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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of character segmentation in a grayscale image using the standard deviation. Firstly,

the proposed method scans vertically the region of interest in an image in order to calculate a standard deviation for each

scan line. Characters' standard deviations are much bigger than the background'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egment

characters vertically using the differentiation of those two types of standard deviations. Secondly, the method scans each

vertically segmented image horizontally at this time, and then segments each image similarly. The proposed method is

implemented using C language in an embedded Linux system for a high-speed real-time image processing. Experiments

were conducted by using credit card image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quite successful for most

credit cards. However, the method fails in some credit cards with strong background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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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자 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은

문서를 디지털 영상으로 획득한 후, 영상 분석을 통해

문서 영상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코드로 바

꾸어 문서의 문자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1]. 현재 하

드웨어적인 기술상의 문제는 극복되었으나 소프트웨어

적인 기술상의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문자 인식 분야는 크게 인쇄체 인식 분야와 필기체 인

식 분야로 나눌 수 있고, 각 분야 별로 영문자 인식, 한

글 인식, 한자 인식, 숫자 인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특히 인쇄체 숫자 인식은 자동차 번호판 인식, 수

표, 지로(GIRO) 등의 자동화 처리를 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다[2-5]. 문자 인식 시스템은 대체로 디

지털 영상 획득(image acquisition), 전처리(prepro-

cessing), 문자 분할(character segmentation), 문자 인식

(character recognition), 후처리(postprocessing)의 단계

를 거친다. 문자 인식 시스템에서 문자 분할을 거친 후,

문자 인식기의 입력은 배경이 없는 분할된 한 개의 문

자(one segmented character)이어야 한다. 문자 분할은

이진화된 영상에서 수행하는데 배경(background)은 흰

색으로, 전경(foreground)인 대상체는 검은색인 문자로

구성된다는 가정하에 영상을 분할한다. 최근 문자 인식

응용 분야는 흰색 종이에 검은색 문자로 작성된 것에

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을 띈 배경에 여

러 가지 색을 띈 문자를 인식해야 하는 방향으로 응용

범위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양한 색과

심지어 무늬 패턴이 있는 배경에 대한 문자 분할과 문

자 인식은 요원한 실정이다. 실제로 자동차 번호판의

문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기존

의 녹색 배경에 흰색 숫자 2줄로 구성되었던 번호판을

흰색 배경에 검은색 숫자 1줄로 변경하였다[6]. 컬러

영상을 그레이스케일 영상으로 변환하면 단순히 색상

정보만 소실되고 문자 패턴의 형태는 그대로이다. 그러

나 그레이스케일 영상을 이진 영상으로 변환하면 임계

값(threshold value)에 따라 문자 패턴의 형태가 크게†E-mail : mjung@s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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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다. 즉, 어두운 색으로 된 배경의 일부가 전경이

되기도 하며 밝은 색으로 된 전경의 일부가 배경이 되

어 사라지기도 한다[7]. 이러한 경우 완벽한 영상 분할

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영상 분할에서의 에러 발생은 다

음 단계인 문자 인식의 인식률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외부 조명과 빛에 따라 밝기와 색조가 크게 변화하는

임의의 컬러 입력 영상에 대해 일정한 수행을 하는 이

진화 알고리즘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신용카드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해 영상

이진화 없이 그레이스케일 영상에서 문자 분할을 하고

추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불완전한 이

진화로 인한 문자 분할 에러를 최소화하여 문자 인식

기의 인식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 그레이스케일 영상에서 문자분할

2.1. 영상 이진화의 문제

이진화 처리를 한 후에 수행하는 기존의 문자 분할

방법은 문자 패턴을 구성하는 패턴을 픽셀 값 1 로 가

정하고, 그 외의 배경은 픽셀 값 0 으로 가정한 후 연

결성분 분석(connected component analysis)을 수행하

여 픽셀 값 1 로만 구성된 성분만을 영상에서 분할, 추

출하거나[8-9], 수직 투영(vertical projection)과 수평

투영(horizontal projection)을 수행하여 문자 패턴이 누

적된 투영으로부터 문자 패턴이 영상에서 존재하는 위

치를 찾아내어 문자를 분할한다[10-11]. 이렇게 이진화

처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법들은 픽셀 값이 0에서

255까지 임의의 값을 가지는 그레이스케일 영상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 Fig. 1은 신용 카드에서 카드번

호가 존재하는 후보 영역인 ROI(Region Of Interest)를

컬러 영상, 그레이스케일 영상, 두 가지의 이진 영상으

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전체 16 자리인 카드번호에서

보안상 앞 12 자리만 그림에 나타냈다. Fig. 1(c) 는 오

츠(Otsu) 알고리즘[12]을 이용해 찾아낸 임계값 80 으

로 이진화한 영상이다. 이진화 영상의 앞부분은 어두운

배경이 전경인 문자의 일부처럼 되어 문자 분할과 문

자 인식을 불가능하게 한다. 임계값이 80 보다 크면 더

욱 더 많은 배경이 전경의 일부가 된다. Fig. 1(d) 는

임의로 임계값을 50 으로 정해 이진화한 영상이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영상의 앞 부분에는 어두운 색의 배

경에서 유래한 잡영에 해당하는 패턴들이 남아있으며,

영상의 뒤 부분에서는 전경에 해당하는 문자 패턴이

사라져 문자 분할과 문자 인식을 어렵게 한다. 더구나

이러한 임계값 50을 임의의 영상에서 적절히 자동으로

찾아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

2.2. 표준 편차에 의한 수직 분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문자 분할 방법은 문자 패턴

이 존재하는 부분을 구성하는 픽셀 밝기 값들은 배경

을 구성하는 픽셀 밝기 값들에 비해 표준 편차가 훨씬

크다는 점을 이용한다. 먼저 그레이스케일로 된 입력

영상에서 문자가 존재하는 후보 영역인 ROI(Region

Of Interest)에 대하여 수직으로 영상을 스캔하며 각 수

직 라인에 해당하는 픽셀 값들의 평균 µ와 표준 편차

σ를 수식 (1) 과 (2) 로 부터 구한다.

(1)

 (2)

여기서 N 은 각 수직 라인에 존재하는 픽셀의 전체

개수이고 yi 는 수직 라인상에 있는 픽셀의 값이다.

Fig. 1(b) 의 그레이스케일 영상에서 각 수직 스캔 라인

에 해당하는 픽셀 값들의 표준 편차 σ를 수직 라인의

x 좌표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2 와 같다. 그래

프에서 라인 σ =19.72 는 모든 표준 편차의 평균을 나

타낸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숫자 패턴이 시작되는 x 좌

표에서 픽셀 밝기의 표준 편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숫

µ

N

i 1=
∑ yi

N
--------------------=

σ

N

i 1=
∑ yi µ–( )

2

N 1–
---------------------------------=

Fig. 1. Color image, grayscale image, and two binary

images with different threshold values of 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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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패턴이 끝나는 x 좌표에서 표준 편차가 급격히 감

소함을 알 수 있다. 표준 편차 그래프에서 표준 편차의

평균선과의 교점들은 숫자 패턴이 시작하는 점 xstart와

끝나는 점 xend의 후보점들이 된다. 이러한 후보점이 숫

자 패턴의 폭 width = xend −xstart의 범위를 만족시키면

숫자 패턴의 수직 분할점이 된다. Fig. 3 은 Fig. 2 에

서 검출한 교점들에 의해 Fig. 1(b) 의 숫자들을 수직

분할한 것을 보인다.

2.3. 표준 편차에 의한 수평 분할

수직 분할을 한 후에는 수평분할을 한다. 수직 분할

을 먼저 수행하는 이유는 문자는 가로로 씌여져 있으

므로 수직 분할점들이 수평 분할점보다 영상의 회전

변이에 대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수평 분할을 하기 위

해서는 수직 분할을 한 각각의 영상들에 대해 수평으

로 영상을 스캔하며 각 수평 라인에 해당하는 픽셀 값

들의 평균 µ와 표준 편차 σ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구

한다. Fig. 4 는 Fig. 3의 수직 분할한 숫자들 중, 숫자

‘5’에 대해 각 수평 스캔 라인에 해당하는 픽셀 값들의

표준 편차 σ를 수평 라인의 y 좌표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표준 편차의 평균선은

σ = 17.36이다.

앞의 수직 분할과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 그래프에서

표준 편차의 평균선과의 교점들은 숫자 패턴이 시작하

는 점 ystart와 끝나는 점 yend의 후보점이 된다. 이러한

후보점이 숫자 패턴의 높이 height =  yend - ystart의 범

위를 만족시키면 숫자 패턴의 수평 분할점이 된다. 여

기서는 숫자 ‘5’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Fig. 3 에 있

는 모든 수직 분할한 숫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수평

분할을 수행한다. 또한 수평 분할할 때 같은 줄에 있는

여러 숫자에 대해 ystart의 값들은 이론적으로 동일한 값,

실제적으로는 회전 변이 등에 의해 비슷한 값을 가진

다. yend의 값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Fig. 5는

Fig. 1(b) 의 그레이스케일 영상에 대해 표준 편차 수직

분할을 한 후, 최종적으로 표준 편차 수평 분할을 한

결과를 나타낸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C 언어로 구현하여 임베

Fig. 2. Standard deviations of each vertical scan line.

Fig. 3. The results of the vertical segmentation.

Fig. 4. Vertically segmented number '5', and its standard

deviations of each horizontal scan line.

Fig. 5. The results of the character segmentation for Fig.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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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드 리눅스 시스템에서 실험하였다. 다양한 배경 무늬

패턴과 배경색을 가지는 신용카드에 대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실험한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성공적으

로 신용카드 숫자를 분할하였다. Fig. 6은 성공적으로

분할한 신용카드의 ROI 영상 예를 나타냈다. 앞과 마

찬가지로 신용카드 번호는 보안상 10 자리 또는 12 자

리만 나타냈다. 제안한 문자 분할 방법은 신용카드의

배경 무늬 패턴과 배경색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

나 기존의 이진화 처리 후에 수행하는 문자 분할보다

는 훨씬 적은 영향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문자

분할 방법으로 성공한 Fig. 6에 있는 영상에 대해 이진

화를 수행한 결과는 모든 영상에 대해 이진화 처리를

실패하여 앞의 Fig. 1(c) 또는 Fig. 1(d)와 같이 문자와

배경이 혼합이 되거나 문자가 사라져 버렸다. 이진화

처리를 실패한 영상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로 문자

분할 또한 실패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문자 분할

방법이 성공한 신용카드는 그레이스케일 영상에서 배

경 무늬 패턴과 배경색이 문자인 전경과 어느 정도 구

분이 가능한 경우였다.

Fig. 7은 제안한 문자 분할 방법이 실패한 신용카드

의 ROI 영상 예를 나타냈다. Fig. 7에서 보인 신용카드

의 배경 무늬 패턴과 배경색은 사람도 쉽게 전경과 구

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뚜렷하여 그레이스케일 영상에

서 표준 편차로는 구분이 안되는 경우였다. 신용카드

번호인식의 경우, 한 개의 숫자라도 인식 에러가 발생

하면 인식된 다른 번호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분할할

전체 16자리의 숫자 중 한 개라도 분할에 실패하면 전

체 실패로 처리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배경색과 배경 무늬 패턴이 존재하는

영상에서 문자를 분할하기 위해 그레이스케일 영상에

서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문자를 분할하는 새로운 방

법을 제안했다. 제안한 방법을 신용 카드 숫자를 분할

하는 것에 실험한 결과는 기존의 이진화 처리에 의존

하는 문자 분할 방법이 모두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도

숫자를 분할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경인

숫자와 구분이 거의 안 되는 배경색을 가지거나 화려

하고 복잡한 무늬 패턴을 띄는 신용 카드에 대해서는

숫자 분할에 실패했다. 사람의 경우는 문자 분할과 문

자 인식을 동시에 병렬적이고 순환적으로 지능을 가지Fig. 6. The success images of the character segmentation.

Fig. 7. The failure images of the character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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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처리한다. 직렬 컴퓨터의 경우는 일회성의 문자 분

할과 이에 따른 기계적인 문자 인식을 수행함으로써

아직까지는 사람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친다. 차후 문

자 분할한 결과를 문자 인식 결과와 연계해 문자 인식

률이 낮으면 문자 분할을 다른 위치에서 다시 시도하

는 순환적 문자 분할과 문자 인식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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