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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ummary 

Camera Calculator 

Camculator 
영상처리를 
이용한 
수식계산 
시스템 

What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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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xt Diagram 
Summary 

Camculator는 Camera로부터 
입력 받은 수식의 정지영상을 처리하여 
다양한 계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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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Recognition 

Calculation 

User Interfac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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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User Interface 

Recognition 

Calculation 

Overview 

User Interface 

Calculation 

Resource Loading Binarization Labeling 

Recognition 

AST Construction Label Merge Conversion 

MathML, Wolfram Alpha Input 

Expression Image Path 

Recognition 
Constraints 

비틀어지거나, 흐리거나, 
밝기가 정상적이지 않은 영상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좋은 품질의 영상을 입력하기 위해 
초점거리, 조명, 촬영각도 등을 신경 써야 하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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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Resource Loading 

Expression Image Template Image 

영상처리를 하기에 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memory에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Expression Image는 원본 영상에서  원하는 수식의 영역을 잘라낸 이미지이고, 
Template Image는 문자인식에 사용될 학습 데이터입니다. 
총 62종, 500여 개의 학습데이터를 사용합니다. 

Recognition 
Binarization 

Expression Image에서 문자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영상 이진화를 수행합니다. 
Static Threasholding은 영상의 특성에 따라 이진화의 성공률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Adaptive Threasholding을 적용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min(Width, Height)/2인 
정방형 필터(붉은색 사각형) 를 사용합니다.  

Static 

Ada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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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Labeling 

이진화된 영상에서 문자영역을 추려내는 
Labeling을 수행합니다. 
 

영상을 탐색하여 흰색픽셀을 찾고 인접된 
흰색픽셀을 연쇄적으로 탐색하여 하나의 
영역을 형성합니다. 4-Neighbor집합에서 
인접픽셀을 검색합니다. 

Left 

Top 
Width 

Height 

한 영역의 크기가 40픽셀을 넘지 않으면 
Noise로 간주하여 무시합니다. 
각각의 영역은 좌측상단의 좌표와 
영역의 수직, 수평길이로 저장됩니다. 
 

Labeling을 모두 수행하면 영상 내에서 
문자로 추정되는 영역의 개수와 각각의 
정보가 반환됩니다. 

Recognition 
Character Recognition with Template Matching 

Loading에서 확보한 Template Image와 Labeling에서 추출한 문자영역을 
Template Matching하여 문자인식을 수행합니다. Correlation Coefficient는 적어도 
0.7이 넘어야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값에 해당하는 Template
를 인식된 문자로 간주합니다. Matching에 실패하면 자동적으로 ‘(‘가 할당되고, 이
것은 수식인식 실패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인식하는 심볼은 62가지입니다. 

Template Label 

𝜶 ≥ 𝟕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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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Character Recognition with Template Matching 

문자인식에 성공하면 문자의 종류를 의
미하는 식별자가 할당되고, 해당영역의 
기하정보를 분석하여 10가지 수치로 세
분화합니다. 이 수치들은 AST를 형성하
는 근거로 쓰일 예정입니다. 

Left Right 

Top 

Bottom 

Width 

Height 

Area : Width x Height 

Center 

Middle 

Ratio : Width / Height 

Recognition 
Label Merging Introduction 

𝒊, 𝒋, =, !, ≥, ≤, 

Template Matching만으로는 여러 개의 
Component로 이루어진 Symbol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두 과정을 거쳐 해결합니다. 

𝒔𝒊𝒏, 𝒄𝒐𝒔, 𝒕𝒂𝒏, 
𝒍𝒐𝒈, 𝒍𝒊𝒎 

1. Multi-component Character Detection 
 

2. Multi-component Operator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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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Multi-component Character Detection 

하나의 문자를 형성하는 여러 개의 Component를 Merge합니다. 
각각의 Multi-component Character를 식별할 수 있는 문법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등호 (=)를 식별하는 2차원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개의 MINUS Symbol 확인 
2. Width 일치도 확인 (오차범위 10%) 
3. Center 일치도 확인 (오차범위 10%) 
4. Height의 3배수 만큼 Minus Symbol을 중심으로 상,하 방향에 가상의 영역을 만

들고 그 해당 영역 내에 또 다른 Minus가 존재하는지 확인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 두 개의 Minus Symbol들은 하나의 영역으로 합쳐지고, 
새로운 Symbol이 할당됩니다. 

Recognition 
Multi-component Operator Detection 

Multi-component Character Detection을 완료하면 
여러 개의 문자가 하나의 연산자를 형성하는 Multi-component Operator를 찾아냅니다. 
sin, cos, tan, log, lim 등이 이에 해당되고, 각각은 고유의 문법에 의해 식별됩니다. 
다음은 극한기호(lim)를 식별하는 문법입니다. 

1. i Symbol확인 
2. 좌측에 근접한 L 또는 1 Symbol확인 
3. 높이 일치도 확인 (90% < Height < 110%) 
4. 우측에 근접한 m Symbol확인 
5. 높이 일치도 확인 (60% < Height < 80%)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 여러 개의 Symbol들은 하나의 영역으로 합쳐지고, 
새로운 Symbol이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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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AST Construction 

Label Merging단계를 거쳐 연산자와 피 연산자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산자와 피 연산자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Abstract Syntax Tree(이하 AST)를 형성해야 합니다. 
AST의 Node Type은 MathML Scheam을 따릅니다. 

mrow 

munderover munder mrow 

mrow msup 

mrow mrow 

mrow mrow 

Recognition 
Pressurize 

Pressurize(압박)는 2차원 연산자(Lim, Log, Integral, …)의 
피 연산자 집합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 극한연산자의 Under집합을 찾아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op이 극한 연산자의 Bottom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문자집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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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Pressurize 

Pressurize(압박)는 2차원 연산자(Lim, Log, Integral, …)의 
피 연산자 집합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 극한연산자의 Under집합을 찾아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op이 극한 연산자의 Bottom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문자집합 검색 

2. 극한 연산자의 Center에 대해서 Under집합의 Center가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면 
   해당 방향 끝에 있는 문자를 Under집합에서 제거 

Recognition 
Pressurize 

Pressurize(압박)는 2차원 연산자(Lim, Log, Integral, …)의 
피 연산자 집합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 극한연산자의 Under집합을 찾아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op이 극한 연산자의 Bottom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문자집합 검색 

2. 극한 연산자의 Center에 대해서 Under집합의 Center가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면 
   해당 방향 끝에 있는 문자를 Under집합에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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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Pressurize 

Pressurize(압박)는 2차원 연산자(Lim, Log, Integral, …)의 
피 연산자 집합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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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방향 끝에 있는 문자를 Under집합에서 제거 

Recognition 
Pressurize 

Pressurize(압박)는 2차원 연산자(Lim, Log, Integral, …)의 
피 연산자 집합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 극한연산자의 Under집합을 찾아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op이 극한 연산자의 Bottom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문자집합 검색 

2. 극한 연산자의 Center에 대해서 Under집합의 Center가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면 
    해당 방향 끝에 있는 문자를 Under집합에서 제거 

3. Under집합의 Center가 
    허용범위 내에 들어올 때 
    알고리즘 종료 

동일한 방법으로 Sigma, Log, 
Integral등의 피 연산자 집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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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AST Post-processing 

AST 후처리 단계에서는 Terminal Node에 있는 Symbol의 크기와 위치관계를 
분석하여 Exponent Expression을 의미하는 <msup>노드를 생성합니다. 
하나의 Terminal Node를 지수로 만들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좌측에 인접한 또 다른 Terminal Node A 가 존재한다. 
2. 높이가 A높이의 0.75배 보다 작다. 
3. 넓이가 A넓이의 0.66배 보다 작다. 
4. Middle(수직중앙좌표)이 A의 Middle-Height/4보다 위에 존재한다. 

mrow 

mrow 

msup 

mrow mrow 

Recognition 
Conversion 

mrow 

munderover munder mrow 

mrow msup 

mrow mrow 

mrow mrow 

Post-processing을 거친 AST는 적절히 
Traversal하여 계산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Conversion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String을 반환합니다. 

1. MathML 
2. WolframAlpha 
 

두 유형의 특징은 Calculation Module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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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ULATION 

Calcul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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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 구현된 수식계산모듈로 계산 가능한 수식 유형 

Result 1 

Calculation 

: WolframAlpha로 계산 가능한 수식 유형 

: WolframAlpha로 계산 가능하지만 아직 인식불가 

Resul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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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6-1 전제조건: 
     1. 인식된 수식은 완벽한 MathML form을 갖춰야 함 
     2. 수식을 표현하는 MathML의 마크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Process of Parsing 

Calculation 

6-1 처리결과: 
     1. Parsing된 수식은 트리형태로 구축되어 수식의 구조를 나타나게 된다 
     2. 잘 구축된 트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Process of Pa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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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6-2 전제조건: 
     1. 수식은 트리구조의 형태로 잘 나타나져 있어야 한다 
     2. 만약 트리구조가 잘 나타나져 있지 않은 경우, 계산모듈은 해당 식의 계산을 
        포기할 수 있다 
 
6-2 처리결과: 
     1. 분석된 수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1.1.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형 
 1.2.  변수가 포함된 다항식(또는 방정식) 
     2. 나뉜 유형을 토대로 해당 Method를 호출한다 
 2.1.  일반형은 computeToPostfix(listOfElement)를 
 2.2.  다항식은 createEquation()을 호출하여 식을 구성한다 

Process of Analysis 

Calculation 

6-3 전제조건: 
     1. 유형별 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1.1.  일반형 -> Postfix의 수식 
 1.2.  다항식 -> JScience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Polynomial클래스 인스턴스 
     2. (1.2.)에서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다양한 계산을 수행 할 수 있다 
 2.1.  방정식의 근 
 2.2.  도함수 
 2.3.  부정적분식 
 2.4.  미분계수 
 2.5.  정적분 
 2.6.  수열의 합 등 

Process of Calculation 



2012-05-29 

18 

Calculation 

6-3 처리결과: 
     1. 전제조건에서 나열한 Method를 호출하여 원하는 계산 값을 각각 출력 
        할 수 있다 
     2. 계산된 결과는 String으로 UI모듈에 전달된다 
     3. 결과를 담은 String은 MathML형태이다 
 
6-4는 UI에서 처리된다 

Process of Calculation 

Calculation 
Process of Calculation(at ) 

JScience라이브러리로 구현한 모듈로 계산하는 경우 

WolframAlpha를 이용해 계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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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Compare CalculationModule with 

Calculation 
Compare CalculationModul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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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UI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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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화면 Touch시 수식 촬영 화면 이동 

초기화면 

UI 

갤러리에 저장된 이미지 불러오기 

영상 촬영 및 수식 선택 화면 이동 

화면을 Touch하여 Focusing 

초기화면→수식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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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Drag 하여 수식 영역 조정 

선택된 수식 계산, 
수식 계산 화면 이동 

수식 촬영 화면 이동 

초기화면→수식촬영→수식선택 

UI 

재촬영 
수식 촬영 화면 이동 

초기화면→수식촬영→수식선택→수식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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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Buttons 

Title Image 
Clip Arts 

Icon 

Etc.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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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인식속도 
Template Matching위해 사용하는 학습데이터는 62종, 500여 개 입니다. 
1개의 문자당 서로 다른 8개의 학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환경에서 1개문자당 0.7초의 인식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획기적인 인식기법을 적용한다면 인식속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식률 
Camculator는 다음 3가지 제약사항을 만족하는 영상에 대해 

94%의 인식률을 보입니다. 
 

1. 비틀어지지 않은 영상 
2. Blur되지 않은 영상 
3. 해상도가 충분히 큰 영상 

 

Blur된 영상, 왜곡된 영상에 대한 복원기술을 적용한다면 
더 적은 제약사항에서도 놓은 인식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Conclusion 
인식 불가능한 수식유형 

다음과 같은 수식 유형은 개발도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인식에 실패했습니다. 

Log Base가 명시된 영상 

병렬식 

절대값 

행렬 

지수를 포함하는 지수 

정적분 

근호 

식으로 구성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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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ALSO 
Camcula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