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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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처리서버 

수식처리서버는 안드로이드폰에서 수식이미지를 업로드 받아 내부에서 수식인식모듈을 가지고 

이미지를 처리해서 나오는 수식TEXT로 WolframAlpha를 이용해 계산과정을 수행한다. 계산된 결

과는 안드로이드폰으로 다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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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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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수행내용 

2.2.1  인식 모듈 

2.2.1.1. 진행 상황 

항목 세부내용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관련 시스템

설계 수식인식모듈

구현 

전처리 

Labeling

문자인식

트리생성

트리변환

테스트 인식모듈
 

5월 중반까지 Expression Tree

지를 위주로 다양한 구조의 

Expression Tree Construction이

오류 없이 Wolfram-Alpha 입력을

에 대해서 좋은 인식률을 보일 

료하는 즉시 문자인식률을 향상시킬

 

2.2.1.2. 상세 설계 및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영상처리를 이용한 수식계산

팀 명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Page 7 of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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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분석          

작성          

술 연구          

시스템 분석          

수식인식모듈 설계          

         

Labeling          

문자인식          

트리생성          

트리변환          

인식모듈 테스트          

Expression Tree의 생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현 중에 있다

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Update중에 있고, 

입력을 출력한다. 문자인식 모듈은 아직 불완전하여

 정도로 구현되었으며, Expression Tree Construction

향상시킬 예정이다. 

및 구현 

수식계산 시스템 (Camculator) 

ALSO 

2012-MAY-02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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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월 

      

      

      

      

      

      

      

      

      

      

      

있었다. 품질이 좋음 이미

있다. 트리변환 모듈은 

, 구축된 트리에 대해 

불완전하여 품질이 좋은 입력

, Expression Tree Construction의 구현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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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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 Wolfram-Alpha 

Input String을 계산모듈로 전달한다. 

 

현재 AST Construction을 구현 중에 있고, 7번째 단계인 Conversion은 매우 간단한 모듈이므

로 AST Construction과 지속적으로 동기화시키고 있다. 

 

1차 중간보고 이후에 구현된 AST Construction과 Conversion은 다음과 같이 구현되었다. 

 

 

2.2.1.2.1. AST Construction 

AST Construction에 앞서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1. Input Image에 있는 모든 문자는 인식 가능하다. 

2. 인식될 수식은 수평으로 심하게 기울어져있지 않다. 

3. 문자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인식되었다. 

 

즉, Recognition, Merging Step을 거친 후에 다루게 될 문자집합은 모두 신뢰할 수 있다는 가정

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수식을 구성한다. 

 

1. 하나의 문자 집합은 하나의 수식을 구성한다. 

2. 하나의 수식은 하나의 Root노드를 갖는다. 

3. 문자의 좌측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Append한다. 

4. 연산자를 만나면 그 특성에 맞는 구성을 한다. 

5. 어떤 연산자와 관련 있는 문자가 이미 Append 되어있다면 Tree에서 제거하고, 해당 연산

자에 Append한다. 

6. 발견되는 모든 문자 집합에 대해서 재귀적으로 구성한다. 

 

주목할 것은 3번 항목인데 각각의 주요연산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2.2.1.2.1.1. Fraction 

Fraction은 분수를 나타내는 구조다. 항상 2개의 Child Node를 갖고 있으며, Left Child는 분모, 

Right Child는 분자를 나타낸다. 분자와 분모 사이에 있는 수평선(Operator)의 좌측 좌표는 분

수에 포함되어있는 어느 문자보다도 좌측에 있다. 따라서 제3 수식구성 규칙에 의해 가장 먼저 

식별된다. 

   
Fraction Examples 

 
식별된 Operator에 대하여 수평좌표가 겹치는 문자들을 추려내는데, Operator의 위에 있는 

문자와 밑에 있는 문자, 그리고 그 외의 문자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을 Left Child,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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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Parent of Parent에 Append한다. 

 
 

하지만 Fraction Operator보다 먼저 Operand의 일부가 먼저 식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러한 경우에는 Operator보다 먼저 Append된 문자를 Tree에서 제거하고 Fraction의 Child로 전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 Operator(푸른색 사각형)보다 Operand 1이 더 왼쪽에 위치하

기 때문에(붉은색 원) 먼저 Root에 Append된다. 하지만 직후에 식별된 Operator에 의해 이미 

Append되어버린 1이 Fraction의 일부라는 것이 확인 되었으므로 기존에 Append된 1은 제거되

고 Fraction의 Child로 Append된다. 

 

 
Left Child와 Right Child에 각각 문자집합이 Append 되므로 제1, 제6 수식구성 규칙에 의해 

재귀적으로 전체적인 수식을 구성할 수 있다. 
 

2.2.1.2.1.2. Summation 

Summation은 위(Over)와 아래(Under)그리고 안쪽(Inner)에 피 연산자를 소유한다. 때에 따라서 

Unser와 Over는 없을 수도 있지만, Inner Expression이 없는 Summation은 없다. 

 

Summation의 경우 Operator를 Operand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일단 왼쪽에서 우측으로 순차적으로 Append하고, Operator가 발견되면 관련 있는 Tree Node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Root 

Frac 

Left Right 

Left Right 

1 

 

 

 

Root 

Frac 

Left Righ
t 

Left Rig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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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tion Examples 

 
Operator의 Under와 Over를 

 

1. Operator의 Top보다

2. 추려낸 문자 집합의

는 문자를 버린다. 

3. 추려낸 문자 집합의

는 문자를 버린다. 

4. 추려낸 문자 집합의

선택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Pressurize라고
 

Pressurize Examples (Operatopn Check 
 

Pressurize는 Fraction, Summation, Limitation

Under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Root에 Append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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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려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Over 기준) 

보다 Bottom이 더 위에 있는 문자를 추려낸다.  

집합의 중간좌표가 Operator의 중간보다 우측에 있다면

 

집합의 중간좌표가 Operator의 중간보다 좌측에 있다면

 

집합의 중간좌표가 Operator의 중간좌표와 비슷하다면

라고 하며 구체적인 예는 다음 그림과 같다. 

 

 
Operatopn Check -> Select Over -> Lose Right -> Lose Right, Take)

Fraction, Summation, Limitation등 다양한 Operator에 적용된다

방법으로 찾아내고, 나머지 문자 중 우측에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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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가장 우측에 있

있다면 가장 좌측에 있

비슷하다면 해당 문자집합을 

 

  
> Lose Right, Take) 

적용된다. 

것을 Inner로 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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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Limitation 

Limitation은 Summation에 비해 매우 간단하다. Pressurize를 적용하여 Under집합을 얻어내고 

Operator 우측에 있는 문자집합은 Inner Expression이다. 
 

  

Limitation Example 
 

2.2.1.2.1.4. Other Operation 

Integration, Log와 같은 경우 SUM, LIM과 달리 Operand가 모두 우측에 있기 때문에 

Pressurize처럼 간단한 Operation으로는 Operand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러한 Complex Operator

들의 Operand를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법을 구현 준비 중에 있다. 
 

 
 

 
 

 

Complex Operator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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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Post Construction 

이 전까지는 AST Construction의 Pre-Construction이었다. 주요 Operator에 대하여 대략적인 

Tree구조를 형성하고자 Internal Node를 Append했다면 Post-Construction에서는 Treminal-

Node를 분석하여 Explicit Operator(지수), Root Operator(근호)등을 처리한다. 

 

Exponent는 항상 Base Character Set의 우측 상단에 위치하며, Exponent의 크기는 Base 

Character보다는 항상 작다. 
 

 

Exponent Example (붉은색 : Exponent, 주황색 : Base) 
 

 

위 수식에 대하여 Pre-Construction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다. 지수를 따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

에 모든 문자를 같은 Level에 포함시켜	 =  −  와 같은 의미를 갖는 수식이 구성된다. 
 

 

Pre-Construction Example  

 

같은 Internal Node를 공유하는 Terminal Set을 하나의 Scope로 하여 우측에 위치한 문자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세로축 중앙좌표가 우측의 문자보다 상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문자를 검색하여 

해당문자의 우측으로 1개의 항을 지수구조로 Re-append한다.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erminal Set의 가장 좌측의 문자가 Exponent로 취급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2번째 Node부

터검색을 시작한다. 좌측 문자가 Right-Parenthesis라면 Left-Parenthesis를 만날 때까지 연속적

으로 Base에 Re-append한다. 

Root 

e y = x 2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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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Construction Example (Incomplete) 

 

현재 Exponent가 한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경우만을 처리하고 있으며, Exponent로 간주되는 

문자의 우측을 검색하여 Exponent-Expression을 구성하는 문자 집합을 추려낼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Tree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Post-Construction Example (Destination) 

 

  

Root 

SUP y = x 

Exp Base 

2 e - x 

Root 

SUP y = x - x 

Exp Base 

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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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호가 포함된 경우 해당 Label과 비슷한 Template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인식

에 실하여 미확인 문자로 남아있다. 이러한 Label의 특징은 다른 문자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 미확인 문자가 Root Operator로 이루어진 수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해당 

Label의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는 다른 Character를 검색하여 Root Operand로 Append하는 방식

으로 구현이 가능하며, 현재 Root Operator를 식별하는 기법은 구현 중에 있다. 
 

 

Root Operation Example  

 

2.2.1.2.2. Conversion 

Conversion모듈은 Post-Construction까지 완료된 AST를 Pre-Order Traversal하여 각각의 

Node 정보에 Mapping되어있는 문자열을 출력한다. 출력된 String은 Wolfram-Alpha의 Input 

value로 사용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수식은 Conversion 모듈을 거쳐 입력 가능한 형태의 

Wolfram-Alpha String이 생성된다.  

 
 
 
 
 
 
 
 
 
 
 
 

 

 
Conversion Example  

lim_(m→inf)sum_(x=n)^(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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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식처리 서버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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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계산모듈 설계               

수식 유형분석               

수식계산               

계산모듈 테스트               

수정된 계획 수식처리서버구축               

 

 현재 수식처리서버는 수식계산모듈의 수정된 내용이므로 수식계산모듈의 마일스톤에서 계산모듈 

구현부분의 계획을 바꾸어 수식처리서버구축을 하는 상태이다.(빨간색: 취소된 계획, 녹색: 수정된 

계획) 

 

2.2.2.2. 상세 설계 및 구현 

2.2.2.2.1. 서버개발환경구축 

수식처리서버는 웹 호스팅 계정을 사용하여 리눅스 환경에 구축되었고, jsp사용을 위하여 Tomcat 

6.0.35 버전을 설치하였고, 개발환경은 개인PC에서 개발한 후 ftp를 통해 페이지를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2.2.2.2.2.  이미지 업로드기능 구현 

 안드로이드에서 웹뷰를 통해서 이미지를 업로드 하려면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Activity에서 수식처리서버로 바로 업로드하면 서버에 이미지를 저장시키는 기능을 하는 jsp페

이지를 구현하였다. 업로드기능 jsp는 MultypartRequest 클래스를 사용하여 업로드를 수행하는데,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servlet관련 라이브러리(cos.jar)를 다운받았다.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 POST메소드를 사용하였고 POST메소드를 사용한 이유는 enctype에 

multipart/form-data옵션을 추가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구현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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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ing 결과: 위에서부터

미지파일

2.2.2.2.3. WolframAlpha format

업로드된 이미지를 서버 내부에서

format으로 변환된 수식 TEXT를

사용자는 단지 폰에서 수식을

도록 구현하였다.  

다음은 핸드폰으로 계산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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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안드로이드에서 업로드하는 모습

미지파일 모습, 저장된 이미지파일 출력결과이다. 

WolframAlpha format으로 Redirection 

내부에서 수식인식모듈을 통해 처리를 한 후 

를 안드로이드 폰으로 Redirection시켜준다. 

수식을 찍은 후 업로드해서 기다리면 계산된 결과를 

결과를 받아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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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서버에 저장된 이

 WolframAlpha 계산 

 전송 받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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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rection 결과: 현재 수식인식모듈을 서버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구현 중이라 간단한 

데모를 통해 redirection결과를 캡쳐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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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UI 모듈 

2.2.3.1. 진행상황 

항목 세부내용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관련 시스템

설계 UI 모듈 설계

구현 

수식촬영

이미지 불러오

수식 잘라내기

수식 확인

출력 

이미지 저장

환경설정

테스트 UI 모듈 테스트

 

2.2.3.2. 상세 설계 및

본 모듈에서는 Camculator 의 기능을

입력에 따른 UI 흐름 및 각 Layout

Application Loading 화면 (초기화면

7가지 화면과 각 화면간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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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분석          

작성          

기술 연구          

시스템 분석          

설계          

수식촬영          

불러오기          

잘라내기          

확인          

         

저장          

환경설정          

테스트          

및 구현 

기능을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한다. 각 Layout

Layout 의 구성요소, 사용자 입력 방법 등을 정의한다

초기화면)부터 시작하여 수식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흐름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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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월 

      

      

      

      

      

      

      

      

      

      

      

      

      

Layout 에서 사용자 

정의한다. 

보여주는 화면까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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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현 내용 

 

프로젝트명 Camculator 화면 명 수식 잘라내기 Ver 0.1 

속성 Landscape(Only) Activity CropImageActivity 페이지 P_5 

경로 메인 -> 수식 촬영 -> 수식 잘라내기 

 

 

   
 

   

 

 

화면 설명 

1 비틀어진 이미지 경우 멀티 터치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회전 시킨다. 

2 드래그 버튼을 누른 후 드래그 후 사각형 영역의 크기를 조절 

3 Ok 버튼 클릭 시 Crop 된 이미지가 서버로 전송 된다. 

4 Cancel 버튼 클릭 시 수식 촬영 화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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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3.1 인식 모듈 

 수식계산모듈이 수식처리서버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수식인식은 서버에서 수행한다. Device와 

인식모듈간에 정해져 있던 각종 File Path들은 Server환경에 맞게 재조정되었다. 

 

 Conversion 모듈 전면 수정 
 

기존의 수식계산모듈은 인식모듈에서 전달받은 MathML String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변

경된 수식처리서버에서는 수식인식모듈의 Output을 Mathmetica기반의 WolframAlpha에 입력하여 

계산된 결과를 읽어온다. 

 

이에 맞추어 Conversion모듈은 MathML String을 생성하는 구조에서 WolframAlpha Input을 생

성하는 구조로 전면 수정되었다. 

 

3.2 수식처리 서버 

3.2.1  수식계산모듈 → 수식처리서버 

기존의 수식계산모듈을 구현하는데 JScience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JScience라이브러

리에서 다항식 같은 식들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삼각함수나 기타 함수들을 계산하는데 다양한 

변수를 지원하지 못해 다양한 수식 계산구현의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jsp서버를 구축해 인식

된 수식을 웹 상에서 Mathmetica를 이용한 WolframAlpha(http://www.wolframalpha.com/)에 

redirection시켜 수식의 계산을 담당하기로 했다. 

 

다만 계산모듈구현에 필요한 MD와 서버구축에 필요한 MD를 맞추기 위해 수식인식모듈을 서

버에서 처리하여 수식인식 속도를 높이기로 하였고, UI모듈에서는 서버로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서버에서 처리된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로 시스템구조를 변경하였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현재의 시스템 구조로 변경 시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수식인식속도개선 

기존의 안드로이드폰 내부에서 영상처리와 문자인식을 처리하였을 때 모바일기기의 시스

템사양에 따라 인식속도가 다르고, 기본 인식속도 또한 느렸지만, 서버에 인식모듈을 탑

재하는 것으로 수정 하였을 때, 사용자는 일정한 처리속도를 기대할 수 있고, 그 속도 또

한 개선된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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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쉬운 확장성 

기존의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확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있었지만, 서버를 구축하였을

하게 되므로 타 OS로의

 

3. 다양한 수식계산 가능 

WolframAlpha는 수치해석프로그램인

줄에 달하는 Mathmetica

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에게 훨씬 많은 정보를

 

 변경된 Camculator의 시스템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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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내부에서 안드로이드SDK에 맞게 구현되어

시스템을 통째로 변경하려는 OS의 SDK에 맞게 변경해야

구축하였을 때, 스마트폰은 단지 서버에 접근을 위한

로의 확장성이 쉬워진다. 

 

수치해석프로그램인 Mathmetica를 기반으로 한 계산엔진으로써

Mathmetica 코드로 프로그래밍되었으며, 약 1만 개의 CPU

거의 모든 수학식을 계산 포멧에만 맞춘다면 계산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존 시스템구조 

수식계산 시스템 (Camculator) 

ALSO 

2012-MAY-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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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되어 다른 모바일OS로 

변경해야 하는 단점이 

위한 컨트롤러 역할을 

계산엔진으로써 700만 

CPU를 통하여 구동한

계산이 가능하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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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시스템구조 

 

3.3 UI 모듈 

3.3.1  수식 불러오기, 수식 저장 삭제 

수식 이미지 인식 모듈이 서버로 이전 되어 스마트 폰 에서는 인식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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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환경 설정 추가 

수식 촬영 화면에 환경 설정 버튼을 추가 하여 촬영 시 필요로 하는 환경을 사용자의 의도로 설

정 하기 위하여 추가 하였다. 

 

환경 설정 기능 

Gyro Sensor On/Off 

Flash On/Off 

이미지 저장 On/Off 

 

4 향후 추진계획 

4.1 인식 모듈 

4.1.1  AST Construction (Complex Operation) 

Abstraction Syntax Tree는 Wolfram-Alpha Input의 문법에 맞게 Conversion 결과가 생성될 수 

있도록 Construction 되어야 한다. 현재 Fraction, Summation, Limitation, Exponent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으며, 이 후에는 Integration, Differential, Root, Log등의 복잡한 Operator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한다.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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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처리 서버 

4.2.1  수식처리서버 

4.2.1.1. tomcat에서 JNI라이브러리파일을 찾지 못하는 문제 해결 

현재 수식인식모듈을 수식처리서버에 탑재한 상태이지만, tomcat과 JNI library파일(*.so)의 연동

실패로 서버내부에서 인식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지금 상태에서 인식기능을 수행하면 다음

과 같은 에러페이지가 나타난다. 

JNI Library 로드 실패 

 

위와 같은 연동실패문제는 java.library.path 설정으로 해결 가능하여 path 를 설정하였지만, 컴파일 

된 JNI Library 파일이 32bit 머신에서 빌드 된 것이라 64bit 인 호스팅 서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에러가 출력되어 2 차 중간보고가 끝난 후 바로 64bit 머신에서 빌드하여 탑재할 계획이다. 

 

4.3 UI 모듈 

- 서버에서 인식 후 계산 된 결과를 스마트 폰 WebView에 보여주기 위해 두 모듈간의 정

책 수립 및 구현 

- 각 컴포넌트 이미지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