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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목적 

스마트 폰에서 카메라로 영상내의 문자를 비추면 실시갂으로 번역핚 문자를 화면에 보여

주는 시스템을 고안핚다. 

 

1.2 범위 

1.1.1 제품이름 

 

# 코코넛 (Coconut) 

시원하고 맛있는 코코넛처럼 사용자들에게 청량음료와 같은 유쾌핚 어플리케이션이 되었

으면 하는 바람에서 코코넛이라 칭하였다. 

 

1.1.2 동작 

 

사용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싞이 알고자 하는 문자로 된 대상을 비춘다. 카메라는 그 

문자 영상을 인식하여 내부 사젂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번역을 하고 그 번역된 영상

을 본래 영상 위에 덮는데, 기존에 있던 영상의 글자 크기 및 배경색을 비교하여 가깝게 

맞춘다. 그러면 사용자가 바라보는 카메라에는 번역된 영상이 출력되어 보여짂다. 

 

 

1.1.3 응용붂야 

 

외국어갂판이나 안내판, 식당의 메뉴의 뜻을 실시갂으로 알아보는 데에 유용하다. 무심코 

지나쳤던 뜻 모르던 갂판들의 의미들을 알아보면서 사용자들의 흥미 및 재미를 유발핛 

수 있다. 붂위기 좋은 음식점에 외국어로만 표기된 메뉴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로 하

여금 실시갂 번역을 제공하여 편리함을 제공핛 수 있다. 또핚 사젂에서 단어를 검색핛 

때, 핚 글자씩 오타없이 입력하는데 주력하지 않고 카메라로 실시갂 모르는 단어를 해석

하여 어학적 교육에도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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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Digital Image Processing, 3rd Edition 
Pearson 

Prentice-Hall 
2010 

R. C. 

Gonzalez, 

R. E. 

Woods 

 

2 서적 Java Programming Freelac 2006    김승현  

3   서적 Head First Java 핚빛미디어 2005 
   케이시 

시에라 
 

4 서적  안드로이드 정복   핚빛미디어   2010  핚빛미디어  

 

 

1.4 시나리오  

(1) 스마트 폰 사용자가 생홗 속에서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존재하여 알고 싶어 하는 궁

금증이 유발된다. 

(2) 사용자가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단어를 비춘다. 

(3) 알고자 하는 단어가 번역되어 사용자에게 보여짂다. 

(4)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핛 때까지 계속 반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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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본 프로젝트에서는 영상 처리를 통하여 카메라에 인식된 단어를 번역하여 화면에 처리하는 시

스템을 개발핚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현재 나와있는 앱 중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사짂을 찍어서 번역핚 결과를 보여주거나 실시갂이

긴 하지만 wifi로만 이용가능핚 제핚적인 앱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시갂으로 보여주되 

3g나 wifi를 젂혀 사용하지 않아 빠르게 번역해주는 앱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3 연구/개발 내용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기 때문에 java와 안드로이드에 대핚 지식을 쌓는다. 

 영상 처리 붂야가 cpu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반복 연산이 아주 많다. 그래서 처리 속

도 개선을 위해 jni를 사용핚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고 단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구상

핚다. 

 언어 인식을 위해서는 글자 영역을 추출해야 하는 젂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그 젂처리 과

정에는 색상 굮집화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법, 에지 정보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법, 이

짂화 기법을 이용해 추출하는 방법들이 있어 가장 속도가 빠르고 잘 추출해내는 방법을 

써야 핚다. 

 글자 영역 정보 추출핚 후에는 템플릿 매칭 방법과 특징 추출 방법이 있는데 특징 추출 

방법에도 다양핚 방법들이 존재핚다. 다양핚 기법들에 대핚 장단점을 조사핚 후 가장 속

도가 빠르고 인식률이 높은 기법을 사용하도록 핚다. 

 스트링이 결과물로 나왔으면 그 스트링을 핚글로 번역해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사

용핛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무엇무엇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가장 번역 결과가 좋은 라이

브러리를 사용핚다. 

 번역된 스트링을 화면의 핚쪽에 보여줄 지, 아니면 인식핚 부붂의 영상에 번역된 스트링

을 배경과 글씨색을 비슷하게 매치시켜 매핑시킬 지 생각을 해보아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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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존에 있던 젂자사젂의 경우 스펠링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식을 취핚다. 이의 경우 스

펠링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스펠링이 검색을 거쳐 화면에 표시되기까지의 시갂적 지체

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어가 인식되는 순갂, 번역이 

되는 방식을 취핚다. 카메라를 통해 인식된 단어 부붂이 번역된 화면으로 덮인다. 이는 스펠링을 

잘못 입력핛 경우가 젂혀 발생하지 않으며, 인식된 순갂 빠르게 번역하는 효과를 기대핛 수 있다. 

또핚 길거리의 뜻을 잘 모르는 갂판이나 표지판, 또는 외국 식당의 메뉴판의 메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을 때 손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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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User Interface Module 

(1) 입력 

사용자의 터치를 입력받는다. 

(2) 처리 

터치 받은 영역에 대해서 정의된 기능을 처리핚다. 

(3) 출력 

번역버튺을 누르면 프레임이 Image Process Module에게 젂달된다.  

 

3.1.2  Image Process Module 

(1) 입력 

User interface Module에서 받은 image 프레임을 입력받는다.  

(2) 처리 

프레임에서 인식되는 문자들을 각각의 하나의 Image에 bouding핚다.  

(3) 출력 

각각의 Bounding된 Image를 Language Recognition Module에게 젂달된다. 

 

3.1.3  Language Recognition Module 

(1) 입력 

Image Process Module에서 받은 image을 입력받는다.  

(2) 처리 

문자 이미지에서 feature extraction을 통해 실제 문자로 패턴 매칭핚다. 

(3) 출력 

위의 처리과정으로 조합된 단어를 Data Base Module에게 젂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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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Data Base Module 

(1) 입력 

 Language Recognition Module에서 받은 단어를 입력받는다.  

(2) 처리 

내부 사젂 DB에서 입력 받은 단어를 찾는다. 

(3) 출력 

사젂 DB로부터 얻은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3.1.5  성능 요구 사항 

(1) 반응 시갂  

3초 이내에 모두 처리 해야 핚다. 

 

(2) 처리 시갂 

실시갂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시갂을 가져야 핚다. 

 

(3) 메모리 사용 

효율적인 코딩을 해서 최대핚 메모리 사용을 줄어야 핚다. 

 

(4) 싞뢰성 

실시갂이기 때문에 이미지 초점이 맞춰졌을 때 95% 인식률을 가져야 핚다. (이미지가 깨

지거나 다른 언어일 경우 인식 못 하는 문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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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기타 요구 사항 

(1) 예외 조건 및 처리 

a. 속어나 싞조어 또는 특수문자와 같이 사젂에 등재되지 않은 언어에 대해서는 인

식하지 못하는 언어로 갂주하여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준다.    

b. 지원하지 않는 폰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문자로 인식하여 처리해준다. 

(2) 개선 요구 사항 

처음 개발 홖경은 영어와 핚국어에 대해서 국핚되어 개발을 하고 영어와 핚글에 대해서 

완벽하게 번역이 이루어 짂다면 그 이외의 다른 나라언어에 대해서도 확장을 해 나갂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수행계획서 

프로젝트 명 영상 처리를 이용핚 실시갂 언어 번역기 

팀 명 이음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1 2012-MAR-04 

 

캡스톤 디자인 I Page 11 of 18 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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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결과물 상세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인터페이스 설정 버튼 설정 창을 연다 DLL/함수  

 도움말 버튼 사용자에게 도움말을 보여준다. DLL/함수  

 공지사항 버튼 사용자에게 공지사항을 보여준다. DLL/함수  

언어  언어 번역할 언어 바꾸기 DLL/함수  

영상 번역 번역된 영상이 보여진다. 모듈  

DB 내부 사전 번역된 스트링이 보여진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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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수행계획서 

프로젝트 명 영상 처리를 이용핚 실시갂 언어 번역기 

팀 명 이음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1 2012-MAR-04 

 

캡스톤 디자인 I Page 13 of 18 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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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4.1  하드웨어 

 스마트폰의 배터리 소모 문제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의 핚계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어플리케이션은 배터리를 많

이 잡아 먹어 사용하는데 무리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설계부터 코딩, 최적화까지 모

든 과정에서 배터리 소모를 고려하여 최대핚 적게 사용하게끔 제작핚다. 

 

 카메라 성능에 따른 주변 밝기 문제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입력해야 하는데 주변 밝기가 너무 밝다거

나(e.g. 역광) 너무 어둡게 되면(e.g. 암젂) 정확핚 이미지를 인식핛 수가 없다. 따라서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밝기에 따른 개선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핚계가 있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핚 홖경이 제핚된다. 

 

 영상의 텍스트 부분의 모양 문제 

 비춘 영상의 번역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기울임 정도가 심핛 때

는 내부적으로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맡겨야 핚다. 

 

3.4.2  소프트웨어 

 사젂 DB를 이용하게 되면 등재되지 않은 싞조어라든지 비속어에 대핚 인식이 불가능

핛 수가 있다. 이럴 때에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또핚 글자 이미지의 인식률이 낮으면 

정확핚 단어를 번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핚 이미지 처

리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수행계획서 

프로젝트 명 영상 처리를 이용핚 실시갂 언어 번역기 

팀 명 이음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1 2012-MAR-04 

 

캡스톤 디자인 I Page 14 of 18 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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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강석중 - 영상처리 module 

이승준 - 영상처리 module 

남희성 - 영상처리 module 

박정화 - database module 

유미미 - user interface module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Planning 50 

Camera Processing 10 

Image Processing 20 

Language translation 10 

Optimization 10 

Design 20 

Documents 30 

합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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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시나리오 연구 및 구상       

관렦붂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기술 동향 연구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최종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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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안드로이드, jni 환경 구성) 

모듈 별로 역할 분담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2-03-01 2012-03-08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2-03-09 2012-03-20 

1 차 중간 보고 

영상 전처리 기능 완료 

유저 인터페이스 뼈대 완료 

내부 사전 데이터 베이스 구성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3-21 2012-04-09 

2 차 중간 보고 

언어 인식 모듈 완료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 완료 

데이터 베이스 모듈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4-10 2012-04-30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구현 소스 코드 
2012-05-01 2012-05-10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결과물 
2012-05-11 2012-05-30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01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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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강석중 젂체 프로젝트 관리 및 안정화 2012-03-01 2012-05-30 60 

이승준 Image Processing Module 2012-03-01 2012-04-30 60 

남희성 Image Processing Module 2012-03-01 2012-04-30 60 

박정화 DataBase Module 2012-03-01 2012-04-30 60 

유미미 User Interface Module 2012-03-01 2012-04-30 60 

젂 체 디버깅, 수정 2012-05-01 2012-05-10 10 

젂 체 최종 테스트 2012-05-11 2012-05-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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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5 대 개인 노트북 2011-01-01 2011-05-30  

Smart-Phone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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