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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amculator는 Camera와 Calculator의 합성어로, 카메라를 통해 정지영상으로 입력된 

수식 이미지를 처리하여 다양한 수학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식계산 시스템이다. 

Camculator는 카메라가 탑재되어있는 Smart Phone에서 작동한다. 입력은 Camera로 

촬영한 Image이고, 출력은 수식 처리결과를 표현하는 Vector Image이다. 

 

 

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정지영상에 나타나 있는 수식을 처리하여 수식의 계산 결과를 출력하는 Android기반

의 Smart Phone Application 을 개발한다. 문자 인식 중 필체인식은 그 구현이 매우 어

려우므로 인쇄되어있는 형태의 수식을 대상으로 하고, 추후에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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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공학용 계산기 발전 현황 

공학용 계산기를 출시하는 대표적인 제조사

는 CASIO와 샤프전자가 있는데, 거의 모든 전자

기기들이 Smart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계산기의 경우는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 조차도 

예전의 디자인, 예전의 입력방식을 고수하고 있

다. Microsoft Mathematics의 경우 PC환경에서 

Handwriting으로 수식을 입력하면 이것을 처리

하여 답, 그래프, 풀이과정 등을 보여주는 기능

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수식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함과 동시에 

기존의 계산기처럼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

품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2.2.1.1. CASIO FX-9860G Slim 

모델명 FX-9860G Slim 

출시일 2007년 

특징 
기수-n계산/변환(2, 8, 16진수), 논리 연산, 복소수, Engineering 

symbol calculations, Engineering notation 

기능 

기초 

함수 

삼각, 역삼각, 쌍곡선, 역쌍곡선, 지수, 로그, 기본 로그, 제곱, 제곱근

(x2,√), 세제곱, 세곱제곱근(x3,3√),거듭제곱, 거듭제곱근(xy,x√), 분수, 

반올림, 60진법 <-> 10진법, 표시부 포맷(FIX, SCI), 각도 단위(Deg, 

Rad, Grad), 각도 단위 전환(Deg, Rad, Grad) 

미적분 미분, 적분 

대수학 연립방정식, 다항방정식(2차, 3차), 함수표, 행렬(최대 10x10) 

기하학 좌표전환 

확률 조합, 순열(nCr, nPr) 

통계 
난수, 리스트 기반의 STAT데이터 에디터, 표준편차, 회귀분석, 선형회

귀분석 Advanced statistics, 기타회귀 

재무 재무함수 

Figure 1 :  CASIO FX-9860G 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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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CASIO Classpad 330 

2008년에 출시된 Classpad 330은 Touch 

Panel을 탑재한 계산기다. 복잡한 기능들을 

모두 Touch Panel에 숨겨 버튼들의 배치나 

전체적인 모양을 깔끔하게 개선했다. 

기능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CAS 

(Computer Algebra System)를 탑재하여 수식

의 결과뿐만 아니라 풀이과정 또한 보여준다. 

조사된 계산기 중 가장 발전되어 보이는 제품

이지만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제공되는 기능들은 다른 제품들과 큰 차이

가 없다. 

 

 

 

 

 

 

모델명 Classpad 330 

출시일 2008년 

특징 기수-n계산/변환(2, 8, 16진수), 논리 연산 

기능 

기초 

함수 

삼각, 역삼각 쌍곡선, 역쌍곡선, 지수, 로그, 기본 로그, 제곱, 제곱

근(x2,√), 거듭제곱, 거듭제곱근(xy,x√), 분수, 퍼센트 계산, 각도 단

위 전환 

미적분 미분, 적분 

대수학 연립방정식, 다항방정식, 함수표, 행렬, 복소수 

기하학 좌표전환 

확률 조합, 순열(nCr, nPr) 

통계 
난수, 리스트 기반의 STAT데이터 에디터, 표준편차, 회귀분석, 선

형회귀분석, ab지수회귀 Advanced statistics, 기타회귀 

재무 재무함수 

  

Figure 2 : CASIO Classpad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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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기타 제품 

다른 제조사의 어느 제품을 찾아봐도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은 없어 보였다. CASIO와 샤프전자는 최근 몇 년간 새로운 공학용 계산기 모델을 

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전문적인 분야에만 쓰이기 때문에 UI개선에 관심

이 없어 보인다. 

 

  

Figure 3 : SHARP EL-5230(2005), SHARP EL-9900(2002), CASIO FX-5800P(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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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유사 제품 (Microsoft Mathematics, 2011) 

2007년에 Microsoft Math로 배포되었고, 2011년에 MS Math의 업그레이드버전으로 

Microsoft Mathematics (이하 MS Math)가 배포되었다. MS Math는 PC기반 Application으

로 입력창에 자유롭게 수식을 입력하면 두 가지의 Output이 제시되는데 Worksheet 탭에

서는 수식의 답과 풀이과정을 보여주고, Graphing 탭에서는 함수의 그래프를 보여준다. 
 

 
 

 

입력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답을 보여주지만, 미지수를 포함한 

식(방정식)을 입력하면 풀이과정과 각각의 단계에서 적용된 수학 법칙들을 설명

(Interpretation)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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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입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Ink Mode(필기 입력 모드)에서 마우스나 펜으로 

수식을 입력하면 이를 인식해서 문제를 푼다. 아래 그림은 펜으로 수식을 그려 넣는 것

이다. 마우스로도 가능하며 Tablet PC를 사용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 

인식률이 높은 편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영상처리를 통한 수식계산 시스템 (Camculator) 

팀 명 ALSO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2-MAR-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10 of 34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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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Math의 또 다른 Output은 Graph다. 입력된 함수를 분석하여 2차원 그래프로 출

력한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확대/축소/이동할 수 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영상처리를 통한 수식계산 시스템 (Camculator) 

팀 명 ALSO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2-MAR-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11 of 34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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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기존 공학용 계산기의 문제점 

지금까지 소개한 제품들은 모두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각각이 갖는 문제점들

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개선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1. 사용자들의 눈을 끌기에는 너무 투박하고 전문적인 외형.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싼 가격에, 유용한 기능들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보기에도 좋은 제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어느 것이 우선시 될지 모르지만 

제품의 외형이 제품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임은 확실하다. 

 

2. 수식을 한 눈에 볼 수 없는 Display 

계산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사용자

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또한 중요하다. 기기와 사용자가 의사소통 하는 수단은 기

기의 입력장치(Button)와 출력장치(Display)다. 현재의 계산기는 입력장치와 출력

장치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계산기의 Display는 한 줄의 간단

한 수식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 

 

3. 한 개의 버튼에 Overlap 되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PC에 탑재되어있는 계산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산기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휴대용 계산기다. 무언가 계산하고자 할 때 PC와 같은 커다란 기기들

을 들고 다니면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계산기들은 휴대성이 보장되어있

는 기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려면 각각의 기능에 매칭되는 Button이 있어야 하고, 제

공되는 기능이 많아질수록 Button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Button이 

배치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버튼에 여러 개의 기능을 

Overlap하여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렇게 배치된 기능들을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들고, 제품 매뉴얼을 

통해 별도로 제품을 학습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다. 

 

4. 제품별로 다른 수식 표현방법 / 입력방법 

계산기는 우리가 학습하여 익히 알고 있던 수식의 형태 그대로 Display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제품에 따라 각기 다른 수식표현 방법에 적응해야 한다. 또한 

수식을 입력할 때에도 기능을 선택 호출하는 CTRL, SHIFT, ALPHA, BETA키와 이

동 버튼을 동원하여 입력해야 하고, 수식의 수정이 매우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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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개발 내용 

2.3.1  영상처리 

2.3.1.1. 문자인식 

정지영상에 나타난 수식을 인식하기 위한 전 단계로 각각의 문자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Template Matching과 Feature Extraction 각각의 관점에서 실험하여 최적의 

기술을 적용한다. 

 

2.3.1.2. 수식인식 

수학에서 표현하는 다양한 유형의 연산자 및 기호에 기반으로 각각의 수식 요소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를 결정한다. 의미가 부여된 모든 문자들은 MathML타입의 String

으로 변환된다. 

 

2.3.2  수식처리 

수식을 표현하는 Data가 입력되었을 때 해당 수식에 대해서 최적의 절차를 적용하

기 위해서 수식의 유형을 분석한다. 유형을 분석한 뒤에는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절차

를 호출하도록 개발한다. 

 

2.3.3  User Interface 

Camculator의 내부형식으로 표현된 수식을 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의 벡터이

미지로 재구성되어 보여진다. 

UI는 Camculator의 기능들을 사용자들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008년 이후로 유명한 계산기 제조업체에서 신모델이 출고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 이 분야에 대해 더 이상의 시장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

만 계산기 시장은 매년 꾸준한 량의 수요가 발생한다. 국내 Smart Phone 이용자 수는 2

천만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가 수학에 노출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중학생부터는 암산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다소 복잡한 수식에 노출되어 살아간다. 

이러한 수학적인 활동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치 않는 요소들(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할 때 항상 그들의 교사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르는 것을 계산기가 대신하여 가르쳐줄 수 있는 일종의 Expert System으로 

구축된다면 학습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개별학습뿐만 아니라 이 솔루션을 활용한 교육방식의 변화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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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3.1 개발환경 

- 운영체제   : Android 2.2.1 
 

- 통합개발환경 : VS 10, Eclipse Indigo, NDK 
 

- 개발 언어  : C / C++, Java 
 

- 라이브러리 : Open CV, Android 2.2, JEuclid, JCommons-Math, MathML, 

JScience, google-Tesseract, JNI 
 

 

 

3.2 구동환경 

Camculator는 Android 2.2이상의 버전을 지원하는 Smart Phone에서 작동한다. Smart 

Phone의 내장 디지털 카메라는 1024*768이상의 Resolution을 지원해야 원활한 문자식인

을 할 수 있다. 카메라 입력에 대한 제약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촬영각도에 따라

서 Input Image를 왜곡시킬 수 도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기기에 중력센서가 내

장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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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물 상세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수식인식 

전처리 
수식이미지를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한다. 
API/함수  

Labeling 
이미지에 나타나는 문자영역을 

확인한다. 
API/함수  

 문자인식 
각각의 레이블을 인식하여 

Symbol 로 변환한다. 
API/함수  

수식 트리 생성 
변환된 Label 을 분석하여 수식 

Tree 를 생성한다. 
API/함수  

 수식 트리 변환 
수식 Tree 를 MathML 타입의 

String 으로 변환한다. 
API/함수  

수식계산 
 수식 유형분석 

입력된 수식의 유형을 분석하여 

알맞은 수식처리과정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한다. 

API/함수  

 계산 입력된 수식을 계산한다. API/함수  

UI 

 Loading 
Application 구동에 필요한 정보를 

Loading 한다. 
API/함수  

 수식촬영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식을 

촬영한다. 
UI  

 이미지 불러오기 
저장되어있는 수식 이미지를 

불러온다. 
UI  

 수식 불러오기 
저장되어있는 MathML 타입의 

수식을 불러온다. 
UI  

 수식 잘라내기 
이미지에서 원하는 수식의 영역을 

선택하여 잘라낸다. 
UI  

수식 확인 수식이 인식된 결과를 보여준다. UI  

 출력 수식이 계산된 결과를 보여준다. UI  

 이미지 저장 촬영한 이미지를 저장한다. UI  

 수식 저장 
MathML 로 변환된 수식을 

저장한다.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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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4.1  개요  

Camculator는 크게 세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수식 인식모듈은 Input 

Image에서 수식정보를 추

출하여 Math Library가 처

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식 계산모듈은 인식 모

듈에서 생성한 수식정보를 

분석하여 수식 계산결과를 

도출한다 

UI모듈은 수식인식/계산 

모듈의 각종 기능들을 호출

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의 

소통을 담당한다. 

 각 기능에서 입력/출력되는 데이터들의 흐름(DFD)는 다음과 같다. 

Process_5_수식인식은 수식인식모듈, Process_6_수식계산은 수식계산모듈에 해당하며, 나머지 부분

은 UI모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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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수식 인식 

수식인식모듈의 Input은 대학수학 및 중⦁고등 수학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있는 수학식을 촬영

한 Image다. Input Image 는 각종 수학기호와, Alphabet, 숫자, 등으로 이루어진 수식을 포함한다. 

모든 수식은 올바르게 인쇄되어있는 형태여야 하고, Font는 Word Processor의 수식편집기에 사

용되는 제한된 형태의 Font를 기준으로 한다. 

수식인식 모듈은 입력된 이미지를 처리하여 이미지에 담겨있는 수식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MathML String로 구성되어 다음 모듈로 전달된다. 

 

3.4.2.1. DFD 

 

3.4.2.2. DD 

3.4.2.2.1. 문자정보 

설 명 

인식된 문자들의 고유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문자영역 (Left, Right, Top, Bottom) 

2. 문자 크기 ((Right - Left) * (Bottom - Top)) 

3. 문자 Symbol (Ex. OP_INT, OP_SUM, FIG_1, ...) 

4. 후보문자 (해당 문자가 오 인식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대체

가능한 문자들. 매칭률이 높은 순으로 구성된다.) 

형 태 C Structure 

저 장 SD CARD, Memory 

참 

조 

출력 Process_5_1_문자인식 

입력 Process_5_2_수식트리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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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2. 수식트리 

설 명 
인식된 수식을 트리의 형태로 표현한 자료구조 

MathML문법과 1대 1로 대응되어 구축될 예정이다. 

형 태 C Structure 

저 장 SD CARD, Memory 

참 

조 

출력 Process_5_2_수식트리생성 

입력 Process_5_3_수식생성 

 

3.4.2.3. 입력 

입력은 모듈입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수식의 이미지다. 수식을 이루고 있는 문자들과, 그 유형

들은 다음과 같다. 

 

-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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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수식 유형 

항 목 포 함 기 호 Input Output 

Arithmetic 
   

Equation 

 

 

 

Simultaneous 

Equation 
 

 
 

Determinant 

 

 

 

Matrix 

Operation 
  

Inequality 
   

Differential 
  

 

 

 

 

Integ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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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tion 
 

 

 

Limitation 
 

 

 

 

3.4.2.4. 처리 

3.4.2.4.1. Process_5_1_문자인식 

 

 

문자인식 과정은 위와 같이 4가지 과정을 거친다. 입력되는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에서 사용자가 

계산하고자 하는 수식의 영역만 잘라낸 이미지다. Template Matching 기술을 사용하여 수식 이미

지로부터 문자를 추출한다. 출력은 인식된 문자들의 고유정보를 담은 array다. 

 

3.4.2.4.2. Process_5_2_수식트리생성 

문자인식 모듈로부터 입력 받은 문자정보를 분석하여 Expression Tree를 생성한다. Tree를 생성

할 때에는 AST(Abstract Syntax Tree) Library를 사용한다. Tree는 수식생성 모듈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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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3. Process_5_3_수식생성 

수식트리생성 모듈에서 입력 받은 AST를 MathML의 형태로 변환한다. 이미 구축되어있는 Open 

Source Converter를 사용할 계획이다. 

 

3.4.2.5. 출력 

출력은 MathML로 작성된 수식이다. 이 결과는 수식계산 모듈로 전달된다. 

 

3.4.2.6. 요구 사항 

- 성능 

잘라낸 이미지가 입력되면 5초 내로 MathML String을 출력한다. 또한 타 모듈에서 이것을 

Parsing했을 때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작성된 String이어야 한다. 

- 입력 

Input Image에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하나의 수식만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항상 하

나의 수식만이 포함되도록 촬영할 수는 없으므로 수식의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UI가 제공된다. 

수식은 반드시 수기가 아닌 일정한 폰트로 인쇄된 형태여야 한다. 필기체 인식은 현재 계획에 

없다. 또한 촬영각도, 이미지 밝기, 밝기변화, 선명도 등의 조건이 비교적 좋은 상태의 Image에 

대한 처리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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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수식 계산 

인식한 수식을 계산하여 필요로 하는 결과 값을 출력하는 모듈이다. 입력으로는 수식인식 모듈에

서 생성된 MathML을 수학 Library인 JCommons-Math와 JScience을 이용하여 수식에 대한 결과 

값을 출력한다. 

 

 

3.4.3.1. DFD 

 

 

 

3.4.3.2. DD 

3.4.3.2.1. 유형 Element 

설 명 수식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Symbol의 형태로 저장한다. 

형 태 String, Integer 

저 장 SD CARD, Memory 

참 

조 

출력 Process_6_1_Parsing 

입력 Process_6_2_수식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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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2. Elements 

설 명 
피연산자 집합. 각각의 피연산자가 어느 연산자와 결합되어있는지

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형 태 String array 

저 장 SD CARD, Memory 

참 

조 

출력 Process_6_2_수식 유형 분석 

입력 Process_6_3_Math Library 

 

3.4.3.2.3. 결과 값 

설 명 수식의 계산 결과. 

형 태 String  

저 장 SD CARD, Memory 

참 

조 

출력 Process_6_3_Math Library 

입력 Process_6_4_결과 출력 

  

3.4.3.3. 입력 

수식 인식 모듈에서 생성된 MathML Type의 Expression String을 입력 받는다. 

 

3.4.3.4. 처리 

입력 받은 MathML을 parsing 한 후 수식 유형을 분석 한 후 필요로 하는 Elements 와 수학 라

이브러리인 JCommons-Math와 JScience를 이용하여 결과 값을 얻는다. 

 

3.4.3.5. 출력 

수학 라이브러리를 통해 출력된 결과 값을 MathML로 변환하여 출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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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UI 

3.4.4.1. 개요 

UI는 Camculator의 기능을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한다. 각 Layout에서 사용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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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2. UI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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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크게 7가지 화면과 각 화면간의 흐름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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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  UI 상세 구조 

화면 ID UI - 001 화면 명 초기 화면 Description 

 

Orientation Landscape 

Component 

C1 Logo 화면 

 

Event 

C1 Touch  UI – 002 이동 

 

화면 ID UI - 002 화면 명 수식 촬영 Description 

 

Orientation Landscape 

Component 

C1 촬영 버튼 

C2 불러오기 버튼 

C3 Camera 

Event 

C1 Click 이미지 촬영 

UI – 003 이동 

C2 Click 이미지 불러오기 

갤러리 이동 

C3 Touch Focusing 

화면 ID UI - 003 화면 명 이미지 불러오기 Description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갤러리 사용  

 

화면 ID UI - 004 화면 명 수식 불러오기 Description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파일 브라우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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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ID UI - 005 화면 명 수식 선택 Description 

 

Orientation Landscape 

Component 

C1 수식 선택 버튼 

C2 수식 선택 취소 버튼 

C3 촬영된 이미지 

Event 

C1 Click 수식 이미지 Crop 

UI – 006 이동 

C2 Click UI – 002 이동 

C3 Touch, 

Drag 

수식 이미지 영역 

선택 

화면 ID UI - 006 화면 명 수식 인식 확인 Description 

 

Orientation Landscape 

Component 

C1 인식된 수식 이미지 

C2 계산 취소 버튼 

C3 계산 수행 리스트 

Event 

C2 Click UI – 002 이동 

C3 Click 계산 수행 

UI – 007 이동 

화면 ID UI - 007 화면 명 수식 계산 결과 Description 

 

Orientation Landscape 

Component 

C1 인식된 수식 이미지 

C2 계산 취소 버튼 

C3 계산 수행 리스트 

Event 

C2 Click UI – 002 이동 

C3 Click 계산 수행 

UI – 00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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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5.1  각도 

수식 촬영 시 스마트폰과 수식과의 각도가 ±30‘ 까지 허용 한다. 또한 거꾸로, 측면 에서 찍은 

이미지 또한 제한한다. 

 

 

약 30도 기울여 찍은 사진(인식 가능) 약 60도 기울여 찍은 사진(인식 불가능) 

 

 

 

비스듬히 찍은 사진(인식 불가능) 거꾸로 찍은 사진(인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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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선명도 

입력 이미지는 초점이 잡히고 문자가 뚜렷하게 보이는 이미지까지 인식한다. 

 

 

인식 가능 인식 불가 

 

 

3.5.3  조도 

입력 이미지의 조도는 문자와 배경이 뚜렷하게 구분 되는 정도 까지 인식한다. 

 

 

인식 가능 이미지 인식 불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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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여러 개의 수식이 포함된 이미지 

한 개의 이미지에 여러 개의 수식이 포함되어있으면 시스템은 어떤 수식을 처리해야 하

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의 수식만을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

미지 촬영 후에 이미지를 잘라내는 기능을 제공하여 원하는 수식의 영역만큼만 잘라내어 

입력하게 하여 해결한다. 

 

 

3.5.5  수 표현 능력의 한계 

계산결과가 무리수나, 컴퓨터로 표현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다면 계산결과를, 

Approximation, Symbolization, Simplification하여 정확하고 알아보기 쉬운 형대로 출력하도

록 구현되어야 한다.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 효익 

- Software Project Leader 

- 수식인식모듈 담당 

- 문자인식 

- 수식 트리 생성 

김 미영 

- User Interface 모듈 담당 

- Layout 구성 

- Touch Panel Event 처리 

이 재훈 

- User Interface 모듈 담당 

- UI 설계 

- Component 별 기능 구현 

이 홍렬 

임 대영 
- 수식계산 모듈 구현 

채 승완 

- 수식인식모듈 담당  

- 이미지 전처리 기능 구현  

- 이진영상 Labeling 구현 

- 수식 트리 변환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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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전처리 7 

Labeling 2 

문자인식 10 

트리생성 15 

트리변환 1 

수식 유형분석 10 

수식계산 20 

Loading 3 

수식촬영 3 

이미지 불러오기 3 

수식 불러오기 3 

수식 잘라내기 3 

수식 확인 3 

출력 6 

이미지 저장 3 

수식 저장 3 

합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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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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수식인식모듈 설계                

수식계산모듈 설계                

UI 모듈 설계                

구현 

전처리                

Labeling                

문자인식                

트리생성                

트리변환                

수식 유형분석                

수식계산                

Loading                

수식촬영                

이미지 불러오기                

수식 불러오기                

수식 잘라내기                

수식 확인                

출력                

이미지 저장                

수식 저장                

테스트 

인식모듈 테스트                

계산모듈 테스트                

UI 모듈 테스트                

통합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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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요구사항 분석, 개발 환경 완성 

(Android SDK, OpenCV, Eclipse, JNI)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SRS 

~ 2012-03-08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SDD 

2012-03-09 2012-03-14 

1 차 

중간 보고 

기본기능 구현 완료 (전처리, Labeling, 문자인식, 

Loading, 수식촬영, 수식 잘라내기, 수식 확인, 출력)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3-21 2012-04-05 

2 차 

중간 보고 

확장기능 구현 완료 (트리 생성, 트리 변환, 수식 

유형분석, 수식 계산, 수식 저장/불러오기, 이미지 

저장/불러오기)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4-06 2012-05-03 

구현 완료 

모듈 통합,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어플리케이션 실행파일 

2. 구현 소스 코드 

3. 시험 계획서 

2012-05-04 2012-05-10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시험 결과 보고서 

2012-05-11 2012-05-23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포스터 

3. 어플리케이션 

2012-05-24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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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이효익 전처리 2012-03-15 2012-03-22 7 
채승완 Labeling 2012-03-15 2012-03-17 2 
이효익, 

채승완 문자인식 2012-03-23 2012-04-02 10 

이효익 트리생성 2012-04-03 2012-04-18 15 
채승완 트리변환 2012-04-03 2012-04-04 1 
이홍렬, 

임대영 수식 유형분석 2012-03-15 2012-03-25 10 

이홍렬, 

임대영 수식계산 2012-03-15 2012-04-04 20 

김미영 Loading 2012-03-15 2012-03-18 3 
이재훈 수식촬영 2012-03-15 2012-03-18 3 
김미영 이미지 저장 2012-03-30 2012-04-05 3 
이재훈 이미지 불러오기 2012-03-30 2012-04-05 3 
김미영 수식 잘라내기 2012-03-19 2012-03-22 3 
이재훈 수식 확인 2012-03-19 2012-03-22 3 
이재훈, 

김미영 출력 2012-03-23 2012-03-29 6 

김미영 수식 불러오기 2012-04-06 2012-04-10 3 
이재훈 수식 저장 2012-04-06 2012-04-10 3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6 대 개인 2012-03-02 2012-05-31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재훈, 임대영, 

김미영 2012-03-02 2012-05-31 PXA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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