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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for the number recognition on dot matrix LED display. The proposed method 

uses morphological processing that dilates dots of numbers and connects the dots into strokes. The size of numbers is 

normalized using horizontal projection because the gaps of do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ize of numbers. The 

numbers are segmented by connected component analysis and finally, template matching method recognizes the 

segmented numbers. The proposed method is implemented using C language in Raspberry Pi system with a camera 

module for a real-time image processing. Experiments were conducted by using various dot matrix LED display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s successful for the number recognition on dot matrix LED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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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숫자 정보를 표시하는 가장 간단한 디스플레이 장치로

는 7개의 선분(segment) 다이오드로 구성된 7-세그먼트 표

시 장치가 있다. FND(Flexible Numeric Display)라고도 하는7-

세그먼트 표시 장치는 비교적 값이 싸고 회로 구성이 단

순하기 때문에 전자회로의 내부적인 수치 정보를 나타내

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비슷한 역할을 하

지만 시각적으로 보다 뛰어난 점 행렬(dot matrix)디스플레

이 장치를 이용하여 수치 정보를 나타낸다. 이 장치는

LED를 격자 모양으로 서로 연결하여 LED 픽셀을 나타내

며 행과 열의 조합으로 접근하여 제어할 수 있다. 가장 

작은 규모의 5×7 LED도트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 조

차도 숫자뿐 아니라 영문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도 나
                                                                                                          
†
E-mail: mjung@smu.ac.kr 

타낼 수 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장치는 전자시계 시간 

표시,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 전광판 등에 많이 사용된다. 

5×7 LED도트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가 표시하는 한 

개의 숫자 또는 문자는 15내외의 LED픽셀로 되어 있어 

획(stroke)이 연결되지 않고 점점이 서로 떨어져 구성되어 

있다. 이보다 큰 LED도트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도 근

접하여 보면 마찬가지로 획(stroke)이 연결되지 않고 점점

이 서로 떨어져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떨어

진 점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이어서 가상으로 획을 구성

하여 문자를 인식하지만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를 위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형태학적 처리(morphological processing)

를 이용하여 떨어진 점들을 이어 붙이고 원형 정합을 사

용해 숫자를 인식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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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트 매트릭스 숫자 인식 
 

2.1 7-세그먼트와 도트매트릭스의 문자 
7개의 선분 다이오드로 숫자를 표현하는 7-세그먼트 디

스플레이 장치는 값이 싸고 회로 구성이 단순하기 때문

에 전자회로 내부의 수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주로 사

용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장치보다 부드럽게 숫자를 표현하

고 문자도 제한 없이 표현할 수 있는 LED도트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가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픽셀에 해

당하는 LED 도트가 많을수록 더욱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

게 문자를 표현할 수 있으나 장치가 커지고 복잡해지며 

가격이 급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5×7 크기의 폰트이다. Fig. 1(a)는 7-세그먼

트 디스플레이가 표현하는 숫자를 보이고 Fig. 1(b)는 5×7 

LED도트매트릭스 디스플레이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와 

영문자의 예를 나타낸다. 

 

 
Fig. 1. (a) The numbers of a 7-segment display, and (b) the 

numbers and the English characters of a 5×7 LED 
dot matrix display. 

 

이러한 디스플레이 장치는 전자시계 시간 표시, 온도 

및 습도 표시,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 간단한 전광판 등에 

많이 사용되는 데 Fig. 2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예를 

보인다. Fig. 2(a)에서 보듯이 문자들은 끊어진 선분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Fig. 2(b)에서는 문자들은 멀리서 보더라도 

떨어진 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 비전에서 문자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 영

상을 각각의 개별 문자 영상으로 분할한 후에 분할한 영

상에서 특징 추출을 하여 한 문자씩 인식한다. Fig. 2에 보

인 문자들을 개별 문자 영상으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끊

어진 선분과 점들을 이어서 문자의 획으로 만들어야 연

결성분 분석을 할 수 있다. 

 
Fig. 2. (a) Examples of 7 segment displays, and (b) examples 

of LED dot matrix displays. 
 

2.2 영상 이진화 
문자인 전경(foreground)과 문자가 아닌 배경의 구분을 명

확히 하기 위해 영상을 이진화한다. 영상 이진화(binarization) 

처리는 입력 영상의 픽셀 값이 0에서 임계값(threshold value)

까지는 출력 영상의 픽셀 값을 0으로, 임계값 이후에서 255

까지는 출력 영상의 픽셀 값을 255로 조작하는 간단한 처

리이다. 그러나 모든 임의의 입력 영상에 대해 적절한 임

계값을 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1]. 본 논문에서

는 입력 영상의 히스토그램에서 전경과 배경, 두 부분으로  

 

 
Fig. 3. (a) Binarizations of Fig. 2(a) with threshold values, 

106, 120, 53 respectively (left to right), and (b) 
Binarizations of Fig. 2(b) with threshold values, 102, 
116, 92, 95, 97 respectively (left to right and up to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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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진 영역 사이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임계값을 자

동으로 구하여 영상 이진화를 수행한다[2]. Fig. 3는 Fig. 2의 

영상들을 최대 분산법을 이용해 자동으로 임계값을 구해 

이진화 처리한 결과 영상을 보인다. 최대 분산법을 이용

해 구한 임계값은 Fig. 2(a)의 영상들은 왼쪽부터 각각 106, 

120, 53이고 Fig. 2(b)의 영상들은 왼쪽부터 각각 102, 116, 92 

아래로 95, 97이다. 

 

2.3 수평 투영을 통한 문자 높이 계산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나LED도트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에 표시되는 문자들은 한 줄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또한 디스플레이와 비전 시스템 

카메라의 거리나 카메라 해상도에 따라 비전 시스템에 

입력되는 영상의 문자 크기는 변화한다. 다양한 크기로 

입력되는 문자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영상 수평 투영(horizontal projection)을 사용하였다. 수평 투

영은 가로 방향으로 스캔하면서 흰색 픽셀의 개수를 히

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4(a)는 1 줄로 이루어진 

비교적 큰 영상을 Fig. 4(b)의 수평 투영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고, Fig. 4(c)는 3 줄로 이루어진 비교적 작은 영

상을 Fig. 4(d)의 수평 투영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

다. 문자가 존재하는 세로축 y 부분에는 흰색 픽셀이 집

중적으로 몰려 있다. 수평 투영 히스토그램에서 흰색 픽

셀이 시작하는 점 y0 와 끝나는 점의 y1 좌표 값들 사이가 

입력 영상에서 문자가 존재하는 부분이고 문자의 높이가 

된다. Fig. 4(b) 에서 y0=22이고 y1=76이다. 따라서 Fig. 4(a) 영

상에 있는 문자의 높이는 54픽셀이다. 마찬가지로 Fig. 4(d) 

에서 y0=20 이고 y1=62이다. 따라서 Fig. 4(c) 영상에 있는 문

자의 높이는 42픽셀이다. Fig. 4(c)의 영상은 Fig. 4(a)의 영상

보다도 축소되어 그림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구한 문자

의 높이는 뒤에서 영상 크기를 정규화할 때 사용된다. 

 

 
Fig. 4. (a) An image consists of one line, (b) the histogram 

image of its horizontal projection, (c) an image 
consists of three lines, and (d) the histogram image 
of its horizontal projection. 

2.4 이진 형태학 처리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나LED도트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에 표시되는 문자들은 끊어진 선분과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에서 적절한 문자적 특징을 추출을 하기 위해

서는 끊어진 선분과 점들을 이어서 문자의 획으로 만들

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진 형태학 처리(morphological 

processing)의 이진 팽창(binary dilation)을 이용하여 끊어진 

선분과 점들을 이어준다. 이진 팽창은 배경인 검은색과 

전경인 흰색으로 이루어진 이진 영상에서 전경인 흰색을 

확대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진 팽창 처리를 위해 Fig. 5

와 같이 3×3 팽창마스크를 사용하였다. 입력 영상을 3×3 

단위로 스캔하면서 팽창 마스크와 모두 OR처리한 결과

를 중앙픽셀에 결과로 출력한다. 

 

 
Fig. 5. Binary dilation with 3×3 dilation mask. 

 

 
Fig. 6. (a) 186×97 image with character height 54, (b) 120

×62 image with character height 35, (c) its binary 

dilation image, (d) 592×112 image with character 

height 93, (e) 222×42 image with character height 

35, and (f) its binary dilation image. 

 

입력 영상의 크기가 크면 점들도 크고 점들간의 간격

도 커서 한번의 이진 팽창 처리를 통해 점들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진 팽창 처리를 여러 번 수행하면 결국에는 점

들이 이어지지만 문자의 형태와 특징이 변형되거나 문자 

내 획들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임의의 입력 영

상에 대해 이진 팽창 처리를 몇 번 수행할지 결정하는 것

도 난해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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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한 문자의 높이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준

이 되는 문자의 높이를 35 픽셀로 설정하고 입력되는 영

상에 있는 모든 문자의 높이도 35 픽셀로 크기 정규화한

다. 문자 높이 정규화는 수평 투영을 통해 구한 문자의 

높이를 분모로 하고 정규화 높이 35를 분자로 하여 영상

의 가로와 세로에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Fig. 4(a)의 영상

은 문자의 높이가 54픽셀이므로  를 영상의 가로와 세

로에 곱하면 문자의 높이는 35가 된다. Fig. 6(a)와 Fig. 6(d)는 

영상의 크기가 다르고 따라서 영상내의 문자 크기(높이)

도 다른 예를 보여준다. Fig. 6(b)와 Fig. 6(e)에서 보듯이 문

자의 높이가 35로 크기 정규화 된다. 크기가 정규화되고 

점 사이 간격이 충분이 작아진 영상에 이진 팽창을 두 번 

적용하면 Fig. 6(c)와 Fig. 6(f)에서 보듯이 점들이 모두 서로 

붙어 문자의 획을 구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5 연결 성분 분석 

이진 팽창을 하여 점들을 연결한 영상에 연결 성분 분

석을 하여 개개의 문자를 분할하여 추출한다. 본 논문에

서는 연결 성분 분석을 위해 레이블링(labeling)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다[3][4]. 연결 성분 분석을 하면 Fig. 7에서 보

듯이 전경인 흰색으로 연결된 성분은 각각의 독립된 객

체로 분할되어 추출된다. 분할된 성분은 잘 보이도록 회

색 테두리(bound box)로 나타냈다. 

 

 
Fig. 7. (a) An image with 3 connected components (b) its 

extracted connected components in gray bound 

boxes, (c) an image with 7 connected components, 

and (d) its extracted connected components in gray 

bound boxes. 

 

2.6 원형 정합 

앞에서 이진 팽창을 하고 연결 성분 분석을 하여 추출

된 문자를 비전 시스템에서 인식하고 결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원형 정합(template match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원형 정합은 해밍 거리(Hamming Distance)[5]를 

이용해 원형과 미지의 입력 영상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

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형으로 Fig. 1(b)에 보인 5×7 

LED도트매트릭스 폰트에서 숫자를 선택했다. 원래 폰트

에서는 숫자 ‘0’과 영어 대문자 ‘O’를 구분하기 위해 숫자 

‘0’에 대각 방향으로 사선을 그어 ‘0’로 표시하나 국내에

서는 대부분의 경우 숫자 ‘0’으로 사용한다. 또한 숫자 ‘0’

을 사용하면 숫자 ‘8’과 특징이 유사하여 인식 시스템에

서 두 숫자를 혼동하여 인식하곤 한다. 

원형으로 선택된 숫자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35 픽셀로 

하고 두 번의 이진 팽창처리를 한다. 이진 팽창처리 후에

는 높이가 변형된다. 또한 숫자 1의 너비는 다른 문자에 

비해 작다. 원형으로 저장되는 모든 숫자는 가로 35, 세로 

25로 크기 정규화 한다. 

 

 
Fig. 8. (a) The binarization processed image of 5×7 LED 

dot matrix font numbers with character height 62, (b) 
the size normalized image with character height 35, 
and (c) templates in bound boxes: twice binary 
dilation processed, connected component analyzed 
and size normalized images. 

 

Fig. 8(a)는 5×7 LED도트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

용되는 폰트로 표시된 숫자 영상을 이진화처리 한 결과

를, Fig. 8(b)는 이를 높이 35픽셀로 크기 정규화 결과를 보

여준다. Fig. 8(c)는 Fig. 8(b)의 영상을 두 번 이진 팽창처리

하고 연결 성분 분석을 통해 개별 영상으로 분리한 후, 25

×35로 크기 정규화한 영상을 나타낸다. 가시성 때문에 회

색 테두리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Fig. 8(c)의 영상은 숫자인

식 시스템에서 원형 정합을 할 때 원형으로 사용된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C 언어로 구현하여 카메라 

모듈이 장착된 라즈베리파이 시스템에서 실험하였다. 

Fig. 9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영상 형태학적 

처리를 한 후 원형 정합을 이용하여 도트 매트릭스 LED 

디스플레이의 숫자 인식을 실험한 영상들 중 일부 예이

다. Fig. 9(a)는 엘리베이터가 위치한 층수를 알려 주는 디

스플레이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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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An elevator information display, (b) a thermometer 

(c) a clock, and (d) the expiration date of a milk 
carton. 

 

엘리베이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모든 숫자를 성공적

으로 인식하였다. Fig. 9(b)는 온도계의 디스플레이다. 마지

막 숫자 ‘7’은 원형에 있는 숫자 ‘7’과 앞부분이 다르지만 

성공적으로 인식을 하였다. 소수점과 ℃는 크기 정규화를 

했을 때 숫자의 세로 크기 35 픽셀에 비해 현저히 작으므

로 숫자 인식에서 제외 된다. Fig. 9(c)는 시계 디스플레이

다. 원형에는 숫자 ‘0’으로 되어있으나 숫자 ‘0’으로 표시

되어있다. 비전 시스템은 입력되는 숫자 ‘0’을 해밍 거리 

158로 계산해 숫자 ‘8’이 1순위로 되어 오류 인식하였다. 

숫자 ‘0’과의 해밍 거리는 190으로 2순위였다. 이외의 숫

자는 모두 성공적으로 인식하였다. 마찬가지로 시계의 시, 

분, 초를 나누는 콜론(:)은 크기 정규화를 했을 때 숫자의 

세로 크기 35 픽셀에 비해 현저히 작으므로 숫자 인식에

서 제외된다. Fig. 9(d)는 우유곽에 인쇄된 유통기한 영상이

다. 유통 기한도 5×7 LED도트매트릭스 폰트로 인쇄된 것

을 알 수 있다. 종이에 인쇄된 숫자는 검은색이므로 보수

화 처리하여 흰색으로 만든다. Fig. 10(a)는 Fig. 9(d)를 보수

화 처리한 것을 나타낸다. Fig. 10(b)는 이를 두 번 이진 팽

창한 결과 영상을 보여준다. 종이에 인쇄된 숫자도 보수

화 처리 과정이 앞에 추가될 뿐 LED 숫자 인식 절차와 

동일하다. 제안한 방법을 구현한 비전 시스템은 이를 모

두 성공적으로 인식하였다. 숫자 아래에 인쇄된 한글은 

원형에 있는 숫자와 해밍 거리가 너무나도 커서 인식 거

부(reject)된다. 

 

 
Fig. 10. (a) The complement processing of printed numbers, 

(b) the result of two binary dilation processing.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ED 도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 표시

되는 숫자를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LED 도

트 매트릭스 폰트는 여러 개의 점들로 숫자를 나타낸다. 

머신 비전에서 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연결 성분 분석

을 하여 개별 숫자만을 추출해야 하는 데 분리된 점들은 

이를 불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영상 

형태학적 처리인 이진 팽창 처리를 하여 분리된 점들은 

문자의 획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제안한 방법의 효과

를 실험하기 위해 원형정합 방법을 사용 하였다. 실험 결

과는 이진 팽창 처리된 LED 도트 매트릭스 숫자를 성공

적으로 잘 인식하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LED 도트 매트

릭스 숫자 ‘0’이 입력되는 경우에는 숫자 ‘8’과 특징이 유

사하여 인식 시스템에서 두 숫자를 혼동하여 인식하였다. 

오류 인식할 때는 1순위 숫자와 2순위 숫자의 해밍 거리

가 다른 순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후처리(post 

processing)에서 숫자 모양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오류를 복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것은 본 논문의 주제와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LED 도트매트릭스 디스플

레이의 숫자뿐만 아니라 인쇄된 도트매트릭스 숫자도 성

공적으로 잘 인식했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스마트 냉

장고에 우유를 저장할 때 우유의 유통기한을 인식하고 

기록하여 활용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LED 도트매트릭스 디스플

레이의 숫자에 한정해 실험하였지만 영문자나 한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아직까지는 기존의 7-세그먼트 디

스플레이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 7-세그먼트 디스플레

이의 숫자는 분리된 점이 아니라 분리된 선이므로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더 쉽게 연결하고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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