을 결과값으로 돌려준다.(세 번째 빨간 네모 박스) 그래서 100

이 되었다면 완벽하게 D라고 인식이 된 걸 의미한다.  

 

 
실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값을 출력해주진 않지만 테스트를 위해 출력해본 결과 잘

못된 primitive에 대해선 가산점이 0이고 제대로 된 primitive는 100을 얻은 것을 보여준다. 

 

 

(1) 변경된 수행 내용 

- 현재 언어 인식 모듈의 Primitive추출 부분과 철자 인식기 부분이 많이 불안정하

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와 디버깅이 필요하기 때문에 prototype으로 Tesseract OCR 

라이브러리로 언어 인식 모듈을 대체하여 내 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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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보고서 본문 

 

3.1 COCONUT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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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ystem 구성도 

3.2.1  Use case diagram 

 

Scenario 

This program has four menus. each menu has different role. 

Main role is translation. Others are sub role. then I’ll describe scenario in main role. 

 

a. Finding English words, User captures that words in camera. 

b. translation program gets this words image (in camera) and move it to image process 

module 

c. Image process module extracts characters from this image. 

d. Character recognition module gets this word, and integrates these characters to one word. 

e. Word matching module has a dictionary Data Base. so gets words from character 

recognition module then finds same meaning word in Korean. 

f. Output Korean words on screen of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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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Menu Scenario 

- Notice 

a. User touches notice button on screen. 

b. Program checks the notice list from server. 

c-1. if there is new notice list. output new notice on screen. 

c-2. if there is not new notice list, output the last notice on screen. 

 

- Help 

a. User touches help button on screen. 

b. Outputs program manual on screen. 

 

- setting 

a. User touches setting button on screen. 

b. Outputs program setting options on screen. 

c. User can set other language. 

 

 

3.2.2  Cla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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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sequence diagram 

camera view 

 
 

User interfac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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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cess module 

 
 

 

 

 

Character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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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and Data base module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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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state machin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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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OCONUT 시나리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사용자가 어플을 실행시킨 후 translation버튼을 터치한다. 카메라가 실

행되고 번역하고 싶은 영어단어를 화면 중앙에 비추면 번역된 뜻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출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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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요기술  

3.4.1  영상처리 

(1) 영상 획득 

 

 
 

핸드폰을 통한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획득을 한다. 안드로이드 폰을 통해서 영상을 획득

할 때 YUV포맷으로 획득한다. 카메라 영상에서 가운데 영역의 글자만 인식하게 된다.  

 

(2) Gray Image로 변환 

 

 
 

영상에 대해서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컬러영상을 Gray Image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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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 전처기(Median Filter) 

 

미세한 Noise를 제거하기 위해서 3*3사이즈 마스크로 영상에 대해서 Median 필터링을 

한다. 이러한 영상 전처리를 통해서 인식률 조금 더 높이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4) Otsu 이진화 

  

 
 

영상에서 관심영역(ROI)을 추출하기 위해서 배경과 글자 영역을 분리하는 작업인 이진

화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작업을 통해서 글자 영역을 추출하는데, 이때, 추출한 영역에서 

가운데 있는 단어만 인식을 하게 한다.  

여기서 OTSU란 배경영역과 글자영역에 대해서 분포 곡선에 대해서 곡선이 표현되는 모

든 값 각각을 임계치로 잡았을 때 배경인데 글자영역으로 인식하는 부분, 그리고 글자 

영역인데 배경으로 인식하는 ERROR영역의 크기를 계산하여 그 ERROR영역이 제일 적은 

임계값을 찾아 그 값을 기준으로 모든 Gray Level 값을 0 아니면 255값으로 바꾸게 된다.  

OTSU이진화를 통해서 미세한 noise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이진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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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I 획득 

ROI 획득하는 방법은 글자들 사이의 공백들을 모두 합하여 평균을 구하고, 다시 한번 공

백들의 크기들과 비교하는데 평균보다 너무 큰 사이즈의 공백을 만나게 되면 그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들을 분리하게 된다. 이때 그 단어의 범위 안에 카메라의 중심좌표가 포함

되어 있다면, 그 단어가 관심영역에 해당하는 ROI로 판단하게 된다. 

 

(6) ROI영역을 Open Library (tesseract)에 전달 

전체 영상으로부터 관심영역(ROI)를 추출 후,  그 영역만 Open Library에 전달을 하게 된

다. 그 영역에 대해서 문자인식 작업을 수행한다. Open Library로 전달된 영상으로부터 

Device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String)을 반환해준다. 

 

(7) DB검색 하여 뜻 획득 

Open Library로부터 얻은 String을 가지고 Device에 구축되어 있는 DB에 검색작업을 수

행하여, 그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을 얻는다. 

 

(8) UI에 출력 

DB로부터 얻은 단어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카메라에 배치되어 있는 위치에 단어의 뜻

을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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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문법 

Rule1 . 모든 character 는 9 종류의 primitive 들로 이루어진다. 

—  |   /  \   ⊂  ⊃  ∪  ∩  O ( thinning , pruning 과정에서 I, J 를 정할 것이므로 dot은 

primitive에서 제외시킨다. ) 

Rule2 . 각 character 는 primitive 와 cross point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Rule3 . 각 primitive 의 end point 는 cross point 를 만나는 곳으로 정한다. 

Rule4 . 각 character를 이루는 primitives 는 동일한 구성일 수 있으나 문법은 distinct 해야 한다. 

 (e.g. – 대문자 L과 T는 thinning 후 primitives 가 flag 2, 1 로 같다) 

Rule5 . input data의 primitives 가 각 문자 체크 함수에 들어가면 조합 정도에 따라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문자와의 매칭 정도를 결정한다. 

Rule5-1 . 문자를 이루는 flag가 모두 갖춰져 있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 

  Flag가 부족할수록 감점 

Rule5-2 . 문자가 flag들의 온전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 

  정상적인 조합 1회당 점수 획득 

Rule5-3 . 각 문자에 대한 절대적 만점은 100으로 같지만, 점수 구성 비율은 flexible 

 

Data structure 
struct LINE{ 

 int flag;   

 CROSS crossPoint[2]; 

 struct POINT{ 

  int startX, startY; 

  int endX, endY; 

 } point;  

}; 

LINE 구조체 안에 각 primitive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Flag는 primitive의 식별자로써 1 ~ 9의 int값을 가지며 다음의 순서로 인덱싱한다. 

(—  |  /  \  ⊂  ⊃  ∪  ∩  O ) 

CROSS 구조체는 교차점에 대한 절대 좌표를 담는 구조체이다. 외부에서 x, y 좌표값을 int로 갖도

록 정의되어있다. (현재 사용하지 않음) 

POINT 구조체는 primitive의 시작/끝 점에 대한 좌표정보를 가지고 있고 point라는 이름으로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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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인식 기본 조건 
 primitive를 인식하기 전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끊어진 문자, 기울어진 문자, 온전하지 못

한 문자에 대한 복원작업을 거친다. 

 모든 문법 검사는 primitive를 이루는 flag의 종류와 개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

한다. 

 기울어진 글자에 대하여 수직선 성분이 사선 성분으로 입력 받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가 코드를 확장해 나간다. 

primitive  
(—  |  /  \   ⊂  ⊃  ∪  ∩  O ) 

 

Upper case 

Char Flag Grammar 

A flag 3, 3, 4, 4, 1  사선 2개(flag 3)와 역사선 2개(flag 4)가 서로 연결된다. 

 위의 연결된 두 선분이 하나의 교차점에서 만난다. 

 수평선(—)의 시작점과 끝점이 1의 사선 2개의 교차점 2개

로 각각 연결된다. 

B flag 2, 2, 1, 1, 1, 6, 

6 

 수직선( | )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

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수평선(—) 3개가 1의 수직선에 서로 다른 교차점을 가지고 

연결된다. 

 2에서 연결된 수평선 3개를 위에서부터 a, b, c라고 할 때 

a의 끝점이 6번 커브(⊃)의 시작점과 결합되고, b의 끝점이 

6번 커브의 끝점과 연결된다. 

 b의 끝점이 또 다른 6번 커브의 시작점과 연결되고 c의 끝

점이 6번 커브의 끝점과 연결된다. 

C flag 5  5번 커브(⊂) 하나로만 이루어진 primitive는 시작과 끝점에 

상관없이 C로 인식한다. 

D flag 2, 6  or  2, 1, 

1, 6 

 수직선( | ) 의 시작점과 6번 커브(⊃)의 시작점이 만난다. 

 수직선( | ) 의 끝점과 6번 커브(⊃)의 끝점이 만난다. 

E flag 2, 2, 1, 1, 1  수직선( | )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

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위 수직선의 시작점, 교차점, 끝점에 수평선(—) 3개의 시작

점들이 각각 중복되지 않은 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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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lag 2, 2, 1, 1  수직선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수평선 2개의 각 시작점들이 위 수직선의 시작점, 교차점과 

연결된다. 

G flag 5, 1, 2,  5번 커브(⊂)의 끝점이 수직선의 끝점과 연결된다. 

 수평선의 끝점은 수직선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H flag 2, 2, 2, 2, 1  수직선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위의 수직선과는 다른 2개의 수직선이 또 하나의 큰 수직

선으로 연결된다. 

 수평선의 시작점과 끝점이 두 큰 수직선의 교차점들과 각

각 연결된다. 

I Exception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처리 

J Exception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처리 

K flag 2, 2, 1, 3, 4  수직선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위 수직선의 교차점과 수평선의 시작점이 연결된다. 

 사선( / ) 과 역사선( \ ) 의 시작점이 수평선의 끝점과 연결

된다.  

L flag 2, 1  수직선의 끝점과 수평선의 시작점이 연결된다. 

M flag 2, 2, 3, 4  수직선의 시작점이 역사선( \ ) 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역사선( \ ) 의 끝점이 사선( / )의 끝점과 연결된다. 

 사선( / )의 시작점이 또 다른 수직선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N flag 2, 2, 4  역사선의 시작점이 수직선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동일한 역사선의 끝점이 또 다른 수직선의 끝점과 연결된

다. 

O flag 9  primitive가 원( O )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O로 인식한

다. 

P flag 2, 2, 1, 1, 6  수직선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수평선 2개의 각 시작점이 위 수직선의 시작점, 교차점과 

각각 연결된다. 

 6번 커브(⊃)의 시작점과 위 수직선의 시작점 연결된 수평

선의 끝점이 연결된다. 

 6번 커브의 끝점이 수평선의 끝점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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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lag 9, 4, 4  원( O ) 에 역사선의 끝점과 다른 역사선의 시작점이 한 교

차점을 가지고 연결된다. 

(Q의 경우에 위 교차점 사이에 선분이 검출 될 수 있는데 이것

은 flag로 인식하지 않고 성분 추출 과정에서 무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R flag 2, 2, 1, 1, 6, 4  

or 2, 2, 1, 6, 4 

 수직선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수평선 2개의 각 시작점이 위 수직선의 시작점, 교차점과 

각각 연결된다. 

 6번 커브(⊃)의 시작점과 위 수직선의 시작점 연결된 수평

선의 끝점이 연결된다. 

 6번 커브의 끝점이 수평선의 끝점과 연결된다. 

 역사선의 시작점이 위 수평선의 끝점과 연결된다. 

S flag 5, 4, 6  or  5, 

6  or  5, 4, 6, 1, 3  

or  4, 1, 5, 4, 6, 1, 

4 

 5번 커브(⊂)의 끝점이 역사선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6번 커브(⊃)의 시작점이 위 역사선의 끝점과 연결된다. 

T flag 1, 2,  수평선 2개가 하나의 큰 수평선으로 연결된다(이 수평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수직선이의 시작점이 위 수평선의 교차점과 연결된다. 

U flag 2, 2, 7  수평선 두 개의 각 끝점이 7번 커브(∪)의 시작점과 끝점에 

각각 연결된다. 

V flag 3, 4  사선의 끝점과 역사선의 끝점이 서로 연결된다. 

W flag 3, 4, 3, 4  역사선의 끝점과 사선의 끝점이 서로 연결된다. 

 위 사선의 시작점이 다른 역사선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위 역사선의 끝점이 다른 사선의 끝점과 연결된다. 

X flag 3, 4, 3, 4  역사선과 사선의 끝점끼리 서로 연결된다. 

 위와는 다른 역사선과 사선의 시작점끼리 서로 연결된다. 

 위에서 연결된 두 교차점이 하나의 교차점을 이룬다. 

(X의 경우 두 교차점 사이에 짧은 선분이 생길 수 있지만 Q와 

마찬가지로 성분 추출 과정에서 무시한다.) 

Y flag 3, 4, 2  역사선과 사선의 끝점끼리 서로 연결된다. 

 수직선의 시작점이 위 교차점과 연결된다. 

Z flag 3, 1  or  3, 1, 

1 

 수평선의 끝점이 사선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다른 수평선의 시작점이 위 사선의 끝점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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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case 

Char Flag Grammar 

a flag 8, 2, 2, 5  수직선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8번 커브(∩)의 끝점과 위 수직선의 시작점이 연결된다. 

 5번 커브(⊂)의 시작점과 수직선의 교차점이 연결된다. 

 5번 커브의 끝점과 수직선의 끝점이 연결된다. 

b flag 2, 2, 6  수직선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6번 커브의 시작점이 위 수직선의 교차점과 연결된다. 

 6번 커브의 끝점이 위 수직선의 끝점과 연결된다. 

c flag 5  5번 커브(⊂) 하나로만 이루어진 primitive는 시작과 끝점에 

상관없이 C로 인식한다. 

d flag 2, 2, 5  수직선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5번 커브의 시작점이 위 수직선의 교차점과 연결된다. 

 5번 커브의 시작점이 위 수직선의 끝점과 연결된다. 

e flag 8, 1, 7  수평선의 시작점이 8번 커브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수평선의 시작점이 7번 커브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수평선의 끝점이 8번 커브의 끝점과 연결된다. 

f flag 1, 1, 2, 2, 8  수직선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수평선의 끝점이 위 수직선의 교차점과 연결된다. 

 또 다른 수평선의 시작점이 위 수직선의 교차점과 연결된

다. 

 8번 커브의 시작점이 위 수직선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g flag 5, 2, 6  수직선의 시작점이 5번 커브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수직선의 끝점이 5번 커브의 끝점과 연결된다. 

 수직선의 끝점이 6번 커브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h flag 2, 2, 6, 2  수직선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위 수직선의 교차점과 6번 커브의 시작점이 연결된다. 

 6번 커브의 끝점과 또 다른 수직선의 시작점이 연결된다. 

i Exception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처리 

j Exception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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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flag 2, 2, 1, 3, 4  수직선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위 수직선의 교차점과 수평선의 시작점이 연결된다. 

 사선( / ) 과 역사선( \ ) 의 시작점이 수평선의 끝점과 연결

된다.  

l flag 2  수직선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은 소문자 l로 인식한다. 

m flag 2, 2, 2, 8, 8  첫째 수직선의 시작점과 8번 커브의 시작점이 연결된다. 

 둘째 수직선의 시작점과 위 8번 커브의 끝점이 연결된다. 

 둘째 수직선의 시작점과 또 다른 8번 커브의 시작점이 연

결된다. 

 셋째 수직선의 시작점과 위 8번 커브의 끝점이 연결된다. 

n flag 2, 2, 8  수직선의 시작점과 8번 커브의 시작점이 연결된다. 

 또 다른 수직선의 시작점과 8번 커브의 끝점이 연결된다. 

o flag 9  primitive가 원( O )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O로 인식한

다. 

p flag 2, 2, 1, 1, 6  수직선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수평선 2개의 각 시작점이 위 수직선의 시작점, 교차점과 

각각 연결된다. 

 6번 커브(⊃)의 시작점과 위 수직선의 시작점 연결된 수평

선의 끝점이 연결된다. 

 6번 커브의 끝점이 수평선의 끝점과 연결된다. 

q flag 2, 2, 1, 1, 5  수직선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수평선 2개의 각 시작점이 위 수직선의 시작점, 교차점과 

각각 연결된다. 

 5번 커브(⊃)의 시작점과 위 수직선의 시작점 연결된 수평

선의 끝점이 연결된다. 

 5번 커브의 끝점이 수평선의 끝점과 연결된다 

r flag 2, 1  수직선의 시작점과 수평선의 시작점이 연결된다. 

s flag 5, 4, 6  or  5, 

6  or  5, 4, 6, 1, 3  

or  4, 1, 5, 4, 6, 1, 

4 

 

 5번 커브(⊂)의 끝점이 역사선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6번 커브(⊃)의 시작점이 위 역사선의 끝점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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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flag 2, 2, 1, 1  수직선 2개가 하나의 큰 수직선으로 연결된다(이 수직선은 

시작점, 교차점, 끝점을 가지게 된다). 

 수직선의 교차점이 수평선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수직선의 끝점이 또 다른 수평선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u flag 2, 2, 7  수평선 두 개의 각 끝점이 7번 커브(∪)의 시작점과 끝점에 

각각 연결된다. 

v flag 3, 4  사선의 끝점과 역사선의 끝점이 서로 연결된다. 

w flag 3, 4, 3, 4  역사선의 끝점과 사선의 끝점이 서로 연결된다. 

 위 사선의 시작점이 다른 역사선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위 역사선의 끝점이 다른 사선의 끝점과 연결된다. 

x flag 3, 4, 3, 4  역사선과 사선의 끝점끼리 서로 연결된다. 

 위와는 다른 역사선과 사선의 시작점끼리 서로 연결된다. 

 위에서 연결된 두 교차점이 하나의 교차점을 이룬다. 

(X의 경우 두 교차점 사이에 짧은 선분이 생길 수 있지만 Q와 

마찬가지로 성분 추출 과정에서 무시한다.) 

y flag 3, 4, 2  역사선과 사선의 끝점끼리 서로 연결된다. 

 수직선의 시작점이 위 교차점과 연결된다. 

z flag 3, 1  or  3, 1, 

1 

 수평선의 끝점이 사선의 시작점과 연결된다. 

 다른 수평선의 시작점이 위 사선의 끝점과 연결된다. 

 

 

3.4.3  데이터베이스 

(1) 자체 DB 구축 

: 우리 프로젝트가 구현한 자체 DB를 최초 어플 실행 시 1회 핸드폰에 내장시킨다. DB를 

다운받는 동안은 유저에게 화면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서브 쓰레드로 뽑아내

어 어플에 DB를 심는다. DB가 구축되는 동안 메인 쓰레드에는 아래와 같이 토스트 창을 

띄워 어플이 잘 구동되고 있음을 알린다. 어플에 심어진 DB는 사전 검색 시 넘겨진 

string을 비교하여 단어의 뜻을 반환하고 화면에 보여준다. 약 3만5천단어 정도의 DB가 

구축되어있으며 앞으로도 확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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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비추어 문자를 인식하고 

DB에 있는 단어 뜻을 화면에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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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B에 없는 단어의 경우 웹(daum 사전)을 이용한 활용방안 

: 만약, 찾으려는 단어가 자체 DB의 포함된 3만5천개의 단어에 없다면, 어플은 그 string

을 daum 사전 웹 서버에 보낸다. 웹에서 그 string을 받아 검색하여 번역된 뜻을 얻어낸

다. 이 새로운 단어를 어플로 보내면 자체 DB에서는 이것을 저장하게 된다. 다음 번에 그

와 같은 단어를 검색할 때에는 저장된 DB에서 검색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계속적인 

DB 확장이 이루어진다. 

 

 
XML 이라는 단어는 우리 프로젝트가 구축한 DB에 없는 단어다. 

이에 어플은 이 string을 웹 서버에 보내어 뜻을 검색하고 그것을 받아서 

DB로 가져와 저장하게 된다. DB에 새로운 단어 삽입이 일어나 DB가 확장된다. 

다음 번에 XML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된다면, 이전에 검색결과를 저장해 놓았으므로 

웹 서버로 가지 않고 자체 DB안에서의 검색이 이루어 지게 된다. 

 

 

4 자기평가  

4.1 프로젝트 결과 

(1) primitive 추출에서는 line인식까지 구현이 되었으나 곡선 및 primitive들의 조합과 해당 

문법으로의 전달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문법적으로는 구현이 되었으나 primitive 추출 결과와의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성된 문법이 available한지 여부를 테스트 해 볼 수가 없었다. 

 

(3) 이에 단어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open Library를 사용하여 인식파트를 구현하였다. 

인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획서의 plan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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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대효과 

(1) 실용성 – 유학생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실생활 속에서도 영어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요즘 스마트폰에 영어사전 어플 하나쯤은 필수로 다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전들은 스펠링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coconut 은 카메라를 비추는 것 

만으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성이 있다. 

 

(2) 편리성 – 전자사전의 경우 스펠링을 직접 입력하여 단어의 의미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coconut은 실시간 번역을 제공하므로 손으로 직접 단어입력을 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바로 카메라를 비추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를 얻는 편리함이 있다. 

 

(3) 재미 -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무심코 지나쳤던 뜻 모르던 간판들의 단어 의미를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다. 

 

4.3 제한요소 

(1) 어플 구동 시 베터리의 소모가 커서 장시간 어플을 사용할 경우 사용시간에 제약이 따르

게 된다. 어학용으로나 재미용으로 어플을 사용하더라도 오랜 시간 지속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장점을 살릴 수 없으므로 베터리 소모에 대한 문제를 최적화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

다. 

 

(2) 처음 1회 DB를 다운받을 때 3G를 이용할 경우 속도가 현저히 느리므로, 와이파이 연결로 

다운받아야 한다. 와이파이 연결시 평균적으로 약 150초(2분30초)가 소요되었는데 만약 

이를 3G 상태에서 다운받으려면 다운속도가 배로 걸리게 된다. 이는 3G가 와이파이에 비

해 불안정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와이파이 환경에서 다운 받아

야 하는 제약사항이 있다. 

 

(3) DB의 계속적인 확장 및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 사용된 자체 DB는 

3만 5천개 정도로 실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존재하는 

단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자체DB에 단어가 없는 경우 서버에 접속해서 뜻

을 가져오게 되지만 이도 와이파이 상태일 때만 가능한 점을 생각하면 계속적인 DB의 확

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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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향후 진행 방향 및 문제점 

(1) 곡선 및 primitive들의 조합과 해당 문법으로의 전달 모듈을 개선하여 정확한 인식이 이

루어지게 하여 Open Library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현한다. 

 

(2) Line및 word 단위가 아니라 보이는 영역 전체를 대상 영역으로 설정하여 번역된 화면을 

보여준다. 

 

(3) 영어 DB 및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DB를 확장한다. 

 

(4) 현재 구축된 사전의 단어 DB를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