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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Camculator는 Camera와 Calculator의 합성어로, 카메라를 통해 정지영상으로 입력된 수식 이

미지를 처리하여 다양한 수학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식계산 시스템이다. Camculator는 카메라

가 탑재되어있는 Smart Phone에서 작동한다. 입력은 Camera로 촬영한 Image이고, 출력은 수식 

처리결과를 표현하는 Vector Image이다. 
 

 
 

정지영상에 나타나 있는 수식을 처리하여 수식의 계산 결과를 출력하는 Android기반의 Smart 

Phone Application 을 개발한다. 문자 인식 중 필체인식은 그 구현이 매우 어려우므로 인쇄되어

있는 형태의 수식을 대상으로 하고, 추후에 확장한다. 
 

영상에서 문자와 기호를 인식하는 기술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문자들을 이용하여 

2차원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수식을 형성하는 기술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프로젝트는 수식계산

보다는 수식 Image로부터 Expression Tree를 추출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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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문자인식 

정지영상에 나타난 수식을 인식하기 위한 전 단계로 각각의 문자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

다. Template Matching과 Feature Extraction 각각의 관점에서 실험하여 최적의 기술을 적용한다. 

 

2.1.2  수식인식 

수학에서 표현하는 다양한 유형의 연산자 및 기호에 기반으로 각각의 수식 요소들에 어떤 의미

를 부여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AST의 형태로 구성한다. 모든 AST Node들은 MathML타입의 

String으로 Conversion된다. 

 

2.1.3  수식처리 

수식을 표현하는 MathML String이 입력되었을 때 해당 수식에 대해서 최적의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식의 유형을 분석한다. 유형을 분석한 뒤에는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절차를 호출하도

록 개발한다. 

 

2.1.4  UI 

Camculator의 내부형식으로 표현된 수식을 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의 벡터이미지로 재구

성되어 보여진다.  

UI는 Camculator의 기능들을 사용자들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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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인식 모듈 

2.2.1.1. 진행 상황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수식인식모듈 설계               

구현 

전처리               

Labeling               

문자인식               

트리생성               

트리변환               

테스트 인식모듈 테스트               
 

4월 중, 후반부까지 문자인식 Process의 구현을 완료 해야 하며, 현재 품질이 매우 좋은 

Image에 대한 문자인식은 성공적이지만, blur된 영상의 경우 인식 실패율이 매우 높아 지속적인 

수정을 거듭해야 한다. 4월 초 이전까지 계획 했던 전처리, Labeling Process는 구현이 완료된 상

태이다. 

 

2.2.1.2. 상세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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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인식모듈은 7가지 하위 Process로 나누어 진다. 입력 Image를 가공하여 문자정보를 추출

한다. 그 정보를 적절히 분석하여 AST를 생성하고, 그것을 Traversal하여 MathML String을 UI모

듈 및 수식계산 모듈로 전달한다.  

현재 비 기능적 요소(속도, 인식률)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Resource Loading부터 Label Merge

까지의 구현을 잠정적으로 완료하고, AST Construction Algorithm의 구현을 준비 중이다.  

 

수식 인식모듈은 JNI로 구현된다. Application은 촬영된 원본 Image에서 인식하기를 원하는 수

식의 영역만을 잘라내어 SD Card에 저장하고 잘라낸 Image의 Path를 Java Native 함수로 전달

한다. 

프로젝트에서 유일한 Java Native함수인 alsoGetExpressionString();은 수식 Image의 경로를 

전달받아 CExpression Class를 생성한다. CExpression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7단

계의 Data가공을 거친다. 

 

 

2.2.1.2.1. Resource Loading 

Resource Loading Process에서는 문자인식에 필요한 정보들을 메모리에 Load한다. 필요한 정

보는 Source Image와 Template Image가 있는데, Source Image는 촬영한 원본 Image에서 원하

는 수식의 영역만을 잘라낸 결과이며, Template Image는 인식하고자 하는 문자들의 학습데이터 

이다. 특히 Template Image에 해당하는 멤버는 정적으로 선언되어 있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

켰을 시 최초 1회만 Template을 Loading하고, 이 후에는 같은 과정을 생략한다. 

 

 

2.2.1.2.2. Binarization 

Image Binarization은 Blur filter와 Adaptive Thresholding을 혼합하여 구현했다. 

최초, Source Image를 Gray Scale로 변환하고, 복사본을 생성하여 과도한 Blurring을 가하여 

Blur filter를 확보한다. 다음, Gray Scale Image와 Blur filter를 Subtraction하여, 평탄화된 Image

를 얻게 되는데, 이 결과는 대부분의 픽셀이 낮은 Intensity를 가지므로, Stretching한 결과에 대하

여 Adaptive Thresholding을 수행한다. 추가적으로 침식/팽창 연산을 이용하여 미세한 Noise를 

제거할 수도 있다. 다음은 정적 Thresholding과 Camculator Binarization의 비교결과이고, 비교적 

깔끔한 이진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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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Thresholding 

(위에서부터) Gray Scale, Tresholded 
 

 

 

 

 

 

Adaptive Thresholding 

(위에서부터) Gray Scale, Blur Filter, Subtracted, Stretched, Thresholded 

 

2.2.1.2.3. Labeling 

Labeling은 Flood Fill Algorithm을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이진 영상을 Traversal하여 Intensity가 

Maximum인 Pixel을 감지한다면, 인접한 셀들(상하좌우)을 Flood Fill을 이용하여 모두 같은 Label

로 Marking한다. 

 

Label의 크기는 해당 Label 영역에 포함되어있는 백색 픽셀의 개수로 정의하는데, 크기가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Noise로 간주하여 무시한다. 감지된 유효한 Label들은 각각의 영역을 계산

하여 CBlobLabeling 클래스에 저장된다. 

 

모든 Label들을 하나의 문자로 간주하여 각 Label들의 고유정보를 분석하여 CCharacter 클래

스에 할당되는데, 이 상세한 정보들은 Recognition Process와 Label Merge Process에서 활용된

다. 다음은 이진영상을 Labeling한 결과 Image이다. 실제로 사각형 영역을 그려지지 않고 진행된

다. 

 

Labeling은 Image상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문자로 간주되는 Object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려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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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 Recognition 

Recognition Process는 위치 및 크기정보가 저장되어있는 CCharacter객체를 Loading Process

에서 확보한 Template Image와 비교하여 문자인식을 수행한다. 현재 인식 가능한 문자는 다음과 

같다. 

  
{ } [ ] < > 

  

,      

 
       

0 1 2 3 4 5 6 7 

8 9 
      

  
A B F V X Y 

a b c d e f g i 

k l m n p r s t 

u x y z     

 

위의 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문자들과 Template Image들의 Index가 TEMPLATEMAP에 의

해 Mapping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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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성공하면 해당 문자의 ID가 CCharacter Class의 ECArray (Error Correction Array(에 저

장된다. ECArray는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추후에 AST를 구축했을 때 문자 오인식에 의한 

Expression Syntax Error를 수정하기 위해서 문자 인식률이 가장 높은 5개의 후보 문자를 저장해

둔다. 아직 현재는 가장 인식률이 높은 0번째 Element만을 사용한다. 
 

인식된 CCharacter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문자인식은 20 by 20 size의 Template Match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진 영상에서 각 문자영

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복사하여 Template Size와 동일한 크기로 Normalizing하여 두 영상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Sequential Search를 통해 Matching하기 때문에, PC환경에서 한 개의 

문자를 인식할 때 약 0.3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수식이 20개의Component로 이루어져 있다

면, 6초가 걸리는 샘이다. Mobile Device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문제는 

적절한 Feature Extraction을 통하여 Template Matching의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2.2.1.2.5. Label Merging 

모든 문자가 한 개의 Component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i, =, j, !등의 문자는 어떤 한 

Component에 대하여 특정 상대위치에 또 다른 특정 Component가 위치하는 규칙을 갖는다. 

Label Merging Process에서는 각 Multicomponent Character를 식별하여 하나로 합쳐내는 과정을 

수행한다. 두 개의 Label이 합쳐질 때에는 두 Component를 모두 포함하는 최소의 사각형 영역

을 근거로 하여 Member Property가 할당된다. 
 

Label Merging은 Character Merging과 Operator Merging으로 나누어 수행한다. 

Character Merging은 i, j, = 등과 같이 하나의 여러 개의 Component로 이루어진 문자에 대한 처

리이고, Operator Merging은 Lim, sin, log등과 같이 여러 개의 Character로 이루어진 연산자에 

대한 처리이다. Operator Merging이 수행되기 전에 Character Merging이 완전히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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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Multicomponent Character들에 대한 Label Merging을 수행한 결과이다. 
 

 

 

Character Merging: 여러 개로 분리되어있는 Component를 연관시킨다. (i, =) 

 

 

 

 

Operator Merging: 여러 개의 문자가 하나의 연산자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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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계산 모듈 

2.2.2.1. 진행 상황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및 

구현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수식계산모듈 설계               

수식 유형분석               

수식계산               

계산모듈 테스트               

 

2.2.2.2. 상세 설계 및 구현 

본 모듈에서는 수식인식모듈로부터 인식된 수식을 MathML형식의 문자열로 받아와 파싱하여 계

산할 수식의 유형과 연산자에 맞는 메소드를 호출하여 수식의 계산된 결과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식계산모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된다. 

 

 

2.2.2.2.1. 수식 유형분석 

수식유형분석은 MathML을 파싱하면서 이루어진다. MathML은 XML응용 중 하나로 수식을 표현

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이므로 XPath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트리 구조로 NodeList클래스에 저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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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구조로 저장된 수식을 터미널노드를 List에 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수식유형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 여기서 각 마크업과 연산자를 나타내는 마크업으로 감싸진 스트

링을 분석하여 각 마크업과 연산자에 맞는 계산과정의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설계하였다. 

현재단계에서 주로 쓰이는 마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Markup 역할 

<mrow>…</mrow> 
수식의 한 줄을 의미. mrow안에는 mn, mi, msup등 

다양한 마크업이 포함될 수 있다. 

<mn>…</mn> 
숫자를 나타냄. 정수 및 음수, 소수를 사용할 수 있

다. 

<mo>…</mo> 
연산자를 나타냄 사칙연산 및 적분기호, 미분기호, 괄

호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mi>…</mi> 
미지수를 나타냄. 수식에서 사용되는 미지수를 넣는

데 사용한다. 

<msup>…</msup> 
위 첨자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msup안에 첫 번째 

child에는 밑을, 두 번째 child에는 지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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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된 분석 가능한 수식들의 유형은 기본적인 사칙연산들과 지수, 제곱근, 이

차방정식, 도함수, 미분계수, 부정적분, 정적분이 있다. 

현재 설계된 수식유형분석과정에서 필요한 MathML을 파싱하는 것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

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MathMLParser 

mathmlStr:String 
result:Object 
nodes:NodeList 
listOfElement:List 
xpath:XPath 
factory:XPathFactory 
expr:XPathExpression 

MathMLParser(mathmlStr) 
inOrder(nodes) 

< MathMLParser Interface 구조 > 

 

2.2.2.2.2. 수식 계산과정 

수식계산과정은 List에 저장된 노드들에 하나씩 접근해가면서 터미널노드의 마크업과 부모노드

의 마크업을 분석하고, 현재 접근한 노드의 유형과 연산에 맞는 메소드를 호출하여 계산을 진행

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 ComputeFormula Interface 구조 > 
 
사칙연산과 같은 간단한 연산들은 postfix 형태로 변환하여 stack 을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설계되었고, 미지수 x 와 같은 변수를 포함한 방정식이나 미분, 적분 등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JScience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식을 구축하고 계산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ComputeFormula 

nodeStack:Stack 
listOfElement:List 
varX:Variable 
fx:Polynomial 
paser:MathMLParser 

getOpcodeLevel(opcode) 
convertToPostfix(listOfElement) 
compute() 
createEquation() 
getDerivatives() 
getDifferentialCoefficient(coef) 
getIndefiniteIntegral() 
getDefiniteIntegral(from, to) 
getEquation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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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UI모듈 

2.2.3.1. 진행상황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UI 모듈 설계               

구현 

수식촬영               

이미지 불러오기               

수식 불러오기               

수식 잘라내기               

수식 확인               

출력               

이미지 저장               

수식 저장               

테스트 UI 모듈 테스트               

 

2.2.3.2. 상세 설계 및 구현 

본 모듈에서는 Camculator의 기능을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한다. 각 Layout에서 사용자 

입력에 따른 UI흐름 및 각 Layout의 구성요소, 사용자 입력 방법 등을 정의한다. 

Application Loading 화면 (초기화면)부터 시작하여 수식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까지 크게 

7가지 화면과 각 화면간의 흐름을 정의한다 

 

 

구현 완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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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현된 UI모듈에 대한 설명이다. 

 

프로젝트명 Camculator 화면 명 Loading Ver 0.1 

속성 Landscape(Only) Activity MainActivity 페이지 P_1 

경로 메인 

 

 

 

 

 

 

 

화면 설명 

1  화면 Touch 시 수식 촬영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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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Camculator 화면 명 수식 촬영 Ver 0.1 

속성 Landscape(Only) Activity CameraActivity 페이지 P_2 

경로 메인 -> 수식 촬영 

 

 

 

화면 설명 

1 “화면을 터치하면 초점이 잡힙니다” 메시지 전달 

2 Load 버튼 클릭 시 이미지 불러오기 화면 이동 

3 Capture 버튼 클릭 시 수식 확인 화면 이동 (이미지 캡쳐) 

 

 

    

 

화면 설명 

1 화면 Touch 시 AutoFoc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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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1 R 버튼 클릭 시 촬영 화면 확장   

2 L 버튼 클릭 시 메뉴 버튼 확장  

 

 

 

 

 

 

 

 

 

 

 

 

 

 

 

 

화면 설명 

1 Gyro 센서를 이용 스마트폰의 기울기를 감지하여 ±20° 가 넘게 기울어지게 되면 

Capture 버튼이 비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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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Camculator 화면 명 이미지 불러오기 Ver 0.1 

속성 Landscape(Only) Activity  페이지 P_3 

경로 메인 -> 수식 촬영 -> 이미지 불러오기 

 

 

화면 설명 

1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갤러리 사용 

 

 

 

 

프로젝트명 Camculator 화면 명 수식 잘라내기 Ver 0.1 

속성 Landscape(Only) Activity CropImageActivity 페이지 P_4 

경로 메인 -> 수식 촬영 -> 수식 잘라내기 

 

 

    

 

 

화면 설명 

1 수식영역을 드래그  

2 드래그 후 사각형 영역의 크기를 조절 

3 Ok 버튼 클릭 시 수식 확인 화면 이동 

4 Cancel 버튼 클릭 시 수식 촬영 화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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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Camculator 화면 명 수식 확인 Ver 0.1 

속성 Landscape(Only) Activity ExpressionViewActivity 페이지 P_5 

경로 메인 -> 수식 촬영 -> 수식 잘라내기 -> 수식 확인 

 

 

 

화면 설명 

1 수식 인식 동안 ProgressBar 표시  

 

 

 

화면 설명 

1 MathJax 를 이용하여 인식한 수식을 표현 

(MathJax : Javasctipt Library 로 MathML 로 표현된 수식을 수식 본래의 형태로 

Rendering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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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3.1 인식 모듈 

 수정된 사항 없음 

 

3.2 계산 모듈 

 수정된 사항 없음 

 

3.3 UI 모듈 

화면 명 수정 사항 

수식 촬영 

이미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Gyro 센서를 이용하여 기울어지면 화면을 찍

을 수 없게 하여 사용자에게 수평으로 된 이미지를 찍도록 유도 하였다 

카메라 화면의 확대 축소 기능을 추가 하였다. 

이미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카메라 화면에 Grid 선을 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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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인식 모듈 

4.1.1  AST Construction 

Abstraction Syntax Tree는 MathML Schema와 완벽히 Mapping되도록 Construction되어야 한

다. 기본적으로 모든 Character들은 Left Bound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데, 가장 왼

쪽에 위치한 문자부터 AST Root node에 Append하기 시작하여 AST를 수정해야 하는 요소를 발

견하면 해당 요소와 연관되는 다른 Character를 분석하고, 적절한 Backtracking을 통해 AST를 

구성해야 한다. 

 

구성된 AST를 항상 Syntax Error가 없어야 하고, 만약 Error가 검출된다면 해당 Character의 

ECArray를 참고하여 Syntax Error를 발생 시키지 않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4.1.2  AST Error Detection 

AST의 Syntax Error 수정하기 위해서는 Error Detection이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한다. Error의 판

단은 MathML Schema를 참고한다. MathML Schema는 각각의 태그가 가질 수 있는 Child의 종류

와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변수가 와야 할 자리에 숫자가 온다면 해당 숫자를 가장 비

슷하게 생긴 영/로마문자로 바꿔야 할 것이다. 

 

4.1.3  AST Conversion 

앞서 언급했듯이 AST를 MathML String으로 변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AST에 Syntax Error가존

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 Process는 AST가 MathML과 완벽히 매칭되기 때문에 간단한 Traversal 

Algorithm으로도 MathML String을 추출할 수 있다. 

 

4.1.4  비 기능적 요소 개선 

현재 각 문자 별 Template의 개수는 최대 20개이고, 식별 가능한 문자의 개수는 64가지 이다. 

한 개의 문자를 인식하는데 약 0.3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적절한 Feature Extraction을 통해 문자

의 가장 큰 특징을 찾아내고 해당 특징을 가지는 Template과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성

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식별 가능한 문자, 연산자의 종류를 확장하고, 더 정확하고 다양한 AST를 구축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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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산 모듈 

4.2.1  수식유형확장 

현재 수식계산모듈은 사칙연산을 포함하여 이차방정식의 근, 도함수 구하기, 미분계수계산, 부

정적분식구하기 그리고 정적분계산의 구현이 거의 완료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다양한 수식을 분

석하여 계산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 가능한 수식유형을 확장할 예정이다. 

다음은 2차 중간발표까지 구현예정인 수식유형이다. 

- 삼각함수 

- 시그마 

- 극한 

 

4.2.2  UI와 통합 

현재 계산 모듈은 UI모듈과 독립적으로 개발 중 이기 때문에 계산된 결과를 실제 수식의 형태

로 문제와 답을 같이 출력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UI모듈과 연동하여 MathML형태로 수

식의 계산 결과를 출력하여 실제 수식기호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현 할 예정이다. 

 

4.2.3  MathML Parsing Exception Processing 

 지금까지 수식의 계산결과를 테스트 하기 위해서 임의의 수식을 직접 MathML로 변환하여 입력 

값으로 주어 테스트를 진행하여 MathML을 파싱할 때 예외사항이 15%정도 발생하였는데, 추후의 

실제 인식모듈에서 받아올 MathML의 구조에 에러가 있을 경우의 예외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는 추후 인식모듈에서 MathML변환작업이 완료되면 같이 테스트를 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중간발표까지 구현예정사항 

- UI와 연동하여 결과출력부분개선 

- 계산 가능한 수식유형 확장 (삼각함수, 시그마, 극한 등..) 

 

 

4.3 UI 모듈 

1. 계산 모듈과 연동하여 수식 계산 출력 UI의 설계 구현 

- 수식 type에 따른 재 계산 기능 설계 구현 

2. 완성된 Loading, 수식 촬영, 수식 자르기 화면의 컴포넌트 이미지 작업 

- UI 이미지 concept 잡기 

- concept에 따른 이미지 작업 

3. 코드 Refac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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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