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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컬러 화상 처리 장치 및 패턴 추출 장치

요약

  유사의 색이라도 효율적으로, 정밀도 좋게 분리 추출 가능하게 한 컬러 화상 처리 장치를 제공한다.

  임계치 설정 수단(66)은, 주목 화소의 색 정보에 따라서 정해지는 임계치를 설정하고, 라벨링 수단(67)은 인접하는 화소

의 색 정보를 비교하여, 그 거리가 임계치 설정 수단(66)으로 정해지는 임계치 이내일 때에 동일한 라벨을 부여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색 정보 산출 수단, 기하학 정보 산출 수단, 분류 수단, 클러스터링 수단, 그룹핑 수단, 색차 산출 수단, 임계치 설정 수단,

라벨링 수단, 색 정보 비교 수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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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5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8은 도 7의 패턴 추출 장치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9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축소 화상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라벨링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임계치 참조 테이블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임계치 참조 테이블의 별도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외접 구형 처리 및 원화상 라벨링 처리의 설명도.

  도 14는 망점 인쇄법에 의한 컬러 화상의 표현 방법의 설명도.

  도 15는 망점 인쇄법에 의한 컬러 화상의 확대도.

  도 16의 (a)는 망점 인쇄법으로 균일색으로 인쇄된 영역을 나타내는 도면, 도 16의 (b)는 도 16의 (a)의 영역에 판독 메쉬

를 설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16의 (c)는 각 화소마다의 판독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인쇄 모델의 생성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색차 테이블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색차 테이블 생성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20은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21은 도 7의 패턴 추출 장치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2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모델 해상도 추정 처리의 설명도.

  도 2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색 라벨링 처리의 설명도.

  도 2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주목 구형의 주위의 탐색 범위의 설정 방법의 설명도.

  도 25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주목 구형의 주위의 탐색 범위에 관한 구형의 추출 방법의 설명도.

  도 26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주목 구형의 주위의 탐색 범위에 관한 구형 정보의 저장 방법의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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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7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문자선의 굵기의의 산출 방법의 설명도.

  도 28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문자선의 굵기에 의한 재그룹핑 처리의 설명도.

  도 29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윤곽 추적에서의 화소의 탐색 개시점의 설정 방법의 설명도.

  도 30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전류 화소로부터 본 방향 코드를 나타내는 도면.

  도 3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그룹 내의 큰 구형 삭제 처리의 설명도.

  도 3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구형 높이의 최대 빈도치의 산출 방법의 설명도.

  도 3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그룹 내의 중복 구형 통합 처리의 설명도.

  도 3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그룹 내 문자열 추출 처리의 설명도.

  도 35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문자열 내 분리 문자 통합 처리의 설명도.

  도 36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그룹 내의 문자열 사이즈에 의한 재그룹화 처리의 설명도.

  도 37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그룹 통합 처리의 설명도.

  도 38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구형 정렬에 의한 문자열과 유사한 그룹의 추출 처리의 설명도.

  도 39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노이즈 그룹의 삭제 처리의 설명도.

  도 40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그룹 내 동일색 패턴 추출 처리의 설명도.

  도 41의 (a)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원화상을 나타내는 도면, 도 41의 (b)는 도 41의 (a)의 라벨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 도 41의 (c)는 도 41의 (b)의 라벨 화상에 설정된 주목 구형을 나타내는 도면, 도 41의 (d)는 그룹 추출 결과를 나타

내는 도면.

  도 42의 (a)는 도 41의 (d)의 그룹 추출 결과를 문자선 굵기로 재그룹화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42의 (b)는 도 42의

(a)의 구형의 중복 통합 후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42의 (c)는 도 42의 (b)의 화상으로부터 구형 정렬에 의한 문자열

과 유사한 그룹을 추출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42의 (d)는 도 42의 (c)의 화상으로부터 그룹 내 패턴을 추출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43의 (a)는 도 41의 (a)의 화상으로부터 추출된 타이틀의 제1 후보의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 도 43의 (b)는 도 41의

(a)의 화상으로부터 추출된 타이틀의 제2 후보의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

  도 44는 종래의 색 분해 화상의 생성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45는 종래의 영역 확장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색 정보 산출 수단

  2 : 기하학 정보 산출 수단

  3 : 분류 수단

  11 : 클러스터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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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그룹핑 수단

  21 : 색차 산출 수단

  22 : 임계치 설정 수단

  23, 33, 67, 77 : 라벨링 수단

  31 : 제1 색 정보 비교 수단

  32 : 제2 색 정보 비교 수단

  41, 64, 74, 114, 134 : CPU

  42 : ROM

  43 : RAM

  44 : 통신 인터페이스

  45 : 통신 네트워크

  46 : 버스

  47 : 입출력 인터페이스

  48 : 디스플레이

  49 : 프린터

  50, 63, 73, 113, 133 : 메모리

  51 : 스캐너

  52 : 키보드

  53 : 드라이버

  54 : 하드 디스크

  55 : IC 메모리 카드

  56 : 자기 테이프

  57 : 플로피 디스크

  58 : 광 디스크

  61, 71, 111, 131 : 컬러 화상 입력 장치

  62, 72, 112, 132 : 외부 출력 장치

  65, 75 : 화상 축소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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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76 : 가변 임계치 설정 수단

  78 : 외접 구형 처리 수단

  79 : 원화상 라벨링 수단

  80 : 특정 영역 추출 수단

  115 : 인쇄 모델 생성부

  116 : 색차 테이블 생성부

  135 : 색차 테이블

  136 : 생 분해 화상 생성부

  137 : 문자 영역 추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컬러 화상 처리 장치 및 패턴 추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컬러 화상으로부터 헤드라인 등의 문자 영역을 추

출하는 경우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다.

  최근, 컴퓨터나 컬러 프린터 등의 주변 기기의 발달과, 그 저가격화에 따라, 컬러 화상을 처리하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컬러 화상을 영역 분할하고, 컬러 화상 중으로부터 특정 영역만을 추출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컬러 화상 중의 동일색 영역을 추출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기술은, 예를 들면, CCD 카메라로 촬영한 컬러 정경 화상을 처리 대상의 입력 화상으로 하는 경우에서는, 화상 인식에

의한 과일 선별이나, 차의 감시, 보안을 위한 인물 감시 등, 다방면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컬러 문서 화상을 입력 화상으로 하는 경우에서는, 화상으로부터 문서명이나 키워드 등을 자동 추출하여, 검색할

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서 기대되고 있다. 그 일례로서, 도서관에서의 책의 분류나, 관리의 자동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화상을 데이타 베이스로서 축적, 공유화하는 그룹 웨어에서의 자동 키워드 또는 파일명의 부여에 이용된

다. 이들 정보는, 방대한 양의 컬러 문서 화상을 검색하는데 사용된다.

  컬러 화상 중으로부터 특정 영역만을 추출하는 기술로서, 이하에 진술하는 바와 같은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1) RGB 색 공간 클러스터링법

  이 RGB 색 공간 클러스터링법에서는, 색 분해 화상의 작성이 행해진다. 즉, CCD 카메라로 촬영한 RGB 화상의 화소에 대

해 RGB 공간 상에서의 클러스터링을 행한다. 그리고, 하나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화소만으로 색마다의 화상을 작성하여,

동일 색의 영역을 추출하거나, 또한 이 수법으로 생긴 영역을 병합하거나 하여, 새로운 영역을 추출하는 것이다.

  도 44는 종래의 RGB 색 공간 클러스터링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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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4에 있어서, 컬러 문서 화상(501)이 입력된 것으로 하면, 가까운 색을 갖는 패턴을 추출하여, 클러스터링을 행한다.

예를 들면, 패턴(502, 507)이 청계통 색, 패턴(503)이 녹계통 색, 패턴(504∼506)이 적계통 색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하면, 청계통 색의 패턴(502, 507)이 속하는 클러스터(508), 녹계통 색의 패턴(503)이 속하는 클러스터(509) 및 적계통

색의 패턴(504∼506)이 속하는 클러스터(510)가 RGB 공간 상에 생성된다.

  클러스터(508∼510)가 생성되면, 하나의 클러스터(508∼510)에 속하는 화소만으로 클러스터(508∼510)마다의 화상을

작성한다. 이 결과, 클러스터(508)에 대해서는, 패턴(502', 507')으로 구성된 색 분해 화상(501a)이 생성되고, 클러스터

(509)에 대해서는 패턴(503')으로 구성된 색 분해 화상(501b)이 생성되고, 클러스터(510)에 대해서는 패턴(504'∼506')

으로 구성된 색 분해 화상(501c)이 생성된다.

  (2) RGB 이외 색 공간 클러스터링법

  RGB 공간에서 표현된 RGB 화상의 모든 화소를 HSV와 같은 별도의 색 공간으로 변환하고, 이 색 공간 상에서 어떤 클러

스터링을 행하고, 하나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화소만으로 색마다의 화상을 작성하여 동일색의 영역을 추출하거나, 이 수법

으로 생긴 영역을 병합하거나 하여, 새로운 영역을 추출하는 것이다.

  또, 종래의 컬러 문서 화상으로부터 문자 영역을 추출하는 기술을 기재한 문헌으로서, 예를 들면, 이하의 것이 있다.

  ·센다 등「문자의 단색성에 주목한 컬러 화상으로부터의 문자 패턴 추출법」 전자 정보 통신 학회 PRU94-09, p17- 24

  ·우에하네 등「등색선 처리에 의한 컬러 화상으로부터의 문자 영역의 추출」 전자 정보 통신 학회 PRU94-09, p9 -16

  ·마츠오 등「컬러 문서 화상으로부터의 단색 문자 영역의 추출」 1997 전자 정보 통신 학회 종합 대회 D-12-19

  ·마츠오 등「농담 및 색 정보에 의한 정경 화상으로부터의 문자열 추출」 전자 정보 통신 학회 PRU92-121, p25 - 32

  (3) 영역 확장법

  이 영역 확장법에서는, 인접하는 화소의 색의 유사성에만 주목하여 라벨링이 행해진다. 즉, RGB에서 표현된 화소를 대상

에, (R, G, B)의 각 색 요소의 최대치(max)를 구하고, 이에 따라 색 화소를 (R/max, G/max, B/max)라 정규화하고, 정규

화된 화상을 작성한다.

  도 45는, 종래의 영역 확장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5에 있어서, 화상 중의 화소 P1, P2, …를 각각 색 요소 RGB를 이용하여, P1(Rl, Gl, Bl), P2(R2, G2, B2), …로 표현

한다(①).

  다음에, 각 색 요소의 최대치를 구한다. 예를 들면, 화소 P1에서는, Rl, Gl, B1 중의 최대치를 max1로 하고, 화소 P2에서

는, R2, G2, B2 중의 최대치를 max2로 한다. 그리고, 이 최대치에 의해 각 색 요소를 정규화하여, 정규화된 화소 P1'(R1/

max1, G1/max1, B1/max1), P2' (R2/max2, G2/max2, B2/max2)를 작성한다(②).

  다음에, 이 정규화한 화소 P1', P2'에 대해, 서로 인접하는 화소 P1', P2'의 각 색 요소의 차분의 2승을 3요소에 대해 구하

고, 이것을 누적하여 인접한 화소 P1', P2' 사이의 거리 d=(R1/max1-R2/max2)2 + (G1/max1 - G2/max2)2 + (B1/

max1-B2/max2)2를 구한다(③).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거리 d가, 미리 정해진 고정의 임계치 TH0보다 작은 경우에, 양 화소 P1, P2를 동일 색이라 간주

하여, 이것에 동일한 라벨을 부여하는 라벨링을 행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전체의 화상에 대해 라벨 부여를 행한 후에, 동일

라벨의 것을 추출하여, 동일한 색 영역을 추출한다.

  이 영역 확장법은, 처리하는 대상이 화소의 주변만이므로, RGB 색 공간 클러스터링법에 비교하여 처리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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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역 확장법에 대해서는, 특개평5-298443호 공보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색 분해 화상으로부터 문자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상기한 "우에하네 등「등색선 처리에 의한 컬러 화상으로

부터의 문자 영역의 추출」전자 정보 통신 학회 PRU94-09, p9-16"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서는, 이하의

순서에 의해, 컬러 화상으로부터 문자 영역이 추출된다.

  ·1개의 색의 색 분해 화상으로부터 연결 영역의 외접 구형을 구한다.

  ·외접 구형의 사이즈 및 형상의 일정한 범위에 있는 것만으로 제한한다.

  ·구형마다 인접 구형 탐색 범위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관한 구형을 탐색하고, 상호 내부에 이러한 관계의 구형군을 그룹

으로서 추출한다.

  ·그룹 내의 구형의 무게 중심의 직선성이 좋은 것만을 남긴다.

  ·그룹의 외접 구형을 구하고, 그 내부를 대상으로 그룹을 구성하는 영역의 색에 유사한 패턴을 추출한다.

  그러나, 종래의 컬러 화상의 동일색 영역의 클러스터링 방법에서는, 이하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

  우선, RGB 색 공간 클러스터링법에서도, HSV 공간과 같은 다른 색 공간 클러스터링법에서도, 화상 전체의 화소를 사용

하여 클러스터링이 행해진다. 이 때문에, 도 4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패턴(502)의 색과 패턴(507)의 색이 다른 경우에 있어

서도, 패턴(502)의 색과 패턴(507)의 색이 가까운 경우에는, 추출하고 싶은 패턴(502)과 별도의 패턴(507)이 동일한 클러

스터(508)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패턴(507)의 색의 영향으로, 패턴(502)의 색이 원래부터 형성하는 클러스터

형상이 변화한다. 이 결과, 패턴(502)의 색이 형성하는 클러스터 본래의 색의 범위가 왜곡되어, 패턴(502)을 추출하는 경

우에, 정밀도가 좋은 영역 추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추출하고 싶은 패턴(502)의 색과 가까운 색의 패턴(507)이

별도의 장소에 있고, 양자가 1개의 클러스터(508)로서 추출되면, 클러스터(508)가 나타내는 색은, 패턴(502)의 색과 패턴

(507)의 색이 혼재한 것으로 되고, 이 클러스터(508)가 나타내는 색에서는, 패턴(502)의 색의 범위 및 패턴(508)의 색의

범위를 커버할 수 없고, 추출 결과의 패턴(502', 507')에 구멍(511, 512)이 생기거나, 윤곽이 깨끗하게 추출되지 않거나 하

는 경우가 있다.

  또한, RGB 색 공간 클러스터링법이나, HSV 공간과 같은 다른 색 공간 클러스터링법에서는, 화상 전체의 다수의 화소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링을 행하므로, 클러스터링을 위해 필요한 계산 시간도 커진다.

  또한, 영역 확장법에서는, 도 4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정규화를 행하기 때문에, 각 화소에서 제산(除算)을 행하기 위한 계

산량이 커진다. 또한, 제산의 결과를 부동 소수점의 데이타로서 전 화소분 보유할 필요가 있어, 처리에 필요한 메모리 자원

이 다수 필요해진다. 또한, 정규화한 후에도, 인접하는 화소가, 인간이 볼 때 동일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인접 화소와

의 색이 유사성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따라서는, 고정 임계치보다도 크게 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영역 중의 구멍이

나 영역 윤곽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인접 화소와의 관계만을 보고 있으므로, 문자 영

역과 배경 영역의 경계에서 서서히 색이 변화해 가는 경우에는, 문자 영역이 배경 영역과 동일 라벨로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종래의 문자 영역의 추출 방법에서는, 화상 전체에 대한 색 분해 화상이, 그 화상에 존재하는 색의 수만큼 생성되므

로, 색 분해 화상의 생성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각 색 분해 화상은 화상 전체에 대해 생성되므로, 예를 들면,

그 화상으로부터 타이틀을 추출하는 경우에, 타이틀 영역 이외의 색의 영향을 받기 쉽고, 타이틀의 추출 정밀도가 악화한

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연결 영역의 외접 구형을 구하는 경우, 추출한 색 분해 화상마다 화상 전체에 대해 처리를 행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컬러 화상으로부터 복수(추출한 색의 수 분의)의 종횡이 동일한 사이즈의 화상이 필요하게

되어,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외접 구형의 그룹핑도, 화상 전체에 대해 생성된 색 분해 화상마다 행해지므로, 처리에 시간이 걸림과 동시에, 추출

대상이 되는 문자가 다른 색 분해 화상에 클러스터링되면, 구제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그룹의 구성 시에 상호 탐색 범위에 관한 구형만을 추출하므로, 문자 패턴의 일부이지만, 작은 부분이 그룹으로부

터 누락되기 쉽다. 또한, 누락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 그룹 내의 색이 가까운 패턴의 추출을 마지막으로 행하지만, 이 때

에 색이 유사한 노이즈를 얻게될 수도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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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래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정규화 처리를 행하지 않고, 더구나 거리 계산을 행하는 처리 대상을 화상 영역의 일부에

한정한 컬러 화상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추출 대상이 되는 패턴의 누락을 억제하면서, 처리를 고속화하는 것이 가능한 패턴 추출 장

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3 목적은, 추출 대상이 되는 패턴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있어서도, 추출 대상이 되는 패턴을 정밀

도 좋게 추출하는 것이 가능한 패턴 추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하면, 컬러 화상을 입력하여 컬러 화상 신호를 출력하는 컬러 화상 입력 수단

과, 이 컬러 화상 신호를 유지하는 유지 수단과, 상기 컬러 화상 신호를 처리하는 연산 수단을 구비한 컬러 화상 처리 장치

에 있어서, 주목 화소의 색 정보에 따라서 정해지는 임계치를 설정하는 임계치 설정 수단과, 인접하는 화소의 색 정보를 비

교하여 그 거리가 상기 임계치 이내일 때 동일 라벨을 부여하는 라벨링을 행하는 라벨링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것에 의해, 인접하는 화소에 동일 라벨을 부여할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거리의 임계치를, 고정치가 아니라, 주목 화소의

색 정보에 따라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동일 범위인지 여부의 판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영역의 추

출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동일 라벨이 부여된 화소의 평균색을 구하는 평균 색 산출 수단과, 상기 주목 화소에

인접하는 화소의 색과 상기 평균색을 비교하는 평균색 비교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라벨링 수단은, 상기 비교 결과가 소

정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동일 라벨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추출 대상이 되는 영역의 색이 서서히 변화하고, 추출 대상이 되는 영역의 경계가 흐려져 있는 경우에 있어

서도, 추출 대상이 되는 영역과 배경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추출 대상이 되는 영역의 추출 정밀도를 향상시

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컬러 화상을 입력하여 컬러 화상 신호를 출력하는 컬러 화상 입력 수단과, 이 컬러 화

상 신호를 유지하는 유지 수단과, 상기 컬러 화상 신호를 처리하는 연산 수단을 구비한 컬러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컬

러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컬러 화상 신호를 축소하여 축소 화상을 작성하는 화상 축소 수단을 설치하고, 이 축소

화상으로부터 동일한 색으로 간주할 수 있는 영역을 구하고, 그 영역에 대응하는 원화상의 영역을 축소 화상으로부터 추출

한 색만에 주목하여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해, 축소 화상에 의해 동일한 색으로 간주할 수 있는 영역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였으므로, 동일한 색

으로 간주할 수 있는 영역을 추출하는 처리를 빠르게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상기 축소 화상으로부터 라벨 화상과 라벨 영역의 외접 구형, 이 대표색, 동일 라벨 영

역 내의 색의 종류의 수, 색의 종류 등을 구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원화상의 구형을 구하고, 그 구형 내부에서 대표색에 가

까운 화소를 탐색하여,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라벨 처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해, 축소 화상에 의해 라벨 화상과 라벨의 외접 구형, 그 대표색, 동일 라벨 영역 내의 색의 종류의 수, 색의 종류

를 구하고, 또한 그것에 대응하는 원화상의 구형을 구하고, 그 구형 내부에서 라벨링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라벨

링 처리를 빠르게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원화상의 라벨링을 행할 때에 축소 화상으로부터 구해진 모든 색의 종류와 유사성을

조사하고, 그것이 임계치보다도 작은 경우에 동일 라벨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해, 축소 화상으로부터 구해진 모든 색의 종류와의 유사성을 조사하고, 그것이 임계치보다도 작을 때 동일 라벨

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인간이 본 상태와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의 영역 추출을 할수 있다.

등록특허 10-0525692

- 8 -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색의 유사성을 색의 3요소로 독립한 가변 임계치를 이용하여 판단함과 동시에, 색의

차의 거리 dci로서 3요소에 대해 모든 각각의 가변 임계치보다도 작은 경우에 색의 차의 거리를 0으로 간주하고, 그것 이

외일 때 임계치보다도 큰 값의 거리라고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해, 색의 3요소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임계치를 설치하고, 이 3요소의 전부가 각각의 임계치 이내에 존재할

때에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임계치의 테이블의 용량을 작게 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확한 라벨 부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입력 화상 내의 패턴의 색 정보 및 기하학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패턴의 분류를 행하

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컬러 입력 화상 내에서 동일색이 부여된 헤드라인 영역을 추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컬러 입력 화상 내의

일부의 영역에 범위를 한정하고, 색 정보에 기초를 둔 패턴의 분류를 행하고, 헤드라인 영역과 관계 없는 떨어진 영역에 존

재하는 패턴을 분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거나, 헤드라인 문자가 되지 않는 작은 패턴이나 큰 패턴을, 색 정보에 기초를 둔

패턴의 분류 대상으로부터 제거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헤드라인 영역의 추출 처리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

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인접하는 화소끼리의 색 정보에 기초하여, 입력 화상 내의 화소의 클러스터링을 행하

는 클러스터링 수단과, 상기 클러스터링 수단에 의해 얻어진 클러스터끼리의 색 정보 및 기하학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클

러스터의 그룹핑을 행하는 그룹핑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입력 화상 내의 화소의 클러스터링을 행할 때에는, 자기의 화소의 근린의 화소와 색 정보를 비교하면 되고,

입력 화상 내의 모든 화소끼리를 비교하면, 화소끼리의 색 정보의 비교 횟수가 입력 화상 내의 화소수의 2승의 오더가 되

는데 대해, 자기의 화소의 근린의 화소와 비교한 경우에는, 화소끼리의 색 정보의 비교 횟수가 입력 화상 내의 화소수의 오

더로 끝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처리의 고속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클러스터링된 클러스터를 그룹핑일 때의 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에 의해, 동일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는 화소를 일체

적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개개의 화소를 처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룹핑 처리를 고

속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입력 화상 내의 일부의 영역에 범위를 한정하여, 색이 유사한 클러스터끼리의 그

룹핑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룹핑 처리의 보다 한층 고속화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제1 해상도에서는 동일색으로 간주되는 영역이, 제2 해상도에서는 다른 색의 집합이

라 판별되는 경우에 있어서, 상기 제2 해상도로 판별한 색의 변동의 범위 내의 영역을, 동일색의 영역으로서 추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기본이 되는 색의 도트의 크기 및 이들의 조합으로 입력 화상의 패턴의 색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력

화상 내에서는 동일색으로서 표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독 시의 해상도에 따라서는, 다른 색의 집합으로서 검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입력 화상의 판독 시에 동일색의 범위를 정밀도 좋게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입력 화상 내에서 동일

색으로서 표현되어 있는 영역으로부터 패턴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부족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라벨 화상으로부터 생성된 외접 구형 중, 소정의 범위의 크기의 외접 구형을 추출하고,

그 추출된 외접 구형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 탐색 영역을 설정하고, 라벨 화상으로부터 생성된 그 탐색 영역에 대한 외

접 구형을, 추출된 외접 구형에 대한 그룹핑의 후보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라벨 화상으로부터 생성된 외접 구형 중, 탐색 영역을 설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외접 구형을 소정의 범위의

크기의 외접 구형에 한정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입력 화상으로부터 문자 영역을 추출할 때에, 노이즈 등의 미세한 패턴이

나 배경이나 프레임 등이 큰 패턴의 외접 구형이, 문자열을 탐색할 때의 탐색 영역의 기준으로서 선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자열이 아닌 패턴에 대한 그룹핑 처리가 행해지는 것을 저감하고, 문자열만의 추출을 효율적으

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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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문자열을 탐색할 때의 탐색 영역을 주목하는 외접 구형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 설정함으로써, 주목한 외접 구형

의 근방의 문자만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입력 화상으로부터 타이틀 등을 추출할때에, 그 타이틀과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고, 그 타이틀을 구성하지 않은 문자가 동일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추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타이틀에 포함되는 일련의 문자만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입력 화상의 인접 화소 사이의 색 정보를 비교하는 제1 색 정보 비교 수단과, 상기 제1

색 정보 비교 수단에 의해 비교 대상이 된 화소의 색 정보와, 상기 화소에 인접하는 라벨 화상의 색 정보를 비교하는 제2 색

정보 비교 수단과, 상기 제1 색 정보비교 수단의 비교 결과 및 상기 제2 색 정보 비교 수단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라벨링

을 행하는 라벨링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색이 서서히 변화하는 경우에, 상호 인접하는 화소의 색 정보를 비교한 것 만으로는, 상호 인접하는 화소 사

이에서는 색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화소에 동일한 라벨이 부여되고, 이들의 화소를 찾아간 결과, 색의 차이가 누적하여,

전혀 다른 색의 화소에 동일한 라벨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해, 지금까지의 라벨 부여가 이루어진 패턴의 색 정보도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색의 차이의 누적치도 고려하면서, 라벨 부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색

이 서서히 변화하는 영역에 대해, 인접 화소 사이의 색 정보를 비교하면서 라벨링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색

의 화소에 동일한 라벨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소정의 색으로 표현된 영역의 인접 화소 사이의 색차를 산출하는 색차 산출 수단과, 상

기 색차에 기초하여, 임계치를 설정하는 임계치 설정 수단과, 상기 임계치에 기초하여, 상기 소정의 색으로 표현된 화소에

인접하는 화소의 라벨링을 행하는 라벨링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입력 화상이 망점 인쇄법(Halftone printing) 등으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화상 내에서는 동일색으로

서 표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독 시의 해상도에 의해서는, 다른 색의 집합으로서 검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입력 화

상의 판독 시에 동일색의 범위를 정밀도 좋게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입력 화상 내에서 동일색으로서 표현되어 있는

영역으로부터 패턴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부족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기본이 되는 색의 도트를 격자점에 배치한 메쉬를 상호 회전하여 중첩시키고, 또한, 상

기 도트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인쇄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망점 인쇄법으로 생성되는 색을 컴퓨터 상에서 가상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망점 인쇄법에 의한

색의 변동을 실제의 인쇄물을 이용하여 해석하지 않고, 망점 인쇄법에 의한 색의 변동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인쇄 모델로 표현된 색의 휘도치 및 상기 휘도치에 있어서의 인접 화소와의 색차를, 상

기 인쇄 모델에 있어서의 판독 시의 해상도마다 등록한 색차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실제의 인쇄물을 판독하는 디바이스의 해상도가 어떠한 것이더라도, 실제의 인쇄물로부터 판독된 색이 동

일색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임계치를 용이하게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인쇄 모델에서의 판독 시의 해상도를, 입력 화상에 대해 추정하는 모델 해상도 추정 처

리부를 구비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디바이스로 판독된 실제의 인쇄물을, 컴퓨터 상에서 가상적으로 생성된 인쇄 모델 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

해지고, 디바이스로 판독된 실제의 인쇄물에 대해, 인쇄 모델로 생성된 임계치를 적용하여, 라벨링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상기 모델 해상도 추정 처리부는, 상기 색차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색의 휘도치 및

색차가 입력 화상 전체에 가장 알맞는 해상도를, 상기 입력 화상에 있어서의 상기 인쇄 모델에서의 판독 시의 해상도라 추

정한다.

  이것에 의해, 디바이스로 판독된 실제의 인쇄물에 대해, 인쇄 모델로 생성된 알맞는 임계치를 입력 화상 전체에 적용하

여, 라벨링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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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상기 모델 해상도 추정 처리부는, 상기 색차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색의 휘도치 및

색차가 입력 화상이 국소적인 영역에서 가장 알맞는 해상도를, 상기 입력 화상의 국소적인 영역에서의 상기 인쇄 모델에서

의 판독 시의 해상도라 추정한다.

  이것에 의해, 디바이스로 판독된 실제의 인쇄물에 대해, 입력 화상 전체의 임계치와 맞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 영역

에 알맞는 임계치를 이용하여 라벨링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라벨링 처리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

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상기 모델 해상도 추정 처리부는, 상기 인쇄 모델에서의 판독 시의 해상도를 고정치로

한다.

  이것에 의해, 실제의 인쇄물에 대한 모델 해상도 추정 처리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라벨링된 라벨 화상끼리를 그룹핑하는 그룹핑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라벨링에 의해 추출된 문자 영역을, 문자열 영역으로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타이틀의 추출을 효율적

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상기 그룹핑 수단은, 라벨 화상의 외접 구형에 대한 색 정보 및 상기 기하학 정보에 기

초하여, 상기 라벨 화상을 동일한 그룹에 넣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컬러 입력 화상 내에서 동일색이 부여된 헤드라인 영역을 추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컬러 입력 화상 내의

일부의 영역에 범위를 한정하여 패턴의 추출을 행하고, 헤드라인 영역과 관계없는 떨어진 영역에 존재하는 패턴을 분류 대

상으로부터 제외하거나, 헤드라인 문자가 되지 않는 노이즈 등의 작은 패턴이나 배경 등의 큰 패턴을 처리 대상으로부터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헤드라인 영역의 추출 처리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라벨링된 패

턴을 외접 구형으로 표현함으로써, 문자 등을 구성하는 복잡한 패턴을 단순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져서, 패턴을

기억하는 기억 용량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패턴의 위치 관계 등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처리를 단순화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색 정보는, 외접 구형에 포함되는 패턴의 대표색이다.

  이것에 의해, 라벨링된 패턴을 외접 구형끼리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색 정보를 이용한 패턴의 그룹핑을 행할 때

에, 그 패턴을 구성하는 각 화소끼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요소의 갯수를 저감시켜, 처리를

고속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기하학 정보는, 주목하는 외접 구형으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외접 구형이

다.

  이것에 의해, 입력 화상으로부터 타이틀 영역 등을 추출할 때에, 그룹핑의 대상이 되는 외접 구형이 존재하는 범위를, 타

이틀 영역으로서 상응한 범위에 한정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타이틀 영역으로부터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는, 그룹핑 처리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처리를 고속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상기 기하학 정보 산출 수단은, 각 외접 구형이 속하는 종횡의 좌표에 대응하여 구형

번호를 저장하는 구형 번호 저장 수단과, 주목하는 외접 구형으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의 종횡의 각 좌표에 포함되는 구형

번호를 추출하는 구형 번호 추출 수단과, 상기 추출된 구형 번호 중 종횡의 좌표의 양쪽에 포함되는 것을, 주목하는 외접

구형으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외접 구형으로서 추출하는 근방 구형 추출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주목하는 외접 구형으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외접 구형을 효율적으로 찾아 내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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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상기 구형 번호 저장 수단은, 외접 구형의 구형 번호를 좌표치의 순서로 저장하고, 상

기 구형 번호 추출 수단은, 가장 작은 좌표치로부터 순서대로 구형 번호를 탐색하고, 좌표치가 변화할 때까지의 동안에 포

함되는 구형 번호를 그 좌표에 속하는 구형 번호로서 추출한다.

  이것에 의해, 외접 구형의 구형 번호를 저장하는 영역을 각 좌표치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주목하는 외접 구형으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외접 구형의 갯수분만큼, 기억 용량을 각 좌표치마다 미리 준비 해 둘 필요가

있는데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외접 구형에 대응하여 그 좌표치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외접 구형의 구형 번

호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 용량을 저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주목하는 외접 구형으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외접 구형으로서, 색차 테이

블로부터 요구한 색차보다도, 2개의 외접 구형 사이의 대표색의 색차가 작은 경우에, 2개의 외접 구형을 동일한 그룹에 넣

도록 한다.

  이것에 의해, 입력 화상으로부터 타이틀 영역 등을 추출할 때에, 그룹핑의 대상이 되는 외접 구형이 존재하는 범위를, 타

이틀 영역으로서 상응한 범위에 한정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외접 구형끼리를 비교하여 색 정보를 이용한 패턴의 그

룹핑을 행할 때에, 실제의 인쇄물의 판독 시에 발생하는 동일색에서의 색의 변동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처리를 고

속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판독 정밀도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라벨 화상의 패턴의 굵기에 기초하여, 상기 라벨 화상의 그룹핑을 행한다.

  이것에 의해, 굵기가 다른 문자를 각각의 그룹에 넣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입력 화상으로부터 타이틀 등을 추출할

때에, 굵기가 같은 문자로 이루어지는 문자열만을 1개의 타이틀로 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타이틀을 추출할 때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패턴의 윤곽 길이를 구하는 윤곽 추적 수단과, 상기 패턴의 면적을 구하는 면적 산출

수단과, 상기 패턴의 면적과 상기 패턴의 윤곽 길이와의 비에 기초하여, 상기 패턴의 굵기를 구하는 굵기 산출 수단을 구비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패턴의 굵기를 정밀도 좋게 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상기 윤곽 추적 수단은, 패턴의 윤곽이 되는 제1 화소로부터 상기 패턴의 윤곽이 되는

제2 화소를 탐색할 때에, 상기 제1 화소에 인접하는 8개의 화소 중, 상기 제1 화소의 이동원의 화소에 인접하는 화소로부

터 상기 제2 화소를 탐색한다.

  이것에 의해, 패턴의 윤곽이 되는 제1 화소로부터 상기 패턴의 윤곽이 되는 제2 화소를 탐색하기 위해, 제1 화소에 인접

하는 8개의 화소를 소정의 방향으로 탐색하고, 화소의 레벨이 배경의 레벨로부터 그 패턴의 레벨로 변한 점을 상기 제2 화

소로 하는 경우, 이미 추출되어 있는 상기 제1 화소가 패턴의 윤곽이 되는 점으로서 재차 추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

능해져서, 윤곽 추적 처리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그룹핑된 외접 구형의 크기에 기초하여, 문자 사이즈를 추정하는 문자 사이즈 추정 수

단과, 상기 문자 사이즈로부터 정한 소정의 범위를 초과한 외접 구형을, 상기 외접 구형의 그룹으로부터 삭제하는 구형 삭

제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모양이나 그림 등의 패턴이 타이틀의 근처에 존재하고, 타이틀을 구성하는 문자와 모양이나 그림 등의 패턴

이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된 경우에 있어서도, 모양이나 그림 등의 패턴을 그 그룹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타

이틀을 추출할 때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상기 그룹핑 수단에 의해 그룹핑된 외접 구형의 배치 상태에 기초하여, 문자열 방향을

추정하는 문자열 방향 추정 수단과, 상기 그룹핑 수단에 의해 그룹핑된 외접 구형의 배치 상태에 기초하여, 문자열을 추출

하는 문자열 추출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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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의해, 외접 구형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는 영역과, 외접 구형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영역을 구별하는 것

이 가능해져서, 외접 구형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영역을 타이틀 영역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타이틀 영

역만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그룹핑된 외접 구형의 그룹 내의 사이즈에 기초하여, 상기 그룹 내의 외접 구형을 재그

룹핑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크기가 다른 문자를 각각의 그룹에 넣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입력 화상으로부터 타이틀 등을 추출할

때에, 크기가 같은 문자로 이루어지는 문자열만을 1개의 타이틀로 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타이틀을 추출할 때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상기 그룹핑 수단에 의해 그룹핑된 그룹의 외접 구형으로부터, 소정의 크기를 만족시

키는 외접 구형을 추출하는 외접 구형 추출 수단과, 상기 추출된 외접 구형 중, 상호 인접하는 외접 구형의 상단 좌표 또는

하단 좌표가 가까운 것에, 횡 정렬 플래그를 부여하는 횡 정렬 플래그 부여 수단과, 상기 추출된 외접 구형 중, 상호 인접하

는 외접 구형의 좌단 좌표 또는 우단 좌표가 가까운 것에, 종 정렬 플래그를 부여하는 종 정렬 플래그 부여 수단과, 상기 횡

정렬 플래그 및 상기 종 정렬 플래그의 갯수에 기초하여, 상기 그룹의 문자열 방향을 결정하는 문자열 방향 결정 수단과,

상기 결정된 문자열 방향에 대응하는 플래그가 부여된 상기 그룹 내의 외접 구형의 갯수의 비율에 기초하여, 상기 그룹의

외접 구형이 문자열의 외접 구형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자열 결정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그룹 내의 외접 구형이 일렬로 다 같이 배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일렬로 다 같

이 배치되어 있는 외접 구형이 많은 그룹을 타이틀 영역이라 간주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입력 화상으로부터 타이틀

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그룹핑된 그룹의 외접 구형을 생성하는 외접 구형 생성 수단과, 그룹핑된 그룹 내의 패

턴의 대표색에 기초하여, 그룹의 대표색을 산출하는 대표색 산출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타이틀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색을 고려하여, 타이틀의 색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타이틀 영역의 국

소적인 색의 차이의 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타이틀의 색에 기초하여 타이틀 영역을 추출할 때의 정밀

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그룹의 대표색에 기초하여, 상호 인접하여 존재하는 그룹의 외접 구형을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동일한 타이틀을 구성하는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색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문자가 각각의 그룹

에 속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의 문자를 동일한 그룹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타이틀 영역을 효율적으로 추

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상호 인접하여 존재하는 그룹의 외접 구형의 크기의 차가 소정의 범위 내에 있고, 또

한, 그룹의 대표색의 차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그룹의 외접 구형을 통합한다.

  이것에 의해, 그룹의 외접 구형을 통합할 때에, 동일한 타이틀을 구성하는 문자로 이루어지는 그룹만을 효율적으로 통합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그룹의 대표색에 기초하여, 원화상의 화소를 그룹의 외접 구형의 범위 내로부터 재추

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타이틀을 구성하는 문자에 탁점이나 반탁점 등이 포함되어 있고, 타이틀 영역의 국소적인 색의 차이의 영향

으로, 이들 탁점이나 반탁점 등이 타이틀의 그룹으로부터 누락된 경우에 있어서도, 타이틀 영역의 전체적인 색과 비교하

여, 이들 탁점이나 반탁점 등을 재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타이틀을 추출할 때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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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재추출된 화소를 2치화하는 2치화 수단과, 상기 2치 화상의 라벨링을 행하는 제2 라

벨링 수단과, 상기 제2 라벨링 수단에 의해 라벨링된 패턴의 외접 구형이 임계치보다 큰 것을, 상기 그룹에 추가하는 추가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탁점이나 반탁점 등을 타이틀 영역으로부터 재추출할 때에, 타이틀과 동일색의 미세한 노이즈가 타이틀 영

역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 노이즈만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타이틀을 추출할 때의 정밀도를 향상시키

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그룹핑된 그룹의 외접 구형의 면적, 위치 및 위치 관계의 정보에 기초하여, 그룹 내의

패턴의 출력 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입력 화상으로부터 복수의 타이틀 후보가 추출된 경우에 있어서도, 타이틀다움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져

서, 타이틀로서의 우선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순으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그룹핑된 그룹의 외접 구형 내의 라벨 화상에 1의 레벨을 부여한 2치 패턴을 생성하도

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색 정보를 이용하여 라벨링된 라벨 화상으로부터, 2치 화상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컬러 화상으로부

터 추출된 패턴의 인식 처리를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1에 있어서, 색 정보 산출 수단(1)은, 입력 화상 내의 패턴에 대한 색 정보를 산출한다. 기하학 정보 산출 수단(2)은, 입

력 화상 내의 패턴에 대한 기하학 정보를 산출한다. 분류 수단(3)은, 색 정보 산출 수단(1)으로 산출된 색 정보 및 기하학

정보 산출 수단(2)으로 된 기하학 정보에 기초하여, 입력 화상 내의 패턴의 분류를 행한다. 여기서, 색 정보는, 예를 들면,

색 공간 상에서의 패턴의 색이다. 또한, 기하학 정보는, 예를 들면, 패턴의 크기나 입력 화상 내에서의 위치, 또는, 다른 패

턴과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이다.

  이와 같이, 입력 화상 내의 패턴의 분류를 행할 때에, 패턴의 색 정보뿐만 아니라, 패턴의 기하학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컬

러 입력 화상 내로부터 동일색이 부여된 헤드라인 영역을 추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컬러 입력 화상 내의 일부의 영역에

범위를 한정하여, 다른 라벨이 부여된 동일색의 패턴을 1개의 그룹으로 통합하거나, 특정한 위치에 있는 패턴이나 소정의

크기의 패턴에만 주목하여, 다른 라벨이 부여된 패턴을 1개의 그룹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결과, 헤드라인 영역의 존재하는 가능성이 큰 범위에 대해서만 라벨링 처리를 행하거나, 헤드라인 문자가 되지 않는

노이즈 등의 작은 패턴이나 배경 등의 큰 패턴을 처리 대상으로부터 제거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헤드라인 영역의

추출 처리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헤드라인 영역 이외의 색의 영향을 적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헤드라인 영역의 추출 정밀도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2에 있어서, 클러스터링 수단(11)은, 이웃하는 화소끼리의 색 정보에 기초하여, 입력 화상 내의 화소의 클러스터링을

행한다. 그룹핑 수단(12)은, 클러스터링 수단(11)으로 얻어진 클러스터끼리의 색 정보 및 기하학 정보에 기초하여, 클러스

터의 그룹핑을 행한다.

  이것에 의해, 입력 화상 내의 화소의 클러스터링을 행할 때에는, 자기 화소가 인접하는 화소와 색 정보를 비교하면 되고,

입력 화상 내의 모든 화소끼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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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 입력 화상 내의 모든 화소끼리를 비교하면, 화소끼리의 색 정보의 비교 횟수가 입력 화상 내의 화소수의 2승의

오더가 되는데 대해, 자기 화소가 인접하는 화소와 비교한 경우에는, 화소끼리의 색 정보의 비교 횟수를 입력 화상 내의 화

소수의 오더로 끝내는 것이 가능해져서, 클러스터링 처리의 고속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클러스터링된 클러스터를 그룹핑 시의 처리 대상으로 함으로써, 동일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는 화소를 일체적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개개의 화소를 처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룹핑 처리를 고속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입력 화상 내의 일부의 영역에 범위를 한정하여 클러스터링의 그룹핑을 행하거나, 노이즈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작은 클러스터를 그룹핑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룹핑 처리의 보다 한층 고속화를 달성

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특히, 컬러 화상 등과 같이 라벨수가 막대한 수로 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크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3에 있어서, 색차 산출 수단(21)은, 소정의 색으로 표현된 영역의 인접 화소 사이의 색차를 산출한다. 임계치 설정 수

단(22)은, 색차 산출 수단(21)으로 산출된 색차에 기초하여 임계치를 설정한다. 라벨링 수단(23)은, 임계치 설정 수단(22)

으로 설정된 임계치에 기초하여, 소정의 색으로 표현된 화소에 인접하는 화소의 라벨링을 행한다.

  예를 들면, 입력 화상이 망점 인쇄법으로 인쇄한 인쇄물이고, 입력 화상의 패턴의 색이, 기본이 되는 다른 색의 도트의 크

기 및 이들의 조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다른 색의 도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본이 되

는 다른 색의 도트의 크기 및 이들의 조합으로 1개의 색을 표현한 때에, 육안으로는, 각 도트마다의 색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고, 그 색이 단일색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디바이스의 판독 해상도가 각 도트마다의 색의 차이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는, 육안으로는 단일색으로 보이는 영역이, 디바이스에 있어서는 단일색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때문에, 이 디바이스의 판독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여, 라벨링을 행하면, 육안으로는 단일색으로 보이는 1개의 패턴에

다른 라벨이 부여되고, 이 라벨링 결과에 기초하여 추출된 패턴을 인간에게 제시하면, 인간이 1개의 패턴으로 인식하는 부

분에, 구멍이 생기거나, 결함이 발생되거나 하여, 패턴의 추출 정밀도가 악화한다.

  그래서, 육안으로 단일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디바이스로 판독하였을 때의 색의 변동을 구하고, 그 색의 변동의 범

위 내에 있는 화소에 동일한 라벨을 부여함으로써, 육안으로 단일색으로 보이는 1개의 패턴에 동일한 라벨을 부여하는것

이 가능해져서, 인간이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하는 부분에, 구멍이 생기거나, 결함이 발생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4에 있어서, 제1 색 정보 비교 수단(31)은, 입력 화상의 인접 화소 사이의 색 정보를 비교한다. 제2 색 정보 비교 수단

(32)은, 제1 색 정보 비교 수단(31)으로 비교 대상이 된 화소의 색 정보와, 상기 화소에 인접하는 라벨 화상의 색 정보를 비

교한다. 라벨링 수단(33)은, 제1 색 정보 비교 수단(31)의 비교 결과 및 제2 색 정보 비교 수단(32)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

여, 라벨링을 행한다. 여기서, 라벨 화상의 색 정보는, 예를 들면, 동일 라벨이 부여된 화소의 색 정보의 평균치이다.

  예를 들면, 입력 화상의 타이틀 영역의 색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을 구성하는 문자열과 배경의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상호 인접하는 화소의 색 정보를 비교한것 만으로는, 상호 인접하는 화소

사이에서는 색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화소에 동일한 라벨이 부여되고, 이들의 화소를 순서대로 찾아가면, 타이틀 영역

내에 배경의 패턴이 입력되고, 타이틀과는 색이 분명히 다른 화소에까지 동일한 라벨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상호 인접하는 화소 사이에 대해서만 색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라벨 부여가 되어 있는 패턴의 색 정

보와의 비교도 행하여, 라벨 부여를 행함으로써, 색이 서서히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타이틀 영역과 배경 사이의 경계

를 검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5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5에 있어서, 참조 번호(41)는 전체적인 처리를 행하는 중앙 연산 처리 유닛(CPU), 참조 번호(42)는 리드 온리 메모리

(ROM), 참조 번호(43)는 랜덤 억세스 메모리(RAM), 참조 번호(44)는 통신 인터페이스, 참조 번호(45)는 통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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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번호(46)는 버스, 참조 번호(47)는 입출력 인터페이스, 참조 번호(48)는 헤드라인 문자 등의 인식 결과 등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참조 번호(49)는 헤드라인 문자 등의 인식 결과 등을 인쇄하는 프린터, 참조 번호(50)는 스캐너(51)에 의해 판

독된 데이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 참조 번호(51)는 입력 화상 등을 판독하는 스캐너, 참조 번호(52)는 키보드,

참조 번호(53)는 기억 매체를 구동하는 드라이버, 참조 번호(54)는 하드디스크, 참조 번호(55)는 IC 메모리 카드, 참조 번

호(56)는 자기 테이프, 참조 번호(57)는 플로피 디스크, 참조 번호(58)는 CD-ROM이나 DVD-ROM 등의 광 디스크이다.

  패턴 추출 처리를 행하는 프로그램 등은, 하드디스크(54), IC 메모리 카드(55), 자기 테이프(56), 플로피 디스크(57), 광

디스크(58) 등의 기억 매체에 저장된다. 그리고, 패턴 추출 처리를 행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들 기억 매체로부터 RAM(43)

에 판독함으로써, 패턴 추출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또한, 패턴 추출 처리를 행하는 프로그램 등을, ROM(42)에 저장하여 놓

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패턴 추출 처리를 행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신 인터페이스(44)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45)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통

신 인터페이스(44)에 접속되는 통신 네트워크(45)로서, 예를 들면,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인터넷, 아날로그 전화망, 디지탈 전화망(ISDN: Integral Service Digital Network), PHS(퍼스널 핸디 시스

템)나 위성 통신 등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CPU(41)는, 패턴 추출 처리를 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동되면, 스캐너(51)에 의해 판독된 입력 화상의 라벨링을 행하는 임

계치를 설정하고, 스캐너(51)에 의해 판독된 입력 화상으로부터 라벨 화상을 생성한다. 라벨 화상이 생성되면, 입력 화상

의 패턴의 각 라벨마다, 각 패턴에 대한 외접 구형을 생성한다. 그리고, 각 외접 구형 내의 영역의 색 정보 및 외접 구형의

기하학 정보에 기초하여, 각 외접 구형의 그룹핑을 행하고, 이 그룹핑된 외접 구형의 배치 상태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타

이틀 영역 등을 추출한다. 타이틀 영역이 추출되면, 이 타이틀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패턴을 입력 화상으로부터 추출된 타

이틀로서 디스플레이(48)나 프린터(49)에 출력하거나, 이 타이틀 영역에 포함되는 패턴의 문자 인식을 행하고, 그 인식 결

과에 기초하여, 문서의 자동 검색을 행하거나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6에 있어서, 참조 번호(61)는 컬러 화상 입력 장치, 참조 번호(62)는 외부 출력 장치, 참조 번호(63)는 메모리, 참조 번

호(64)는 연산 장치(CPU), 참조 번호(65)는 화상 축소 수단, 참조 번호(66)는 가변 임계치 설정 수단, 참조 번호(67)는 라

벨링 수단이다.

  컬러 화상 입력 장치(1)로부터 컬러 화상 신호가 입력되면, 화상 축소 수단(65)이, 예를 들면, 화소수로 1/9의 축소 화상

을 작성한다. 그리고, 이 축소 화상에 있어서, 영역 확장법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다소의 색차를 허용하는 라벨링을 행하

고, 동일 라벨 영역을 나타내는 라벨 화상과 동일 라벨 영역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을 구한다.

  이 때, 인접 화소와 동일 라벨을 부여하는 색의 값의 차의 임계치는, 영역 확장법과 같은 고정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색에

의해 가변으로 한다. 이 임계치는, 예를 들면, 대상이 되는 색에 따라서, 미리 작성한 테이블을 가변 임계치 설정 수단(66)

이 참조함으로써 얻어진다.

  이와 같이, 축소 화상에서 구해진 동일 라벨 영역을 탐색하여, 그 중의 색을 표현하는 (R, G, B) 등의 수치열의 종류를 전

부 조사하여, 이것을 이 라벨의 속성으로서 기억한다. 또한, 이 색의 종류로부터, 이 라벨의 대표색도 구한다.

  다음에, 이러한 축소 화상으로 구한 외접 구형을 원화상에 반영시켜, 이 구형 내부만을 주사하여 대표색에 유사한 색을

검출하고, 이 화소로부터 인접 화소에 대한 라벨링을 행한다. 단,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색은 상기한 처리에 의해 동일색이

라고 간주한 색의 종류이다.

  그리고, 원화상으로부터 구해진 라벨 화상 중으로부터, 대상이 되는 업무에 알맞는 특정 영역 추출을 행한다. 예를 들면,

큰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헤드라인이나, 타이틀 등의 키워드가 되는 문자의 영역을 컬러 문서로부터 추출하는 경우에는,

외접 구형의 크기나 정렬의 정보를 사용한 문자열 추출 기술로, 대상이 되는 문자열 영역만을 추출하면 좋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7에 있어서, 참조 번호(71)는 컬러 화상 입력 장치, 참조 번호(72)는 외부 출력 장치, 참조 번호(73)는 메모리, 참조 번

호(74)는 연산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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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화상 입력 장치(71)는, 외부의 컬러 화상을 RGB 신호로 입력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CCD 카메라나, 스캐너 등이

다.

  외부 출력 장치(72)는 연산 장치(74)에 의해 여러가지 처리가 행해진 결과 얻어진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것으로, 예를 들

면,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모리(73)는 화상 정보나 임계치 정보를 유지하는 것으로, 컬러 화상 입력 장치(71)로부터 입력된 컬러 화상 신호를 유

지하거나, 유지된 컬러 화상 신호를 연산 장치(74)가 처리를 행함으로써 얻어진 처리 결과 등을 유지하거나 한다.

  연산 장치(74)는, 컬러 화상 입력 장치(71)에 의해 입력된 컬러 화상 신호에 대해 축소 화상을 작성하거나, 라벨링 처리하

거나, 특정 영역 추출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행하는 것으로, 화상 축소 수단(75), 가변 임계치 설정 수단(76), 라벨링 수단

(77), 외접 구형 처리(78), 원화상 라벨링 수단(79), 특정 영역 추출 수단(80) 등을 구비한다.

  도 8은, 도 7의 컬러 화상 처리 장치의 동작을 나타낸 플로우차트이다.

  도 8에 있어서, 예를 들면, 컬러 문서와 같은 피사체를, CCD 카메라나 스캐너 등의 촬상 장치와 같은 컬러 화상 장치(71)

로 입력하고, 얻어진 컬러 화상을 메모리(73)에 보존한다(스텝 S1).

  다음에, 이 메모리(73) 상에 보존된 컬러 화상을, 화상 축소 수단(75)이 고정 축소율로, 혹은, 축소 후에 규정의 크기가 되

는 축소율로 축소하여, 메모리(73)에 셋트한다(스텝 S2). 이 축소율은 기록해 놓는다. 축소 방법은, 예를 들면, 도 9a에 도

시한 바와 같이, 1/3로 축소하는 경우에는 (R, G, B)로 표현된 원화상의 3×3의 영역을 축소 화상 1×1에 대응시키는 것으

로 되지만, 이 경우, 원화상의 3×3의 영역 내부의 9개의 화소의 색의 (R, G, B)를 1단위로 하여, 도 9b에 도시한 막대 그

래프를 작성하고, 최대 빈도치를 대응하는 축소 화상의 화소의 값으로서 셋트한다.

  만일, 하나로 결정되는 최대 빈도치가 없으면, 다음 복수치 중의, 어느 하나를 미리 정한 알고리즘으로 선출하여, 이것을

대응하는 축소 화상의 화소의 값으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원화상의 n×n의 영역을 축소 화상의 1×1에 대응시키는 1/n의 축소율로 축소하는 경우에는, 원화상의

n×n의 영역 내부에 있는 화소의 색의 (R, G, B)를 1단위로서 취급한 막대 그래프를 작성하고, 예를 들면, 그 중간치나 최

대 빈도치를 대응하는 축소 화상의 화소의 값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축소 화상에 셋트하는 값은, 원화상의 대응하는 n×n의 영역 내부에 있는 화소의 색의 평균치 등과 같은 발생한

값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원화상에 존재하는 값을 사용한다.

  다음에, 이와 같이 축소 처리한 축소 화상에 대해, 라벨링 수단(77)이 색 라벨링 처리, 즉, 축소 화상을 대상으로서 인접하

는 화소의 색이 유사한 경우에 동일 라벨을 부여하는 처리를 행한다(스텝 S3). 즉, 축소 화상에 대해, 그 좌측 상부로부터

라스터 스캔을 행하고, 라벨 부여가 되어 있지 않는 화소에 주목하고, 이 화소에 지금까지 부여한 라벨치보다도 +1한 라벨

치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도 10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목 화소 C의 컬러의 값을 (Rc, Gc, Bc)로 하고, 이 주목 화소 C의 주위의 8

화소를 1∼8로 하고, 이들 주위의 8화소의 컬러의 값을 (Ri, Gi, Bi) (i=1∼8)로 할 때, 각각의 화소의 컬러의 값(Ri, Gi, Bi)

값을 구한다. 즉, 화소 1, 2, . . . 8에 대한 컬러의 값 (R1, G1, B1), (R2, G2, B2)…(R8, G8, B8)를 구한다.

  그리고, 주목 화소의 컬러의 값(Rc, Gc, Bc)과의 거리 dcl(i=1∼8)을 구하고, 그것이 R, G, B에 대해 임계치(Rth, Gth,

Bth)보다 작은 값의 경우에 주목 화소와 동일 라벨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화소(1)와 주목 화소 C와의 거리 dci을 구하는

경우, R, G, B의 각 컬러마다 각각의 값이 임계치 Tth, Gth, Bth 이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구하고, 3색 모두 임계치보다 작

을 때, 즉 유사하고 있는 경우에, C와 동일한 라벨을 i에 부여하기 위해서 dci에 작은 값을 부여한다. 그러나, 1색의 값이라

도 임계치 이상일 때, 별도의 라벨을 부여하기 위한 큰 값(임계치 th보다 큰 값)을 부여한다. 이 거리 dc1은, 하기와 같이

하여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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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그리고, 수학식 1이 성립할 때, dcl=0으로서 동일 라벨을 부여하고, 불성립일 때, dcl=1000 등의 임계치보다도 큰 값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는, 도 10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하의 식으로 거리 dci(i=1∼ 8)를 나타낼 수 있다.

  

  1000 그 이외의 조건

  단, 1000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계치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또, 컬러마다의 임계치 (Rth, Gth, Bth)는, CCD 카메라나 스캐너 등의 입력 장치와 피사체에 의존한 샘플로부터 미리 구

해 있던 표를 이용한다. 더구나, 주목 화소의 색의 값 (R, G, B)를 키로 하여, 이 색의 값에 따라서 미리 임계치를 정해 놓는

다.

  예를 들면, 도 11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 화상에 대해 예상되는 주목 화소의 색의 값(R, G, B)의 모든 조합을 엔

트리로서 갖는 표를 인용하여, 색의 각 요소마다, 요소마다에 독립하여 정해진 임계치(Rth, Gth, Bth)를 구한다. 예를 들

면, 도 11의 (a)의 테이블에서는, 주목 화소의 컬러의 값이 (R1, G1, B1)일 때 임계치가 R, G, B에 대해, 각각 (Rth1,

Gth1, Bth1)이고, 주목 화소의 컬러치가 (R2, G2, B2)일 때 임계치가 (Rth2, Gth2, Bth2)이다.

  도 11의 (a)의 경우에는, 미리 샘플의 분포로부터 예상되는 주목 화소의 색의 값을 키로 하여, 모든 색의 값의 조합을 엔

트리로서 갖는 임계치 참조표를 준비해 두고, 주목 화소의 색의 조합에 의해, 이 임계치 참조표를 참조하는 예를 나타내었

으므로, 표의 크기가 이들 각 색의 조합의 분만큼 필요해져서, 매우 큰 것으로 된다.

  여기서, 임계치 참조표의 대용량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계치 참조표의 엔트리에는 모든 (R, G, B)의 조합은 갖지 않고서,

(R, G, B)의 값으로 클러스터링을 행한 결과의 (R, G, B)의 대표 엔트리만을 갖는 임계치 참조표를 준비하여, 주목 화소의

(R, G, B)의 값과 대표 엔트리와의 거리치 즉 유사도를 구하고, 가장 유사한 대표 엔트리를 추출하여, 그것을 키로 하여 색

의 각 요소 독립의 임계치 (Rth,Gth, Bth)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임계치 참조표의 대용량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 색의 값을 N 계층으로 표현할 때, 예를 들면, N=256에 표현할 때,

컬러치마다 그 컬러에 대한 임계치를 기입한 임계치 참조표를 각 컬러마다 준비하고, 컬러마다 임계치를 이들 임계치 참조

표로부터 개별로 요구하면, 임계치 참조표의 용량은, 256×3의 엔트리수로 끝나므로 대폭 작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

목 화소의 컬러치가 (Rl, G2, B2)인 경우, 도 11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R1에 대한 임계치로서 임계치 참조표 R을 참조

하여, Rth1 을 구하고, G2에 대한 임계치로서 임계치 참조표 G를 참조하여, Gth2 를 구하고, B2에 대한 임계치로서 임계

치 참조표 B를 참조로 하여, Bth2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임계치를 구하는 임계치 참조표의 형식으로서, 도 11의 (a)에 도시한 모든 (R, G, B)의 조합이 아니라, 도 12에 도

시한 바와 같이, 컬러치에 대해 복수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 임계치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도 12는 각 컬

러치에 대해 4계층마다 1개의 임계치를 정한 예이고, R1∼R4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계치 Rt1을, R5∼R8에 대해서는 동일

한 임계치 Rt2…, 마찬가지로 G1∼G4에 대해 동일한 임계치 Gt1을 …, 또한, BN-3∼BN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계치 BtM

을 정한 예이다.

  이들 임계치 참조표는, 특히 대상물이 인쇄물로 스캐너 입력인 경우에서는, 인쇄물의 상태를 모델화한 것으로부터 자동

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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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 라벨 처리한 축소 화상, 즉 라벨 화상에 대해서도 외접 구형 처리 수단(78)이 외접 구형 처리를 행한다(스텝

S4). 즉, 스텝 S3에 있어서, 축소 화상에 대한 라벨링의 결과, 동일 영역은 동일한 라벨치가 부여된다. 그리고, 이 동일 영

역에 대해 외접 구형을 구한다.

  예를 들면, 도 13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문자 영역(93∼95)과 다른 영역(92)의 색이 다른 컬러 화상(91)이 입력된 경

우, 도 13의 (b)에 도시한 축소 라벨 화상(96)이 생성되고, 축소 라벨 화상(96)으로부터 외접 구형(98∼100)을 구할 수 있

다.

  도 13의 (b)에 있어서, 구형 영역(97)은 도 13의 (a)에 도시한 배경 영역(92)에 대응하고, 구형 영역(98∼100)은 각각 도

13의 (a)에 도시한 문자 영역(93∼95)에 대응한다.

  그리고 나서, 라벨 화상에 있어서, 동일 라벨로서 기록되어 있는 화소를 주사하여, 그 중의 색의 종류를 전부 기록한다. 이

기록은, 각 외접 구형의 속성 정보로서 기록한다. 또한, 라벨 화상으로 동일 라벨로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화소로부터, 각

라벨의 대표색을 1개 구한다. 이 구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색의 종류마다 빈도 분포를 구하고, 가장 빈도가 높은 색을 대

표색으로 하는 수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 대표색 정보도, 외접 구형의 속성 정보로서 기록한다.

  또한, 이 라벨링 처리의 결과로서, 라벨링 수단(77)은 다음과 같은 출력 정보를 작성한다.

  라벨 화상으로서, 1화소당 2바이트 정보이고, 축소 화상 영역의 높이 및 폭의 사이즈, 축소율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축

소 화상 영역 내에 존재하는 구형수 nr과 그 구형 정보가 나타난다. 구형 정보로서는, 그 영역 내에 존재하는 구형의 수를

나타내는 구형수 nr, 구형 번호, 이 구형에 내포하는 라벨 화상의 라벨 번호, 구형 좌측 상부 좌표(x1, yl), 구형 우측 하부

좌표(x2, y2), 구형 내의 대표색(Rs, Gs, Bs), 색의 종류수 nc, 색의 종류 (R0, G0, B0), (Rl, Gl, B1) … (Rn -1, Gn -1,

Bn - 1) 등이 출력된다.

  다음에, 원화상 라벨링 수단(79)은 상기 출력 정보를 받아, 우선, 축소 화상으로 만들어진 구형 정보의 좌측 상부 좌표치

와 우측 하부 좌표치를 각각 축소율로 나누고, 대응하는 원화상에서의 좌표를 구한다. 축소율이 1/n인 경우에는 원화상의

구형은, 좌측 상부 좌표가 (x1*n, y1*n)이고, 우측 하부 좌표가 {(x2*n) -1, (y2*: n) - 1}이다. 여기서, *는 승산을 나타

내고, 우측 하부 좌표는 1화소 복귀하기 위해서 - 1한다.

  원화상 라벨링 수단(79)은, 이 좌표로 나타나는 원화상의 구형 내를 라스터 스캔하여, 이미 라벨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것

으로, 또한, 상기 대표색(Rs, Gs, Bs)에 유사한 화소를 찾는다. 유사하다는 것은, 그 화소의 컬러치를 (Rl, Gl, Bl)로 할 때,

예를 들면,

  ｜Rs - Ri｜ < Rth

  and

  ｜Gs - Gl ｜ < Gth

  and

  ｜Bs - Bi｜ < Bth

  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또, 여기서의 임계치 Rth, Gth, Bth는, 고정치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화소를 검출하면, 이 화소에 지금까지 부여한 라벨치 +1의 라벨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나서, 이 주목한 화소의 주위 8화소를 주사하여, 각각의 화소의 컬러치(Ri, Gi, Bi)를 구하고, 주목 화소의 컬러치

(Rc, Gc, Bc)와의 관계가,

  ｜Rc - Ri｜ < R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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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 - Gi ｜ < Gth

  and

  ｜Bc - Bi｜ < Bth

  를 만족시킬 때에 주목 화소와 동일 라벨을 부여한다(스텝 S5).

  또한, 이 처리로 동일 라벨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서도, 현재 주목하고 있는 구형의 상기 속성 정보인 색의 종류 전부와

비교하여 마찬가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것이 임계치보다도 작은 경우에, 주목 화소와 동일 라벨을 부여한다.

  이와 같이 하여, 도 13의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구형 내 97∼100으로 대표색에 유사한 화소에 주목하여 라벨을 부

여함으로써, 그 구형 영역 97∼100 내에 존재하는 동일한 컬러치에 의해 구성되는 화소의 영역 102∼105가 추출된다. 또,

실제의 컬러 문서에 있어서, 화상 영역이 도 13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크지 않고, 배경이나 색 문자도 여러가지 크기의

것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라벨 영역도, 도 13의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으로 된

다.

  다음에, 이와 같이 원화상으로부터 구해진 라벨 화상(101) 중으로부터, 특정 영역 추출 수단(80)이, 대상이 되는 업무에

알맞는 특정 영역 추출을 행한다(스텝 S6). 예를 들면, 컬러 문서로부터 큰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헤드라인이나, 타이틀 등

의 키워드가 되는 문자의 영역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된 외접 구형의 크기나, 정렬의 정보를 사용한 종래의 문자

열 추출의 수법에 기초하여, 대상이 되는 문자열 영역만을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추출된 구형 정보를 대상으로서, 구형의 인접 관계를 구한다. 그리고, 상하 또는 좌우의 구형으로 좌표치가 가

깝고, 즉, 좌표치의 차가 임계치 내에 들어 가고, 또한, (R, G, B)의 각 색차가 임계치 내에 들어 가는 것을 문자열로서 추출

한다. 그리고, 이것을 외부 출력 장치(72)에 있어서, 예를 들면, 표시 출력한다.

  또한, 컬러 정경 화상으로부터 하나의 물체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라벨 화상으로 인접하는 영역의 대표색을 HSV(색상,

채도, 명도) 등의 정보로 변환하고, 색상이 유사한 것을 병합 처리한다. 이에 따라, 그림자 등의 영향으로 분할되어 있던 것

을 1개의 영역으로 통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갖는 영역을 물체의 후보 영역으로서 출력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서는, 축소 화상에 의해 어느 정도 동일한 색으로 종합된 영역을 구하고, 그 범위만을

원화상으로 정밀하게 추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처리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인접하는 화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더구나, 화소의 색에 따른 임계치를 이용하여 라벨링을 행하므로, 국소적으로 정밀한 색 클러스터링이 가능해져서, 예를

들면, 추출하고 싶은 영역과 그 배경의 색이 유사한 경우에도, 별도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정밀도가 좋은 영역 추출

을 할 수 있다.

  또한, 주목 화소의 색에 따른 임계치를 구할 때, 주목 화소의 색의 3요소를 키로 하여 미리 준비 되어 있는 테이블을 참조

하면 되므로, 임계치를 구하기 위해서 억세스하는 계산량이 적어서 좋다.

  그리고, 주목 화소의 색에 따른 임계치를 구할 때, 주목 화소의 3요소와 테이블의 엔트리인 색의 3요소와의 거리치의 유

사도를 구하여 주목 화소의 색에 가장 가까운 엔트리를 추출하여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임계치를 구하므로, 임계치가 기록

되어 있는 테이블의 용량을 작게 할 수 있다.

  더구나, 색의 3요소에 대한 독립의 임계치를, CCD 카메라나, 스캐너 등의 입력 기기와 피사체에 의존한 샘플의 분포로부

터 미리 구한 표를 이용하여 결정하므로, 입력 기기에 의존한 임계치를 갖는 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정확한 라벨 부여를

행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라벨링일 때 임계치의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잡지 등의 컬러 인쇄물은, 그라비아 등, 여러가지 인쇄 방법이 있지만, 망점 인쇄법으로 인쇄된 것이, 세상에는 많다. 망점

인쇄법으로 인쇄된 인쇄부에서는, 인간의 눈에는 균일색으로 보이는 영역에서도, 확대하여 보면, 컬러의 므와레 무늬 모양

이 생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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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4는, 망점 인쇄에 있어서의 컬러의 므와레 무늬 모양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4의 (a)에 있어서, 원화상(111) 내의 「の」라고 쓰여진 영역은, 예를 들면, 오렌지색의 한색으로 그려져 있지만, 도

14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の」라고 쓰여진 영역의 일부를 확대하면, 그 영역은, 여러가지 색이 모여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인접 화소의 색차(RGB의 휘도차 등)를 고정 임계치와 비교하여, 이들의 화소에 동일 라벨을 부여하는지의 여

부를 판단하면, 적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도 14의 「の」라 쓰여진 영역 내의 화소(111∼113)는, 「の」라

쓰여진 영역 내의 그 밖의 화소와 다른 라벨이 부여되고, 원화상(111)으로부터 「の」의 문자를 추출할 때에, 화소

(112∼114)의 부분이 누락하여, 추출 정밀도가 악화된다.

  그래서, 인쇄 모델을 이용하여, RGB의 평균 휘도치와 스캐너 판독 해상도마다의 인접 화소의 RGB 각 휘도차를 미리 요

구하고, 이들의 결과를 색차 테이블에 저장하여 놓는다. 그리고, 색차 테이블을 참조하면서, 각 색마다 임계치를 제어함으

로써, 라벨링을 행한다.

  예를 들면, 도 14의 「の」라 쓰여진 영역 내에서, 화소(114)와 화소(115) 사이의 색차가 최대인 경우, 화소(114)와 화소

(115) 사이의 색차를 오렌지색의 영역을 추출할 때의 임계치로 설정한다. 이 결과, 원화상(111)으로부터 「の」의 문자를

추출할 때, 화소(112∼114)의 부분에 대해서도, 「の」라 쓰여진 영역 내의 그 밖의 화소와 동일한 라벨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화소(112∼114)의 부분의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하,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컬러 인쇄 모델 및 스캐너 판독 모델로부터, 색의 평균치, 인접 화소와의 색차 및 스캐

너 판독 시의 해상도를 기술한 색차 테이블의 작성 수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 15는, 컬러의 망점 인쇄법으로 인쇄된 실제의 인쇄물을 확대하여 나타낸 도면이다.

  도 15에 있어서, 망점 인쇄법에서는, 시안(물색), 마젠타(자색), 옐로우(황색)의 점 형상의 모양이 장소에 의해 점

(121∼123)의 크기를 바꾸면서, 메쉬 형상으로 규칙적으로 배치되도록 되어 있다.

  망점 인쇄를 행하는 경우, 우선, 3원색(또는, 흑을 더한 4원색)의 하나인 색에 대해, 어떤 일정한 간격의 메쉬의 교점에,

희망하는 농도가 되는 적당한 크기의 착색된 원을 배치하여 1색을 인쇄한다. 다음에, 조금 회전시킨 동일한 간격의 메쉬를

이용하여, 착색된 원의 크기를 변경하여, 별도의 색으로 인쇄한다. 또 하나의 색은, 더 회전시킨 메쉬를 이용하여, 착색된

원의 크기도 변경하여 인쇄한다. 이러한 인쇄 방법을 취함으로써, 1화소씩 보는 것이 아니라, 대국적으로 보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깨끗한 균일색으로 보이게 된다.

  도 16은, 망점 인쇄법으로 1개의 메쉬를 이용하여 1개의 색을 인쇄한 경우에, 화소마다 휘도치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6의 (a)에 있어서, 망점 인쇄법으로 1개의 색을 인쇄하는 경우, 인쇄 메쉬 M1의 격자점에 배치된 반경 r1의 착색된

원 D1을 인쇄하는 것으로 행해진다. 그리고, 망점 인쇄법으로 인쇄되는 색을 바꾸는 경우, 착색된 원 D1의 반경 r1을 변화

시킨다. 이 때문에, 망점 인쇄법으로 1개의 색이 인쇄된 영역은, 반경 r1의 착색된 원 D1이 이산적으로 배치된 영역이 된

다.

  도 16의 (a)의 인쇄물을 스캐너 등으로 판독하는 경우, 스캐너 등에 고유의 해상도로 판독이 행해진다. 이 때문에, 착색된

원 D1은, 도 16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판독 시의 해상도에 대응한 판독 메쉬 M2로 구획되는 화소마다 판독된다. 여기

서, 착색된 원 D1은 이산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판독 메쉬 M2로 구획되는 화소에 포함되는 착색된 원 D1의 면적이,

모든 화소에 대해 균일하게 되지 않는다. 이 결과, 도 16의 (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한가운데의 주목 화소에 대해, 그 주

위의 8개의 인접 화소 P1∼P8의 평균 휘도가 다르게 된다.

  한편, 도 16의 (a)의 인쇄물로부터 동일색의 영역을 추출하는 경우, 도16a의 인쇄물은 망점 인쇄법으로 1개의 색을 나타

내는 것으로 하여 인쇄되어 있으므로, 도 16의 (c)의 한가운데의 주목 화소에 대해, 그 주위의 8개의 인접 화소 P1∼P8은,

주목 화소와 동일한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여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주목 화소와 각 인접 화소 P1∼P8과의 휘

도차를 구하고, 이들 휘도차 중의 최대치(예를 들면,도 16의 (c)의 예에서는, 주목 화소와 인접 화소 P4와의 휘도차)를 기

록해 놓는다. 그리고, 입력 화상으로부터 동일색의 영역을 추출하는 경우, 주목 화소와 인접 화소 사이의 휘도차의 최대치

를 임계치로 하여, 이 임계치 이하의 휘도차를 갖는 인접 화소를 주목 화소와 동일한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여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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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망점 인쇄법을 충실히 재현한 스캐너 판독 모델의 구축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 17은, 망점 인쇄법에 있어서의 스캐너 판독 모델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7에 있어서, 스캐너 판독 모델로서, 시안, 마젠타, 옐로우의 인쇄 메쉬 M11, M12, M13을, 각각 회전시켜 중합시킨

인쇄 모델을 만든다. 여기서, 시안, 마젠타, 옐로우의 색의 농도를 조절하는 경우, 인쇄 메쉬 M11, M12, M13의 각 격자점

에 배치되는 착색된 원 D11, D12, D13의 크기를 조절한다.

  이 때, 일반적인 스캐너 판독 모델의 파라메터는,

  ·인쇄 메쉬 M11, M12, M13의 격자 간격 md

  (단, 격자 간격 md는, 옐로우, 시안, 마젠타 공통 사이즈)

  ·옐로우 메쉬 Ml1의 수평선으로부터의 각도 θ11

  ·마젠타 메쉬 M12의 수평선으로부터의 각도 θ12

  ·시안 메쉬 M13의 수평선으로부터의 각도 θ13

  ·옐로우기 착색된 원 D11의 반경 r11

  ·마젠타가 착색된 원 D12의 반경 r12

  ·시안이 착색된 원 D13의 반경 r13

  이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이 모든 파라메터를 가변으로 하면 지나치게 번잡하므로, 어느 정도의 한정을 주고, 이하와 같

이 설정하였다.

  ·옐로우 메쉬 M11의 수평선으로부터의 각도 θ11=15도

  ·마젠타 메쉬 M12의 수평선으로부터의 각도 θ12=30도

  ·시안 메쉬 M13의 수평선에서의 각도 θ13=45도

  ·격자 간격 md=20 도트

  이 인쇄 모델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행하고, 옐로우, 마젠타, 시안이 착색된 원 Dll, D12, D13의 각각의 반경 rl1,

r12, r13에 영향을 받는 평균 RGB치(Rm, Gm, Bm)를 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쇄 메쉬 M11, M12, M13의 격자 간격 md

보다도 꽤 큰 단위 면적을 생각하고,

  Rm=255-단위 면적 중의 시안의 면적×255/단위 면적

  Gm=255-단위 면적 중의 마젠타의 면적×255/단위 면적

  Bm=255- 단위 면적 중의 옐로우의 면적×255/단위 면적

  으로서 구한다.

  다음에, 1개의 색(Rm, Gm, Bm)으로 균일하게 인쇄되어 있는 화상을 스캐너로 판독한 경우의 스캐너 판독 모델에 대해

생각한다. 이것은, 인쇄 메쉬 M11, M12, M13과 독립적인 간격 sd를 갖는 판독 메쉬 M14를 도입하여, 이 판독 메쉬 M14

내의 RGB의 각 휘도= 각 색의 면적을 구하는 것에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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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판독 메쉬 M14의 간격 sd가, 스캐너 판독 해상도에 상당한다. 또, 동일한 평균색 (Rm, Gm, Bm)의 화상을 판독

하는 경우에서도, 스캐너 판독 해상도가 큰 경우에는, 인접 화소의 RGB 휘도치는 크게 다르고, 반대로 스캐너 판독 해상도

가 작은 경우에는, 판독한 결과의 화소는 어떤 화소도 평균색 (Rm, Gm, Bm)에 근접하기 때문에, 인접 화소의 RGB 휘도차

는 0에 근접하게 된다.

  구체적인 1개의 판독 메쉬 M14 내의 RGB 휘도치 (Rc, Gc, Bc)는, 이하와 같이 된다.

  Rc=255-판독 메쉬 면적 중의 시안의 면적×255

  ／ 판독 메쉬 면적

  Gc=255-판독 메쉬 면적 중의 마젠타의 면적×255

  ／판독 메쉬 면적

  Bc=255-판독 메쉬 면적 중의 옐로우의 면적×255

  ／ 판독 메쉬 면적

  간격 sd를 바꾼 판독 메쉬 M14마다 RGB 휘도치(Rc, Gc, Bc)를 구해 놓고, 인접 화소와의 RGB 각각의 휘도차를 구하고,

그 중의 적당한 값(예를 들면, 최대치)을 색차 테이블에 기록한다.

  이 때, 원래는, 인쇄 모델에서는, 인쇄 메쉬의 교점에 그려진 착색된 원은, RGB 서로 중첩되므로, RGB의 각 휘도치에 의

해 서로 영향을 받아, RGB 독립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스캐너 판독 모델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RGB는 서로 독립한

다고 하는 가설을 세웠다.

  따라서, RGB 휘도치, 판독 해상도, 및 인접 화소의 휘도차의 결과가, RGB 독립의 테이블에 보존된다.

  도 18은, R의 테이블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8에 있어서, R 휘도치를 0∼255까지 변화시킨 경우에 대해, 스캐너 판독 해상도가 14∼35의 각각에 대해, 인접 화소

와의 휘도차의 최대치를 구하고 있다. 여기서, R 휘도치는 3간격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간격의 사이의 값에 대해서는,

보간으로 구할 수 있다.

  또, 도면의 예에서는, R의 테이블의 경우에 대해 도시하였지만, G, B의 테이블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망점 인쇄법을 모방한 인쇄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망점 인쇄법으로 생성되는 색을 컴퓨터 상에서 재현하는 것

이 가능해져서, 망점 인쇄법으로 실제로 인쇄된 인쇄물을 해석하지 않고, R, G, B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R, G, B의 테이블이 제공되면, 이 R, G, B의 테이블을 참조함으로써, 입력 화상으로부터 동일색의 범위를 검출할 때의 임

계치를 획득할 수 있다.

  도 19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색차 테이블 생성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19에 있어서, 참조 번호(111)는 컬러 화상 입력 장치, 참조 번호(112)는 외부 출력 장치, 참조 번호(113)는 메모리, 참

조 번호(114)는 연산 장치(CPU)이다. 연산 장치(114)에는, 인쇄 모델 생성부(115) 및 색차 테이블 생성부(116)가 설치되

고, 인쇄 모델 생성부(115)는, 도 17에 도시한 방법에 의해 인쇄 모델을 구축하고, 망점 인쇄법으로 생성되는 색을 컴퓨터

상에서 재현한다. 색차 테이블 생성부(116)는 망점 인쇄법을 모방한 인쇄 모델에 대해, 스캐너 판독 모델을 구축하고,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색차 테이블을, R, G, B의 각 색에 대해 생성한다.

  도 20은,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따른 패턴 추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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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에 있어서, 참조 번호(131)는 컬러 화상 입력 장치, 참조 번호(132)는 외부 출력 장치, 참조 번호(133)는 메모리, 참

조 번호(134)는 연산 장치(CPU)이다. 연산 장치(134)에는, 색차 테이블(135), 색 분해 화상 생성부(136) 및 문자 영역 추

출부(137)가 설치되어 있다.

  색차 테이블(135)은 예를 들면, 도 18에 나타내는 테이블이며, RGB의 각 색마다 휘도치, 판독 해상도 및 인접 화소의 휘

도차가 저장되어 있다.

  색 분해 화상 생성부(136)는 입력 화상의 판독 해상도 및 RGB 휘도치에 기초하여 색차 테이블(135)을 검색하고, 입력 화

상의 판독 해상도 및 RGB 휘도치에 대응한 인접 화소의 휘도차를 취득한다. 그리고, 이 인접 화소의 휘도차를 그 인접 화

소에 대해서 라벨링을 행할 때의 임계치로 한다. 또, 입력 화상의 판독 해상도 및 RGB 휘도치가 다르면, 인접 화소의 휘도

차도 다르므로, 입력 화상의 라벨링을 행하고 있는 도중에, 입력 화상의 판독 해상도 및 RGB 휘도가 변화한 경우에는 색차

테이블(135)을 재차 검색하여 라벨링을 행할 때의 임계치를 갱신한다.

  주목 화소의 색(R, G, B)을 키 정보로서, 색차 테이블(135)을 검색하고 RGB 각 색의 동일 색이라고 간주하는 인접 화소

와의 RGB 각 휘도차의 임계치가 화소마다 구하면 그것을 주목 화소의 주위의 화소에 적응하고, R, G, B의 각 값과도 인접

화소와의 휘도차가 임계치 이내이면 주목 화소와 인접 화소에 동일 라벨을 부여하는 처리를 행한다.

  이 라벨링 처리에서는 인접하는 화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더구나 화소의 색에 따른 임계치를 이용하여 라벨링을 행하므

로, 국소적으로 정밀한 색 클러스터링이 가능하며, 라벨 화상에 구멍이 뚫리거나 윤곽이 부드럽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다.

  또한, 컬러 문서 화상으로부터 균일 색의 문자 영역을 고속, 고정밀도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배경과 물체의 색이 국소적으로 닮아 있어 화상 전체에서는 다른 장소에도 가까운 색이 있는 화상에 대해서는 국소

적으로 정확하게 동일 색 영역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동일 색으로 간주 되는 영역에서도 화소의 색의 값이 주위의 색의 값보다도 다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서도

그 부분이 영역 내의 구멍이나 윤곽 부분이 울퉁불퉁함으로서 잘못 추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밀도 좋게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라벨 화상이 생성되면, 입력 화상의 패턴의 각 라벨마다 각 패턴에 대한 외접 구형을 생성한다. 그리고, 각 외접 구형 내의

영역의 색 정보 및 외접 구형의 기하학 정보에 기초하여 각 외접 구형의 그룹핑을 행한다.

  문자 영역 추출부(137)는 색 분해 화상 생성부(136)에서 그룹핑된 외접 구형의 배치 상태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원화상

으로부터 구해진 라벨 화상 중에서부터 문자열 영역 추출을 행한다.

  예를 들면, 컬러 문서로부터 큰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표제나 타이틀 등의 키워드가 되는 문자의 영역을 추출하는 경우,

외접 구형의 크기나 외접 구형의 배열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표제나 타이틀 등의 키워드가 되는 문자열 영역만을 추출한다.

  도 21은 도 20의 패턴 추출 장치의 동작을 상세하게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21에서 우선, 화상 입력 처리를 행한다(스텝 S11). 이 화상 입력 처리에서는 CCD 카메라나 스캐너 등의 촬상 장치로

컬러 화상을 입력하고 메모리에 보존한다.

  다음에, 모델 해상도 추정 처리를 행한다(스텝 S12). 이 모델 해상도 추정 처리에서는 컬러 인쇄의 므와레 무늬를 표현한

인쇄 모델 및 스캐너 판독 모델로부터 구한 색차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평균 휘도 및 인접 화소의 휘도차의 최대치를 입

력 화상으로부터 얻어지는 평균 휘도 및 인접 화소의 휘도차의 최대치와 비교하고, 입력 화상 전체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스캐너 판독 해상도를 구한다.

  도 2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모델 해상도 추정 처리의 설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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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2에서, 입력 화상(141)을 3×3 화소씩 메쉬(142)로 분할하고, 분할된 3×3 화소 a 내지 i의 평균 RGB 휘도(Rm, Gm,

Bm)와 인접 화소의 휘도차의 최대치(Rd, Gd, Bd)를 입력 화상(141) 전체에 대해서 구한다. 여기서, 3×3 화소 a 내지 i의

인접 방향은 20 그대로 있으므로, 이들의 20대로 인접 화소의 휘도차를 구하고, 이들의 휘도차 중 최대치(Rd, Gd, Bd)를

채용한다.

  그리고, 이 평균 RGB 휘도(Rm, Gm, Bm)와 인접 화소의 휘도차의 최대치(Rd, Gd, Bd)를 키 정보로서 색차 테이블을 검

색하고, 색차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평균 휘도 및 인접 화소의 휘도차의 최대치와 가장 적합한 스캐너 판독 해상도를 구

한다. 그리고, 입력 화상(141)으로부터 구한 인접 화소의 휘도차의 최대치(Rd, Gd, Bd)와, 색차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가장 적합한 스캐너 판독 해상도에서의 인접 화소의 휘도차의 최대치와의 차가 소정의 범위 내에 없는 경우, 그 3×3 화소

a 내지 i에 대해서 리젝트 부호(-1)를 되돌려 주고, 그 이외는 적합 부호(0)를 되돌려 주도록 한다.

  이 처리를 입력 화상(141) 전체에 대해서 행함으로써, 메쉬(142)로 분할된 모든 3×3화소 a 내지 i에 대해서 리젝트 부호

(-1) 또는 적합 부호(0)가 첨부된다. 리젝트 부호(-1) 또는 적합 부호(0)가 첨부된 3×3 화소 a 내지 i 중 적합 부호(0)가

첨부된 3×3화소 a 내지 i를 대상으로서, 이들에 대해서 구한 스캐너 판독 해상도를 평균하고, 이 평균치를 입력 화상(141)

전체의 스캐너 판독 해상도로 한다.

  이하, RGB 독립의 처리이므로, R을 예로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우선, R 테이블의 해상도치를 어느 값으로 고정하여, R 테이블의 R 휘도치를 스캔해 가서, 평균 휘도치 Rm이

Ri≤Rm<Ri+1이 되는 R 휘도치 Ri를 R 테이블로부터 검색한다. 이 때, R 휘도치 Ri에 대한 인접 화소와의 휘도치의 최대치

가 Rdi, R 휘도치 Ri+1에 대한 인접 화소와의 휘도치의 최대치가 Rdi+1이라고 하면, 평균 휘도치 Rm이 R 휘도치 Ri와 R

휘도치 Ri+1 간의 선형 보간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그 관계를 인접 화소와의 휘도치의 최대치로도 적응하여, 추정되는 인

접 화소와의 휘도치의 최대치 infered_delta를 구한다. 즉,

  rl=Ri-Ri

  rm=Rm-Ri

  rn=Ri+1-Rm

  infered_delta

  =Rri*rn/rl+Rri+1*rm/r1

  이다.

  이 추정되는 인접 화소와의 휘도치의 최대치 infered_delta와 실제로 화상으로부터 구한 휘도치의 최대치 Rd와의 차

delta_r을,

  delta_r=|Rd_infered_delta|

  로서 구한다. 이와 마찬가지의 처리를 G, B에서도 행하고 delta_g, delta_b를 구한다. 그리고, 그 합 delta를,

  delta=delta_r+delta_g+delta_b

  로서 구한다.

  해상도 파라메터를 스캔하여, 이 delta의 값이 가장 작아지는 해상도 resol과, 그 때의 delta의 값 delta_min을 구하고,

그 값 delta min_delta가

  delta_min>TH_SUB(TH_SUB는 고정 임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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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이 3×3 메쉬는 모델에 적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리젝트 부호(-1)를 되돌려 주고, 그 이외는 적합 부호(0)를 되돌려

주도록 한다. 그리고, 전 입력 화상 중의 3×3 메쉬 중에서 적합 부호가 붙은 메쉬만을 대상으로, 그 메쉬의 해상도 resol을

평균하고 이 값을 입력 화상의 해상도 resolution으로 한다.

  resolution=(Σ 적합 부호의 메쉬의 resol)

  ／ 적합 부호의 메쉬의 수

  또, 이 해상도라는 말은 입력 화상이 실제로 스캐너로 판독할 때의 해상도가 아니고, 이 화상을 미리 준비한 모델에 적합

시켰을 때의 모델 상의 판독 해상도를 나타낸다.

  다음에, 색 라벨링 처리를 행한다(스텝 S13). 이 색 라벨링 처리에서는 인접하는 화소의 색이 가까운 경우에 동일 라벨을

부여하고, 라벨 화상과 동일 라벨의 연결 영역의 외접 구형을 구한다. 외접 구형의 정보에는 외접 구형의 좌표치, 외접 구

형 내의 연결 영역의 평균색(R, G, B), 외접 구형 내의 연결 영역의 라벨 번호, 연결 영역의 면적(화소수) 등을 저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입력 화상의 좌측 상으로부터 라스터 스캔을 행하고, 라벨 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화소에 주목한다. 이 화

소의 RGB 휘도치와 추정 해상도 resolution을 이용하여 색차 테이블을 검색하고, 인접 화소와의 휘도치의 최대치를 RGB

각각에 대해 구한다. 인접 화소와의 휘도치의 최대치를 구하면, 이 인접 화소와의 휘도치의 최대치를 주목 화소에 라벨 부

여할 때의 임계치로 한다.

  이 라벨링 처리 시에, 1화소로부터 시작되어 점차로 확장해가는 동일 라벨 영역에 대해서 1화소 추가할 때마다, 라벨 영

역 내의 평균색(R, G, B)을 구한다. 그리고, 이 라벨 영역과 동일한 라벨을 이 라벨 영역의 주위 화소에 붙이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새롭게 라벨 부여하는 주위 화소의 색이 이미 라벨 부여된 라벨 영역의 평균색과 임계치 이상으로 떨어져 있

는 경우에는, 인접 화소 간에서의 색차가 임계치 이내에 있어도, 새롭게 라벨 부여하는 주위 화소에, 이미 라벨 부여된 라

벨 영역과 다른 라벨을 부여하도록 한다. 이 처리에 의해, 문자 영역과 배경 영역의 경계의 점차적으로 색이 변화한 경우에

도 정확하게 문자 영역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2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색 라벨링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3에서, 화소 e의 색이 흑으로, 이 화소 e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색이 흑색에서부터 적색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것으

로 한다. 그리고, 화소 e와 화소 a 내지 d, f 내지 i는, 화소 e와 화소 a 내지 d, f 내지 i의 색차가 임계치 이내의 경우는 화

소 e와 화소a 내지 d, f 내지 1에 대해 동일한 라벨이 부여된다.

  다음에, 화소 j의 라벨 부여를 행하는 경우, 화소 f와 화소 j의 색차가 임계치 이내인지의 여부가 판단됨과 동시에, 화소 a

내지 i의 색의 평균치와 화소 j의 색의 차가 임계치 이내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그리고, 화소 f와 화소 j의 색차가 임계치

이내라도 화소 a 내지 i의 색의 평균치와 화소 j의 색의 차가 임계치를 넘는 경우는 화소 j에는 화소 f와 다른 라벨이 부여된

다.

  여기서, 화소 e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색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화소 j의 색과 화소 f의 색은 닮아 있지만,

화소 j의 색과 화소 e의 색의 차이는 현저해져 왔다. 이 때문에, 이미 라벨이 붙어 있는 화소 a 내지 i의 색의 평균치를 화소

j의 색과 비교하면, 화소 a 내지 i의 색의 평균치에는 화소 e의 색의 영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화소 f와 화소 j의 색차에 비

교한 경우에 대해서 색에 차가 커진다.

  이 결과, 색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서도, 화소 f와 화소 j 간에서 경계를 구획짓는 것이 가능하며, 흑색 영역과 적

색 영역에 동일한 라벨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하, 구체적인 구하는 방법을 휘도치 R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R 테이블의 해상도치를 추정 해상도에 고정하여, R 테이블의 R 휘도치를 스캔해가며 주목 화소의 휘도치 R이

R1≤R<Ri+1이 되는 R 휘도치 Ri를 R 테이블로부터 검색한다. 이 때, R 휘도치 Ri에 대한 인접 화소와의 휘도치의 최대치

를 Rdi, R 휘도치 Ri+1에 대한 인접 화소와의 휘도치의 최대치를 Rdi+1로 하면, 주목 화소의 휘도치 R이 R 테이블의 R

휘도치 Ri와 R 테이블의 R 휘도치 Ri+1 간의 선형 보간으로 나타냄으로서, 그 관계를 인접 화소와의 휘도치의 최대치에도

적응하여 추정되는 인접 화소와의 휘도치의 최대치 delta_r을 구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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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Ri-Ri+1

  rm=R-Ri

  rn=Ri+1-R

  delta_r=Rri*rn/rl+Rri+1*rm/rl

  로서 구한다. G,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해서, 미처리의 주목 화소의 (R, G, B)값으로부터 인접 화소와의 휘도차의 최대치(delta_r, delta_g, delta_b)

를 구하고, 이 인접 화소와의 휘도차의 최대치(delta_r, delta_g, delta_b)를 라벨링 시의 임계치로 한다.

  다음에, 이 미처리의 주목 화소의 주위 8화소를 주사하여 주목 화소의 주위에 이미 라벨 부여된 화소가 있으며, 그 이미

라벨 부여된 화소의 RGB 휘도치(Rs, Gs, Bs)가,

  |R-Rs|＜=delta_r

  또는

  |G-Gs|<=delta_g

  또는

  |B-Bs|<=delta_b

  의 경우에, 주목 화소는 그 주위 화소와 가까운 색이므로, 주위 화소의 라벨을 전류 라벨 region으로서 보존하고, 주목 화

소의 라벨로서 전류 라벨 region을 부여한다. 또한, 동시에, 전류 라벨 region이 부여되어 있는 영역의 평균색(Rm, Gm,

Bm)으로서 주위의 라벨의 평균색에 주목 화소의 색을 가미한 새로운 평균색을 구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전류 라벨로서, 지금까지 부여된 라벨치+1의 라벨치를 설정하고, 주목 화소의 라벨에도 그 라벨치를

부여한다. 이 경우에도, 영역의 평균색(Rm, Gm, Bm)으로서 주목 화소의 RGB치를 설정한다.

  어느쪽의 경우에도, 주목 화소의 좌표치를 처리 대상 좌표 배열에 보존한다.

  다음에, 주목 화소의 주위에 동일 색 영역을 확장하는 처리를 행한다. 이 처리에서는 처리 대상 좌표 배열 중으로부터 선

두의 좌표치를 추출하고, 그 좌표의 화소를 주목 화소로 한다. 주목 화소의 RGB 휘도치로부터 RGB 각 색의 인접 화소의

휘도치의 차의 추정 임계치(delta_r, delta_g, delta_b)를 구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이 영역의 평균색의 (Rm, Gm, Bm)값과 추정 해상도로부터 평균색의 각 RGB의 휘도차 임계치

(delta_rm, elta_gm, elta_bm)를 구한다.

  다음에, 도 10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목 화소의 주위 8화소를 주사하여, 주목 화소의 주위의 각 화소의 (Ri, Gi, Bi)

치 (i=1 내지 8)을 구하고 주목 화소의 (Rc, Gc, Bc)값이나 평균색의 (Rm, Gm, Bm)치와의 RGB 각 색의 휘도차를 구하고

그것이,

  |Ri-Rc|<=delta_r

  또는

  |Gi-Gc|<=delta_g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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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Bc|<=delta_b

  |Ri-Rm|<=delta_rm

  또는

  |Gi-Gm|<=delta_gm

  또는

  |Bi-Bm|<=delta_bm

  의 경우에, 주목 화소와 동일 라벨을 부여하고, 주위 화소의 좌표를 처리 대상좌표 배열에 추가한다. 지금 처리한 주목 화

소는 처리 대상 좌표 배열로부터 삭제한다.

  다음에, 처리 좌표의 x, y의 최대치, 최소치를 구하고 그것을 이 라벨 영역의 외접 구형으로서 보존한다. 또한, 이 라벨 영

역의 평균색을 외접 구형의 속성으로서 보존한다.

  이 처리를 처리 대상 배열의 내용이 없어지기까지 계속한다.

  라벨링의 결과, 라벨 화상(동일 영역은 동일한 라벨치가 부여되어 있는 화상)과 동일한 라벨을 갖는 영역을 둘러싸는 외

접 구형이 획득된다.

  또한, 라벨링 처리의 출력 정보로서 이하의 데이타가 출력된다.

  ·라벨 화상 : 4바이트/1화소

  ·외접 구형

  구형수 : maxcount

  구형 정보 : lbtbl

  내포하는 라벨 화상의 라벨 번호 : label

  구형 좌측 상 좌표: (xmin, ymin)

  구형 우측 하 좌표: (xmax, ymax)

  구형 내의 대표색: (r, g, b)

  소속하는 그룹 번호: string_label

  윤곽 길이: contour

  다음에, 주목 구형 추출 처리를 행한다(스텝 S14). 이 주목 구형 추출 처리에서는 모든 색의 외접 구형을 대상으로 하여,

어느 사전에 결정한 범위에 들어 가는 사이즈의 외접 구형을 주목 구형으로서 추출한다.

  구체적으로는 x 방향 길이가 23dot(100dpi 시간) 이상, 화상의 폭의 1/2 이하, 또한 y 방향 길이가 23dot(l00dpi 시) 이

상, 화상의 높이의 1/2 이하의 외접 구형을 주목 구형으로서 추출한다.

  이 주목 구형 추출 처리에 의해, 외접 구형끼리를 그룹핑할 때의 기준으로 하는 외접 구형의 크기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

하며, 예를 들면 타이틀 영역을 추출하는 경우에, 타이틀이 되는 문자의 크기에 적합한 외접 구형을 기준으로서 외접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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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를 그룹핑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노이즈나 배경 등의 타이틀에는 포함되지 않은 외접 구형이 기준이 되며, 그룹핑 처

리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처리를 생략하여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

다.

  다음에, 주목 구형의 주위의 탐색 범위와 거기에 관한 구형 추출을 행한다(스텝 S15). 이 탐색 범위에 관한 구형 추출 처

리에서는 주목 구형의 주위에 어느 사이즈의 탐색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에 관한 구형을 추출한다.

  도 2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주목 구형의 주위의 탐색 범위의 설정 방법의 설명도이다.

  도 24에서, 구형 번호(1 내지 30)의 외접 구형이 추출되며, 구형 번호(1)의 외접 구형(151)을 주목 구형으로 한 것으로 한

다. 그리고, 이 외접 구형(151)의 주위에 탐색 범위(152)가 설정된 것으로 하면, 외접 구형(151)에 대한 그룹핑의 처리 대

상으로서, 탐색 범위(152)에 관한 구형 번호(2 내지 24)의 외접 구형만을 선택하고, 탐색 범위(152)에 상관없는 구형 번호

(25 내지 30)의 외접 구형에 대해서는 외접 구형(151)의 그룹핑의 처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외접 구형끼리를 그룹핑할 때에 외접 구형의 탐색 범위를 주목 구형의 주위에 한정함으로써, 소정의 범위 내

에 통합하여 존재하고 있는 문자열만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예를 들면 타이틀 영역을 추출하는 경우에, 타이틀에 포

함되지 않도록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는 문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타이틀 영역의 추출을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탐색 범위(152)는 주목 구형(151)의 종횡의 길이 중 긴 쪽을 len으로서, len과 100dpi에서 35dot가 작은

쪽을 주목 구형의 주위의 탐색 범위 길이range_size로서 구한다.

  주목 구형의 주위 range_size의 범위에 관한 외접 구형을 고속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하의 방법을 이용한다.

  도 25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주목 구형의 주위의 탐색 범위에 관한 구형의 추출 방법의 설명도이다.

  도 25에서, 구형 번호(1 내지 4)의 외접 구형(161 내지 164)이 추출된 것으로 하면, XY의 각 좌표치에 존재하는 구형 번

호 및 구형수를 구하고, 이들의 구형 번호 및 구형수를 XY의 각 좌표치마다 등록한다.

  예를 들면, X 좌표치(1 내지 4)의 위치에는 외접 구형(161 내지 164)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형수 n=0, 구형 번호=공백

이 등록되며, X 좌표치(5 내지 13)의 위치에는 구형 번호(4)의 외접 구형(164)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구형수 n=1, 구형 번

호=4가 등록되며, X 좌표치(14)의 위치에는 구형 번호(3)의 외접 구형(163) 및 구형 번호(4)의 외접 구형(164)이 존재하

고 있으므로, 구형수 n=2, 구형 번호=3, 4가 등록되며, X 좌표치(15, 16)의 위치에는 구형 번호(4)의 외접 구형(164)이 존

재하고 있으므로, 구형수 n=1, 구형 번호=4가 등록된다. 이하, 동일하다.

  다음에, 구형 번호(3)의 외접 구형(163)을 주목 구형으로 하고, 이 외접 구형(163)의 주위에 탐색 범위(165)가 설정된 것

으로 하면, 이 탐색 범위(165)에 포함되는 XY의 각 좌표치를 구한다. 그리고, XY의 각 좌표치의 구형 번호를 XY 각각에

대해서 구하고, XY의 양쪽에 포함되는 구형 번호를 탐색 범위(165)에 관한 외접 구형으로 한다. 예를 들면, 탐색 범위

(165)의 X 좌표에 포함되는 외접 구형의 구형 번호는 2 내지 4, 탐색 범위(165)의 Y 좌표에 포함되는 외접 구형의 구형 번

호는 1 내지 4이므로, XY의 양쪽에 포함되는 구형 번호는 2 내지 4가 된다. 이 결과, 탐색 범위(165)에 관한 외접 구형으

로서, 구형 번호(2 내지 4)에 대응하는 외접 구형(162 내지 164)이 얻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a) 내지 d)의 처리를 행한다.

  a) 화상 전체의 X, Y축으로 구형 번호를 투영한다.

  화상 전체의 X, Y축의 1화소마다 그에 속하는 구형수와 구형 번호의 집합을 등록한다. 예를 들면, 구형 번호 i가 X축의

(x1, x2)의 범위에 있다고 한다면, X축의 x1 내지 x2의 좌표에는 번호 i가 구형 번호의 집합에 들어가게 된다. 동일한 것

을 전 구형에 대해서 종횡 좌표에 대해서 행한다.

  b) 주목 구형의 주위에 range_size의 범위를 설정한다.

  c) range_size의 범위의 X축의 좌표마다의 구형 종류를 논리 OR하여 구형 번호의 집합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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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Y축이라도 추출한다.

  d) X축으로부터 구한 구형 번호의 집합과, Y축으로부터 구한 구형 번호의 집합을 논리 AND하고, 이 주목 구형의 주위에

있는 구형 집합을 결정한다.

  또, 도 25의 구형 번호의 저장 방법으로는 화상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구형 번호를 저장하는 용량이 각 좌표치마다 필요

하며 기억 용량이 커진다.

  그래서, 상술한 좌표마다의 구형수 및 구형 번호를 고속으로 또는 필요 메모리를 최소로 구하기 때문에, 이하와 같은 방

식을 취한다.

  도 26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주목 구형의 주위의 탐색 범위에 관한 구형 정보의 저장 방법의 설명도.

  도 26의 (a)에서, 구형 번호(1, 2)의 외접 구형(171, 172)이 추출된 것으로 하고, 외접 구형(171)은 X 좌표가 155 내지

165의 범위 내에 있으며, 외접 구형(172)은 X 좌표가 160 내지 163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이 때문에, 도 26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외접 구형(171)에 대해서는 X 좌표가 155 내지 165의 위치에 구형 번호(1)가 등록되며, 외접 구

형(172)에 대해서는 X 좌표가 160 내지 163의 위치에 구형 번호(2)가 등록된다.

  다음에, 도 26의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추출된 구형 번호(1, 2)를 X 좌표(155 내지 165)의 순서로 구형 번호(1, 2) 순

으로 재배열하고, X 좌표치가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구형 번호가 몇개 있는지를 셈으로써 각 좌표치의 구형수를 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i) 내지 v)의 처리를 행한다.

  i) 모든 구형의 옆폭을 합계하여, 그 길이의 수만큼 구형 번호, 좌표의 정보를 갖는 데이타 구조를 준비한다.

  ii) 구형의 좌표와 구형 번호를 준비된 데이타 구조의 데이타에 셋트한다.

  iii) 이 데이타 구조의 데이타를 좌표치로 소트한다.

  iv) 데이타의 좌표치를 순서대로 보아가며, 좌표치가 같은 것의 수를 좌표치마다 세어서, 그것을 그 좌표에 속하는 구형수

로 한다. 또한, 그 좌표마다의 구형수분만큼 구형 번호를 넣는 기록 영역을 확보한다. 소트한 데이타 구조를 선두로부터 스

캔해가며, 좌표가 동일한 동안은 수를 카운트해가며, 좌표치가 변한 곳에서 수를 확정하여 그것을 보존한다.

  v) 소트한 데이타 구조로 좌표치가 동일한 물건의 구형 번호를 위에서 확보한 영역에 저장한다. 이것도 소트한 데이타 구

조를 선두로부터 스캔해가며, 좌표가 동일한 동안에는 구형 번호를 저장 영역에 셋트한다.

  다음에, 동일 색 그룹 추출 처리를 행한다(스텝 S16). 이 동일 색 그룹 추출로는 1개의 주목 구형에 주목하여, 그 주목 구

형 내의 패턴의 평균색으로부터 라벨링 시와 마찬가지로 RGB 각 색의 휘도차 임계치를 구한다. 주목 구형의 탐색 범위에

관한 외접 구형 중에서 주목 구형과의 RGB 휘도차가 임계치 이내의 것을 동일 그룹으로서 추출하고 그룹 정보 영역으로

저장한다. 또한, 새롭게 그룹에 추가된 외접 구형을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하고, 그룹에 추가 구형이 없어지

기까지 반복 처리한다.

  구체적으로는, 1개의 주목 구형의 값(Rc, Gc, Bc)과 그 주위 구형의 집합 중의 1개의 외접 구형i의 값(Ri, Gi, Bi)의 RGB

공간 상의 거리를 이하와 같이 정의한다.

  dist=|Rc-Ri|+|Gc-Gi|+|Bc-Bi|

  또한, 주목 구형의 값(Rc, Gc, Bc)과 해상도 resolution으로부터 구해진 RGB의 각 휘도차를 delta_r, delta_g, delta_b

로 한다. 주목 구형의 값(Rc, Gc, Bc)과 그 주위의 외접 구형의 집합 중 1개의 외접 구형(i)의 값(Ri, Gi, Bi)이 이하의 조건

을 만족할 때, 주목 구형의 주위의 외접 구형은 주목 구형의 그룹에 속한다고 판정하여 주위의 외접 구형(i)을 주목 구형의

그룹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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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TH_RGB(TH_RGB=20)

  또는

  (|Rc-Ri|<delta_r

  또는

  |Gc-Gi|<delta_g

  또는

  |Bc-Bi|<delta_b)

  또한, 동시에 이 새롭게 그룹에 더해진 구형 번호를 신규 추가 구형 영역에 저장해 둔다.

  다음에, 신규 추가 구형 영역의 선두의 구형 번호를 추출하고, 그것을 새로운 주목 구형으로서, 그 주위에 있는 외접 구형

을 구하고 위의 순서를 반복하여, 그룹에 속하는 외접 구형을 구한다. 이 순서를 그룹에 새롭게 더해지는 구형이 없어지기

까지 반복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이하의 추출하는 그룹 정보의 데이타 구조가 얻어진다.

  그룹 내의 구형수 : num

  그룹을 구성하는 구형 번호 : child

  중복 구형 통합 후의 구형수 : over Lap_num

  중복 구형 통합 후의 구형 정보 : overlap

  (데이타 타입은 구형 정보 lbtbl형)

  그룹 내 문자열의 방향 코드 : orient

  그룹 내의 문자열수 : gyou_num

  문자열의 구형 정보 : gyou

  다음에, 그룹 내 평균 문자선 굵기 추출 처리를 행한다(스텝 S17). 이 그룹 내 평균 문자선 굵기 추출 처리에서는 그룹 내

의 외접 구형에 대응하는 라벨 화상의 패턴에 대해서, 윤곽 추적 처리를 행하고 윤곽 길이를 구한다. 즉, 그룹에 속하는 1개

의 외접 구형의 구형 범위 내에서, 그 외접 구형의 라벨 번호에 주목하여 라벨 화상 상에서 윤곽 추적 처리를 행한다. 추출

한 윤곽의 길이를 그 구형의 윤곽 길이의 속성에 셋트한다. 그리고, 그 패턴의 면적을 윤곽 길이로 나누어, 문자의 선이 평

균적인 굵기를 구하고, 그 값을 구형의 속성으로서 구형 정보에 등록한다.

  도 27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문자선의 굵기의 산출 방법의 설명도이다.

  도 27의 (a)에서, 예를 들면 「フ」라는 패턴이 추출된 것으로 하면, 「フ」라는 패턴에 포함되는 화소수를 셈으로써

「フ」라는 패턴의 면적 S를 산출한다.

  다음에, 도 27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フ」라는 패턴의 윤곽을 추출하고, 이 윤곽 길이 L을 산출한다. 그리고,

「フ」라는 패턴의 면적 S를 윤곽 길이 L로 나누어서 「フ」라는 패턴이 평균적인 굵기 W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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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문자선 굵기에 의한 재그룹화 처리를 행한다(스텝 S18). 이 재그룹화 처리에서는 그룹 내의 외접 구형을 대상으

로 외접 구형의 평균 문자선 굵기를 이용하여 그룹화를 행하고, 새로운 그룹 정보를 구축한다. 즉, 그룹 내의 외접 구형을

대상으로 해서, 도 21의 스텝 S14 내지 S16의 처리를 반복한다. 여기에서 스텝 S16의 그룹화 시에, 스텝 S15에서 사용한

색 정보뿐만아니라, 추정 문자선 굵기(= 구형 내의 패턴 면적/ 패턴의 윤곽 길이)도 사용한다.

  도 28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문자선의 굵기에 의한 재그룹핑 처리의 설명도이다.

  도 28에서, 「그룹 1」이라는 문자열과 「그룹 2」라는 문자열이 동일 색으로 기술되며 서로 근접하여 배치되어 있기 때

문에, 「그룹 1」이라는 문자열과 「그룹 2」라는 문자열이 동일한 그룹(181)에 그룹핑된 것으로 한다.

  여기서, 「그룹 1」이라는 문자열에 포함되는 문자의 굵기 「그룹 2」라는 문자열에 포함되는 문자의 굵기를 산출하고,

다른 굵기의 문자를 별도의 그룹으로 분할한다. 이 결과, 「그룹 1」이라는 문자열은 그룹(182)에 그룹핑되며, 「그룹 2」

라는 문자열은 그룹(183)에 그룹핑된다.

  이 처리에 의해, 원래의 그룹에서 배경 등의 문자 패턴과 동일 색인 것이 있으며, 배경과 문자 패턴이 동일한 그룹에 속해

있던 것을 별도의 그룹으로 하거나 문자 패턴만의 그룹에서도 폰트나 사이즈가 다른 것을 별도의 그룹으로 하거나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개의 외접 구형 중 제1 외접 구형의 추정 문자선 굵기 thick1 및 제2 외접 구형의 추정 문자선 굵기

thick2로부터 문자선 굵기의 비 thick_rate를 이하와 같이 구한다.

  thick_rate=max(thick1, thick2)

  ／min(thick1, thick2)

  그리고, 도 21의 스텝 S15와 동일하게, 이하의 조건을 만족할 때에 2개의 외접 구형을 동일한 그룹으로서 기록한다.

  thick_rate < TH_THICK_RATE

  또는

  (dist<TH_RGB

  또는

  (|Rc-Ri|<delta_r

  또는

  |Gc-Gi|<delta_g

  또는

  |Bc-Bi|<delta_b))

  다만, TH_THICK_RATE는 2.5로 설정하고 있다.

  이 처리를 원래의 그룹 내 모든 외접 구형에 대해 행하고, 그룹 내의 새로운 그룹핑을 행한다.

  문자선 굵기를 구하는 경우, 패턴의 윤곽을 구할 필요가 있지만, 윤곽 추적을 고속화하기 위해서 이하의 처리를 행한다.

  도 29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윤곽 추적에서의 화소의 탐색 개시점의 설정 방법의 설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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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9의 (a)에서 화소a 내지 i에서 구성되는 패턴의 윤곽을 구하는 것으로 하면, 라벨 화상의 좌측 상으로부터 래스터 스

캔을 행함으로써, 화소 a가 발견된다. 화소 a가 발견되면, 화소 a에 인접하는 8개의 화소 중 화소 a의 직전에 탐색된 화소

의 다음 화소 a'를 탐색 개시점으로서, 화소 a에 인접하는 화소를 시계 방향으로 탐색한다. 그리고, 화소 e가 발견되면, 도

29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소 e에 인접하는 8개의 화소 중, 화소 e의 직전에 윤곽으로서 탐색된 화소 a의 다음의 화

소 e'를 탐색 개시점으로서 화소 e에 인접하는 화소를 시계 방향으로 탐색한다. 그리고, 화소 i가 발견되면, 도 29의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소 i에 인접하는 8개의 화소 중, 화소 i의 직전에 윤곽으로서 탐색된 화소 e의 다음의 화소 i'를 탐색

개시점으로서, 화소 i에 인접하는 화소를 시계 방향으로 탐색한다. 이하, 마찬가지로 해서, 도 29의 (d)에 도시한 바와 같

이, 화소 a→화소 e→화소 i→화소 h→화소 g→화소 f→화소 b→화소 c가 화소a 내지 i로 구성되는 패턴의 윤곽으로서 추

출된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a) 내지 f)의 처리가 행해진다.

  a) 구형 사이즈의 처리 완료 플래그를 준비하고, 초기치로서 전부 미처리 플래그로서 0를 셋트한다

  b) 구형 범위 내를 처리 완료 플래그와 라벨 화상으로 동시에 좌측 상부로부터 래스트 스캔하여, 화소가 처리 완료 플래

그가 0으로 또는 라벨 번호가 전류 구형의 라벨 번호인 화소 i를 찾는다. 윤곽 길이를 0으로 설정한다.

  c) 화소 i로부터 주위의 8화소를 도 30의 0으로부터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탐색하고, 화소가 처리 완료 플래그가 0이며

또는 라벨 번호가 전류 구형의 라벨 번호인 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화소의 방향 코드 DC를 추출한다.

  도 30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전류 화소로부터 본 방향 코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0에서 C는 전류 화소, 0 내지 7은 전류 화소로부터 본 주위 화소로 C로부터 본 방향 코드 DC이다. 화소 i로부터 주위

의 8화소를 탐색하는 경우, 이 순서로 탐색한다

  d) 윤곽을 구성하는 다음 화소로서, 전류 화소 C로부터 검출한 방향 코드 DC의 화소로 이동한다. 이 때, 윤곽 길이로서

이미 계산한 윤곽 길이를 1개만 인크리멘트한다. 그리고, 이동처의 화소를 새로운 전류 화소 C'로서 다시 그 주위의 8화소

에 대해서, 처리 완료 플래그가 0이며 또한 라벨 번호가 전류 구형의 라벨 번호인 화소를 찾는다. 이 때, 새로운 전류 화소

C'의 주위의 8화소를 탐색하는 개시 방향 코드는 전회의 방향 코드(DC+5)를 8로 이고 나눈 나머지의 DC'로부터 개시하

여 시계 방향으로 탐색한다.

  이에 따라, 전 화소의 윤곽 추적 처리로 이미 탐색 완료의 화소를 이중에 탐색하는 것을 피하고 고속인 윤곽 추적 처리가

가능해진다.

  e) 화소 이동에 의한 윤곽 추적 처리를 최초로 발견한 개시 좌표가 되기까지 계속하고, 이 때의 윤곽 길이를 이 구형 내에

있는 라벨치의 패턴의 1개의 윤곽의 윤곽 길이로서 추출한다.

  f) c) 내지 f)의 처리를 동일한 패턴의 다른 윤곽에도 행하고, 모든 윤곽 길이를 서로 더해서 최종적으로 이 패턴의 윤곽

길이로 추출한다.

  다음에, 그룹 내의 큰 구형 삭제 처리를 행한다(스텝 S19). 이 그룹 내의 큰 구형 삭제 처리에서는 노이즈 제거를 위해 그

룹 내에서 평균적인 구형 사이즈를 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극단적으로 큰 사이즈의 구형을 삭제한다.

  도 3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그룹 내의 큰 구형 삭제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1의 (a)에서, 외접 구형(192 내지 201)이 그룹(191)에 그룹핑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그룹(191) 내의 외접 구형(192

내지 201)의 크기를 구한다. 그리고, 외접 구형(192)의 크기가 외접 구형(193 내지 201)의 크기에 비교하여 현격하게 차

이나는 것으로 하면, 도 31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그룹(191)으로부터 외접 구형(192)을 삭제하고 외접 구형(193 내지

201)으로 이루어지는 그룹(202)을 생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a) 내지 d)의 처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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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룹 내의 외접 구형의 높이의 막대 그래프를 작성하여, 최대 빈도치를 나타내는 구형 높이 freq_height를 이하의 방

법으로 구한다.

  i) 막대 그래프에 바림용 윈도우(gradation window)를 이용하여 컨볼루션 연산(이동합)을 행하고 막대 그래프를 바림한

다. 구체적인 바림용 윈도우는 예를 들면 「11111」 5화소로 이루어진다.

  ii) 최소 높이치(구체적으로는 100dpi에서 23dot)를 미리 결정해두고, 그 이상으로 최대 빈도를 나타내는 구형 높이

freq_height를 구한다.

  도 3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최대 빈도치를 나타내는 구형 높이의 산출 방법의 설명도이다.

  도 32의 (a)에서, 도 31의 외접 구형(192 내지 201)의 높이의 빈도를 구하면 바림용 윈도우(205)를 이용하여 도 32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 32의 (a)에서 구하고 있는 구형 높이의 빈도의 이동합을 산출한다. 구형 높이의 빈도의 이동합

을 구하면, 외접 구형(192 내지 201)의 높이 중, 최대 빈도를 나타내는 구형 높이 freq_height를 구한다.

  b) 최대 빈도치를 나타내는 구형 높이 freq_height가 최소 높이치(구체적으로는, 100dpi에서 23dot)보다 작을 때는, 최

소 높이치를 최대 빈도치를 나타내는 구형 높이 freq_height로 한다.

  c) 큰 구형이라고 판정하는 임계치 th_large를 th_large=freq_height*10으로 한다.

  d) 그룹 내의 외접 구형으로 종횡 사이즈와도 th_large보다 작은 것만을 남기고 후는 노이즈로서 그 그룹으로부터 삭제

한다.

  다음에, 그룹 내의 중복 구형 통합 처리를 행한다(스텝 S20). 이 그룹 내의 중복 구형 통합 처리에서는 그룹 내에 있는 외

접 구형 내에서 중복이 있는 외접 구형에 대해서, 이들의 외접 구형을 둘러싸는 구형을 새롭게 만들고 그룹 정보에 새롭게

등록한다.

  즉, 그룹 내의 외접 구형 중, 일부에서도 중복이 있는 외접 구형끼리를 통합하여 이들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으로 한다.

  도 3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그룹 내의 중복 구형 통합 처리의 설명도이다.

  도 33의 (a)에서, 외접 구형(211)은 외접 구형(212)과 중복되어 있으며, 외접 구형(212)은 외접 구형(213)과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있다. 이 경우, 외접 구형(211 내지 213)을 통합하고 외접 구형(211 내지 214)을 생성한다.

  이 처리에 의해, 예를 들면, 「畵」나 「關」 등과 같이, 1개의 문자가 서로 분리한 복수의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들의 복수의 패턴을 일체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그 후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그룹 내 문자열 추출 처리를 행한다(스텝 S21). 이 그룹 내의 문자열 추출 처리에서는 그룹 내에서 문자열 방향을

추정하고, 그 방향에 대해 문자열을 추출한다. 추출한 문자열의 방향, 좌표 등의 정보는 그룹마다 보존한다.

  도 3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그룹 내 문자열 추출 처리의 설명도이다.

  도 34의 (a)에서, 구형 번호(1 내지 29)의 외접 구형이 그룹(221)으로 그룹핑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가장 좌측으로 있는

구형 번호(1)의 외접 구형으로부터, 우측 방향으로 구형 번호(1)의 외접 구형과 인접하는 외접 구형이 있는지의 여부를 찾

는다. 그리고, 구형 번호(1)의 외접 구형과 인접하는 외접 구형으로서, 구형 번호(2)의 외접 구형이 발견되면, 발견된 외접

구형에 구형 번호(1)을 지정하고, 발견된 외접 구형의 구형 번호(2)를 구형 번호(1)로 변경한다. 마찬가지로 해서, 우측 방

향으로 인접하는 외접 구형이 있는지의 여부를 찾고 인접하는 외접 구형이 발견되면, 주로 인접하는 외접 구형의 구형 번

호를 우측의 외접 구형으로 지정한다.

  구형 번호(1)의 외접 구형으로부터 우측 방향으로 인접하는 외접 구형이 없어지면, 구형 번호(15)의 외접 구형으로부터,

우측 방향으로 구형 번호(15)의 외접 구형과 인접하는 외접 구형이 있는지의 여부를 찾는다. 구형 번호(15)의 외접 구형과

인접하는 외접 구형이 발견되면, 발견된 외접 구형에 구형 번호(15)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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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처리에 의해, 도 34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형 번호(1)의 외접 구형에 우측 방향으로 인접하는 외접 구형에

구형 번호(1)가 첨부되며, 구형 번호(15)의 외접 구형에 우측 방향으로 인접하는 외접 구형에 구형 번호(15)가 첨부된다.

구형 번호의 지정 처리가 종료하면, 동일한 구형 번호(1)가 첨부된 외접 구형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222)을 생성하고, 동

일한 구형 번호(15)가 첨부된 외접 구형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223)을 생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a) 내지 e)의 처리를 행한다.

  a) 그룹 내의 외접 구형의 좌표로부터 문자열 방향을 추정한다.

  b) 외접 구형의 상하 좌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형의 내향과, 외향의 양 방향의 인접 관계를 구한다.

  c) 가로 방향의 문자열의 경우, 좌측으로부터의 인접 관계가 없는 구형을 개시 구형으로서, 우측으로 구형이 없어질 때까

지 개시 구형 번호를 우측에 있는 구형으로 전파해간다. 세로 방향도 마찬가지이다.

  d) 좌측으로부터의 인접 관계가 없이, 좌측으로의 인접 관계가 있는 구형은 좌측의 구형 번호를 획득하여, 그것을 우측으

로 전파하고, 인접 관계가 없어지기까지 반복한다.

  e) 여기까지의 처리를 그룹 내 모든 구형에 대해서 행한 후에, 동일한 구형 번호가 붙어 있는 구형을 구하고, 동일한 구형

번호가 붙어 있는 구형의 외접 구형을 문자열 구형으로서 추출한다.

  다음에, 문자열 내 분리 문자 통합 처리를 행한다(스텝 S22). 이 문자열 내 분리 문자 통합 처리에서는 횡서의 상하 분리

문자 통합 처리(종서로는, 좌우 분리 문자 통합 처리)를 문자열 구형에 적응하여 분리 구형을 통합한 외접 구형으로 대체한

다. 여기서는, 추출된 문자열 내의 구형에 대해서 문자열 방향과 직각의 방향으로 구형 통합을 행한다. 이것은 횡서의 문자

열이면, 예를 들면 「こ」라는 문자의 상부 스트로크와 하부 스트로크를 각각 둘러싸는 구형을 통합하여 1개의 구형으로

하는 처리이다.

  도 35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문자열 내 분리 문자 통합 처리의 설명도이다.

  도 35의 (a)에서 그룹(221) 내에서 서로 가로 방향으로 인접하는 외접 구형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222, 223)이 생성되

며, 외접 구형(222) 내에는 세로 방향으로 서로 인접하는 외접 구형(224, 225) 및 세로 방향으로 서로 인접하는 외접 구형

(226, 227)이 존재하고 외접 구형(223) 내에는 세로 방향으로 서로 인접하는 외접 구형(228, 229) 및 세로 방향으로 서로

인접하는 외접 구형(230, 231)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도 35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외접 구형(222, 223)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232)을 생성하여, 외접 구형(222,

223)을 통합하고, 외접 구형(226, 227)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233)을 생성하여, 외접 구형(226, 227)을 통합하고, 외접

구형(228, 229)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234)을 생성하여, 외접 구형(228, 229)을 통합하고, 외접 구형(230, 231)을 둘러싸

는 외접 구형(235)을 생성하여, 외접 구형(230, 231)을 통합한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a) 내지 c)의 처리를 행한다. 또, 이하의 예에서는 가로 문자열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세로

문자열의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a) 문자열 내 구형을 x 좌표로 올라가는 순서로 소트한다.

  b) 최초의 구형을 전류 구형으로서 다음 그 이후의 구형이 전류 구형의 x 좌표의 범위에 중복되는 경우는 통합하고, 전류

구형의 x 좌표의 범위도 통합 결과인 것으로 한다. 이 처리를 통합하는 구형이 없어지기까지 반복한다. 통합하는 구형이

없어지면 분리 통합 후의 구형으로서 보존한다.

  c) 통합하는 구형이 없어지면, 다음 구형을 새로운 전류 구형으로서, b) 및 c)의 처리를 반복한다.

  다음에, 그룹 내의 문자열 사이즈에 의한 재그룹화를 행한다(스텝 S23). 그룹 내의 문자열 사이즈에 의한 재그룹화 처리

로는 그룹 내의 문자열 정보로부터 문자열 방향으로 직각의 사이즈에 주목하여, 그 크기로 재그룹화를 행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그룹 정보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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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해, 동일 색 그룹 내에서, 문자 사이즈가 다른 문자열을 별도의 그룹으로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이즈와 문자열의

별도의 그룹화도 가능해진다.

  도 36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그룹 내의 문자열 사이즈에 의한 재그룹화 처리의 설명도이다.

  도 36의 (a)에서 그룹 221 내에서 서로 가로 방향으로 인접하는 외접 구형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222, 223)이 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외접 구형(222)의 높이 H1 및 외접 구형(223)의 높이 H2를 산출하고, 외접 구형(222)의 높이 H1과 외

접 구형(223)의 높이 H2의 차가 임계치 보다 큰 경우는 외접 구형(222)과 외접 구형(223)을 별도의 그룹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2개의 문자열 구형의 높이(횡서인 경우. 종서이면 폭)의 차이가 임계치보다 작으며 또한 2개의 문자열 구

형이 중복 혹은 2개의 문자열 구형 간의 거리가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 이 2개의 문자열 구형은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것

으로 하고 동일한 그룹 번호를 부여한다. 이 처리를 모든 그룹에서 행한다.

  다음에, 그룹 내에서 동일한 그룹 번호의 문자열을 1개의 그룹으로 하는 새로운 그룹을 작성한다. 이 처리는 도 21의 스

텝 S18에서 동일한 그룹이 된 문자 사이즈가 다른 문자열을 별도의 그룹으로 하는 기능이 있다.

  다음에, 그룹 내의 큰 구형재 삭제 처리를 행한다(스텝 S24). 이 그룹 내의 큰 구형재 삭제 처리로는 노이즈 제거를 위해

그룹 내에서 평균적인 구형 사이즈를 구하고, 그 구형 사이즈를 기준으로서 극단적으로 큰 사이즈의 구형을 다시 삭제한

다. 즉, 지금까지의 처리로 변화한 그룹에 대해서 도 21의 스텝 S19의 처리를 재차행하고 그룹 내의 노이즈를 삭제한다.

  다음에, 그룹 통합 처리를 행한다(스텝 S25). 이 그룹 통합 처리로는 좌우 또는 상하의 가까운데에 동일색의 그룹을 통합

한다. 즉, 2개의 그룹이 거의 동일한 색으로 또한 가까운 곳에 있으며, 그룹의 외접 구형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경우에,

그 2개의 외접 구형을 통합하고, 1개의 그룹으로 한다. 이것은 후에 행하는 문자 구형 열에 의한 그룹의 문자열과 같은 판

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행한다.

  도 37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그룹 통합 처리의 설명도이다.

  도 37의 (a)에서, 그룹 1의 외접 구형(241)과 그룹 2의 외접 구형(242)이 서로 가로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하

면, 외접 구형(241)과 외접 구형(242)의 거리 L1, 외접 구형(241)과 외접 구형(242)의 상단끼리의 좌표의 차 E1 및 외접

구형(241)과 외접 구형(242)의 하단끼리의 좌표의 차 E2를 구한다. 그리고, 외접 구형(241)과 외접 구형(242)의 거리 L1,

외접 구형(241)과 외접 구형(242)의 상단끼리의 좌표의 차 E1 및 외접 구형(241)과 외접 구형(242)의 하단끼리의 좌표의

차 E2가 각 임계치 보다 작으며, 그룹 1의 대표색과 그룹 2의 대표색의 차가 소정의 임계치 이내에 있는 경우, 외접 구형

(241)과 외접 구형(242)을 통합하고 외접 구형(241) 및 외접 구형(242)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243)을 생성한다.

  구체적으로는 2개의 그룹의 외접 구형에 있어서 좌표가 가깝고, 또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2개의 외접 구형을 통합하여

1개의 문자열과 볼 수 있을 것과 같은 것을 1개의 그룹으로 통합한다. 통합의 조건은 이하와 같다.

  · 2개의 그룹의 평균 RGB의 각 RGB의 휘도차가 있는 고정 임계치보다 작다.

  · 횡 정렬인 경우, 가로 방향의 거리가 고정 임계치 보다 작다(종 정렬인 경우는 세로 방향의 거리가 고정 임계치보다 작

다).

  · 횡 정렬인 경우, 2개의 그룹 외접 구형의 상단끼리의 좌표의 차가 고정 임계치보다 작으며, 또한 하단끼리의 좌표의 차

가 고정 임계치보다 작다(종 정렬인 경우, 2개의 그룹 외접 구형의 우단끼리의 좌표의 차가 고정 임계치보다 작으며 또는

좌단끼리의 좌표의 차가 고정 임계치보다 작다).

  이 처리를 통합하는 그룹이 없어지기까지 반복한다.

  다음에, 구형 정렬에 의한 문자와 같은 그룹의 추출 처리를 행한다(스텝 S26). 이 구형 정렬에 의한 문자와 같은 그룹의

추출 처리에서는, 그룹 내의 구형 중에서 사이즈 또는 형태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구형을 대상으로 상하단 좌표의 어

느쪽인지가 이웃하는 구형과 가까운 경우, 이 양자의 구형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고 판정하고, 나란히 플래그를 셋트한

다. 그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 내의 대상 구형 중에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구형의 수가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나타

낸 열 구형율을 구하고, 그 열 구형율이 일정한 임계치 이상의 그룹을 문자열이라고 간주하고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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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8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구형 정렬에 의한 문자열과 유사한 그룹의 추출 처리의 설명도이다.

  도 38의 (a)에서 외접 구형(252 내지 256) 및 외접 구형(258 내지 269)이 입력 화상으로부터 생성되며, 외접 구형의 그

룹핑에 의해, 외접 구형(252 내지 256)이 1개의 그룹이 된 결과, 이들의 외접 구형(252 내지 256)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

(251)이 생성되며, 외접 구형(258 내지 269)이 1개의 그룹이 된 결과, 이들의 외접 구형(258 내지 269)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257)이 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다음에, 각 그룹 내의 외접 구형의 사이즈이나 위치 관계를 조사하고, 가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외접 구형에

대해 횡 정렬 플래그(1)를 부여하고, 세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외접 구형에 대해서 종 정렬 플래그(2)를 부여한

다. 이 결과, 외접 구형(251) 내의 외접 구형(252 내지 256)은 랜덤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으므로, 외접 구형(252 내지

256)에는 횡 정렬 플래그(1)도 종 정렬 플래그(2)도 붙지 않는다. 한편, 외접 구형(257) 내의 외접 구형(258 내지 269)은

가로 일렬로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으므로, 외접 구형(258 내지 269)에는 횡 정렬 플래그(1)가 부여된다.

  외접 구형(252 내지 256) 및 외접 구형(258 내지 269)에 대한 플래그 처리가 종료하면, 각 그룹마다 플래그가 첨부된 구

형의 비율을 산출하고, 플래그가 첨부된 구형의 비율이 많은 그룹을 문자열로서 추출하고, 플래그가 첨부된 구형의 비율이

적은 그룹을 노이즈로서 버린다.

  이 결과, 도 38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외접 구형(252 내지 256)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은 외접 구형(252 내지 256)에

대해서 플래그가 1개도 첨부되지 않으므로, 노이즈로서 버려지며, 외접 구형(258 내지 269)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은 외접

구형(258 내지 269)에 대해서 횡 정렬 플래그(1)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문자열로서 추출된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a) 내지 e)의 처리를 행한다.

  a) 그룹 내의 인접하는 사이즈 또는 형태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2개의 구형의 상단 좌표끼리 또는 하단 좌표끼리의 차

가 임계치[높이의 WID_RATE(=0.2)배]보다 작은 경우, 그 2개의 구형에 횡 정렬 플래그를 부여한다.

  여기서, 인접하는 것은 기준 구형의 폭의 WID_RATE_DIST(=0. 5)배의 주위 범위 이내에 구형이 있는 것을 말한다.

  b) 그룹 내의 인접하는 사이즈 또는 형태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2개의 구형의 좌단 좌표끼리 또는 우단 좌표끼리의 차

가 임계치(폭의 WID_RATE배)보다 작은 경우, 그 2개의 구형에 종 정렬 플래그를 부여한다.

  여기서, 인접하는 것은 기준 구형의 높이의 WID_RATE_DIST배의 주위 범위 이내에 구형이 있는 것을 말한다.

  c) 그룹 내의 구형으로 횡 정렬 플래그와 종 정렬 플래그의 수가 많은 쪽을 문자열 방향으로서 채용하고, 그 수를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구형수로 한다.

  d) 그룹 내의 구형 중에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구형의 비율을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구형수/그룹 내의 사이즈 또는

형태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구형의 총수」를 산출함으로써 구한다.

  또, 대상으로 하는 그룹 내 구형의 조건은 그룹 내의 구형의 최대 빈도치를 나타내는 높이를 도 32에 도시한 수법으로 구

하고 그 3배를 large_rect로서,

  구형 높이가 고정 사이즈(23dot, 100dpi에서)보다 크며, large_rect보다 작은것으로 한다.

  e)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구형의 비율이 일정 임계치 NUM_RATE(=0. 8)보다 큰 경우에, 그 그룹을 문자열과 유사한 그

룹으로서 남기고 다른 것을 노이즈로서 버린다.

  또, 「·」이나 「―」는 문자로서 남기도록 한다.

  다음에, 노이즈 그룹의 삭제 처리를 행한다(스텝 S27). 이 노이즈 그룹의 삭제 처리에서는 그룹 내가 2개의 구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에 대해서, 그 형상, 좌표로부터 노이즈라고 생각되는 그룹을 추출하여, 그 그룹을 삭제한다. 즉, 그룹

내의 구형수가 2개인 것에 대해서, 그 2개의 구형이 상하(또는 좌우)단과도 가까운 것으로 2개의 구형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이외의 그룹을 노이즈로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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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9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노이즈 그룹의 삭제 처리의 설명도이다.

  도 39에서, 2개의 외접 구형(272, 273)이 1개의 그룹으로서 추출되며, 이 2개의 외접 구형(272, 273)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271)이 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외접 구형(272)과 외접 구형(273)의 하단 좌표는 일치하고 있지만, 외

접 구형(272)과 외접 구형(273)의 상단 좌표는 극단적으로 다르므로, 이들의 외접 구형(272, 273)은 노이즈라고 간주하

여, 외접 구형(272, 273)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을 문자열과 유사한 그룹으로부터 삭제한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처리를 행한다.

  그룹 내의 2개의 구형의 높이의 평균을 hei, 폭의 평균을 wid로 한다. 임계치를 결정하는 비율 DEL_RATE=0.1로서,

  (|제1 구형의 상단 좌표-제2 구형의 상단 좌표|

  <hei×DEL_RATE

  또는

  |제1 구형의 하단 좌표-제2 구형의 하단 좌표|

  <hei×DEL_RATE

  또는

  |제1 구형의 좌단 좌표-제2 구형의 좌단 좌표|

  <wid×DEL_RATE

  또는

  |제1 구형의 우단 좌표-제2 구형의 우단 좌표|

  <wid×DEL_RATE)

  를 만족하는 그룹만 남기고 후는 노이즈로 해서 삭제한다.

  다음에, 그룹 내 동일색 패턴 추출 처리를 행한다(스텝 S28). 이 그룹 내 동일색 패턴의 추출로는 그룹의 대표색을 그룹

내부의 구형의 대표색의 평균으로서 구한다. 그룹의 내부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원화상을 탐색하여 그 색에 가까운 패턴으

로 이미 문자 패턴으로서 추출되어 있는 것 이외의 것을 2치 화상으로서 추출한다. 추출한 패턴에 2치 화상용 라벨링을 걸

쳐서 연결 성분의 외접 구형을 구하고, 그것의 크기가 일정 임계치 보다 큰 물건만을 문자 패턴의 일부로서 그룹에 추가한

다.

  예를 들면, 그룹 내의 패턴의 평균색(RGB)을 구하고 그 색에 가까운 화소를 그룹의 외접 구형의 범위 내에서 구하여 2치

화상을 작성한다. 그 중으로부터 패턴 부분을 제거하여 남은 2치 화상에 2치 화상의 라벨링 처리를 실시하고, 새로운 외접

구형을 구한다. 그리고, 새로운 외접 구형의 크기 및 형태가 일정한 임계치 이상인 경우에, 새로운 외접 구형 내의 패턴을

그룹에 추가한다.

  이 처리에 의해, 지금까지의 처리에서 누락되지만, 실은 문자의 일부인 패턴, 예를 들면 「ば」의 탁점 부분과 같이 문자

폭 정보나 색 어긋남 등으로 빠진 패턴을 재추출할 수 있다.

  도 40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그룹 내 동일색 패턴 추출 처리의 설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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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0의 (a)에서 도 21의 스텝 S11 내지 S27의 처리에 의해 「クロ-ハル化への3つの成功モデル」이라는 문자열이 입력

화상으로부터 추출되며, 이들의 문자열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280)이 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ク」라는 문

자의 탁점 및 「ハ」라는 문자의 탁점이 누락되어 있다.

  여기서, 「ク」라는 문자의 탁점이 누락한 것은 「ク」라는 문자의 탁점의 색과 「ク」라는 문자의 색의 차가 임계치 범

위 내에 없기 때문에, 「ク」라는 문자의 탁점이 「ク」라는 문자와 다른 그룹으로 그룹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ハ」라는 문자의 탁점이 누락한 것은 「ハ」라는 문자의 탁점의 색과 「ハ」라는 문자의 색의 차가 임계치 범위

내에 없기 때문에, 「ハ」라는 문자의 탁점이 「ハ」라는 문자와 다른 그룹에 그룹핑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스텝 S16의 동일색 그룹 추출 처리로는 추출 대상이 되는 문자열 중 국소적인 부분의 색끼리가 비교되므로,

추출 대상이 되는 문자열의 색이 색 어긋남 등으로 국소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자의 일부가 누락하거나 한다.

  그래서, 「ク」라는 문자의 탁점 및 「ハ」라는 문자의 탁점의 재추출을 행한다. 여기서, 재추출을 행할 때는 이미 추출

되어 있는 「クロ-ハル化への3つの成功モデル」이라는 문자열 전체를 고려하여, 그 대표색을 구하고 이 대표색에 가까운

색을 갖는 패턴을 라벨 화상으로부터 추출한다. 이미 추출되어 있는 문자열 전체를 고려하여 대표색을 구함으로써, 그 문

자열이 국소적인 색의 변화의 영향이 경감되며, 「ク」라는 문자의 탁점 및 「ハ」라는 문자의 탁점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또한, 재추출을 행할 때는 재추출의 대상이 되는 패턴이 존재하는 범위를 외접 구형(280)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

범위의 한정을 행함으로써 재추출이 되는 문자의 탁점이 그 범위로부터 밀려 나오지 않도록 하여 처리 대상이 되는 패턴의

범위를 좁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출 정밀도를 손상하는 일 없이 처리를 고속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결과, 도 40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ク」라는 문자의 탁점과 「ハ」라는 문자의 탁점이 정확하게 추출되며, 「グ

ロ-バル化への3つの成功モデル」이라는 문자열을 입력 화상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또, 이 재추출의 결과 「グロ-バル化への3つの成功モデル」이라는 문자열과 동일색의 노이즈가 외접 구형(280)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 노이즈도 함께 추출되므로, 재추출된 패턴 중 미소인 것은 노이즈라고 간주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a) 내지 h)의 처리를 행한다.

  a) 그룹 내의 구형 정보에 보존되어 있는 대표색 정보를 그룹 내의 구형 전부에 대해서 평균하고 그룹의 대표색(Rm, Gm,

Bm)을 구한다.

  b) 그룹 내의 구형 사이즈의 최대 빈도치를 폭과 높이에 대해서 구하고, 이들을 mfw, mfh로 한다. 최대 빈도치의 폭 mfw

와 높이 mfh가 최소 구형 사이즈 임계치 minsize(=2)보다 큰 경우에는 최대 빈도치의 폭 mfw와 높이 mfh를 각각 minsize

에서 치환한다.

  c) 그룹의 외접 구형을 구하고, 그 외접 구형의 범위에서 2치 화상을 작성한다. 2치 화상은 전부 0으로 둔다.

  d) 그룹의 외접 구형의 범위 내에서 원화상의 화소의 색을 체크하여, 원화상의 화소의 색(R, G, B)과 그룹의 대표색이,

  |Rm-R|+|Gm-G|+|Bm-B|<THR×10

  (THR=10)

  을 만족하는 화소의 위치를 기록하고, 2치 화상의 동일한 위치의 화소를 1로 한다.

  e) 2치 화상 중에서부터 그룹 내의 구형을 구성한다. 이미 추출되어 있는 패턴을 제거하여, 2치 화상을 그룹의 대표색에

가까운 색이며 또는 지금까지의 처리에서 누설되어 있던 패턴만으로 한다.

  f) 2치 화상에 대해서 2치 화상용 라벨링을 행하고 연결 영역의 외접 구형을 구한다

  g) 외접 구형의 폭 w 및 높이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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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fw/2 또한 h<mfh/2

  를 만족하는 구형만을 남기고 다른 것을 삭제한다.

  h) 남은 구형을 구성하는 연결 구형의 패턴을 그룹에 추가한다.

  다음에, 그룹의 출력 순위 결정 처리를 행한다(스텝 S29). 이 그룹의 출력 순위 결정 처리로서는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그룹이 복수 추출된 경우, 그룹의 외접 구형으로부터 면적을 계산하여 전 화상 중의 그룹의 면적의 큰 순서로 그룹을 소트

하고, 이 소트한 결과를 출력 순서로 한다.

  다음에, 2치 패턴 생성 처리를 행한다(스텝 S30). 이 2치 패턴 생성 처리에서는 그룹을 구성하는 패턴을 문자 인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2치 화상으로서 작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a) 내지 c)의 처리를 행한다.

  a) 그룹의 외접 구형 사이즈의 2치 화상을 작성하고, 그것을 전부 0으로 설정한다.

  b) 그룹 내의 구형의 라벨 번호를 추출하고, 대응하는 구형 영역의 내부에서 라벨 화상을 탐색하고, 그 라벨 번호의 화소

를 추출하고, 2치 화상 상에서 그 좌표의 화소를 1로 한다.

  c) b)의 처리를 모든 구형에 대해서 행하고, 그룹을 구성하는 패턴을 2치 화상 상에 작성한다.

  이하, 이상의 처리를 실제의 컬러 화상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도 41의 (a)는 입력된 원화상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이 원화상은 표제 문자(301, 302), 무늬(303), 본문 문자(304),

프레임(305) 등이 컬러로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이 원화상으로부터 표제 문자(301, 302)를 타이틀로서 추출하는 것으로

한다. 또, 표제 문자(301, 302)는 각각 한색으로 인쇄되게 된다.

  도 41의 (b)는 도 41의 (a)의 라벨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1의 (b)에서, 이 라벨 화상은 도 21의 스텝 S13의 색 라벨링 처리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이 색 라벨링 처리에 의해,

동일색의 연결 영역에 대해 동일 라벨이 부여되며, 동일 라벨이 부여된 패턴의 외접 구형이 생성된다. 이 때, 외접 구형의

갯수는 수천 내지 수만 정도가 된다.

  도 41의 (c)는 도 41의 (b)의 라벨 화상으로부터 얻어진 주목 구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1의 (c)에서 이 주목 구형은 도 21의 스텝 S14의 주목 구형 추출 처리에 의해 얻어진 것이며, 도 41의 (c)의 예는 구

형 번호 1 내지 64의 주목 구형이 추출되어 있다.

  또, 스텝 S14의 주목 구형 추출 처리로서는 라벨 화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외접 구형 중 소정의 범위 내의 크기의 외접 구

형이 주목 구형이 되므로, 도 41의 (c)의 영역(311, 312)에 원래 추출되어 있어야만 하는 표제 문자(301, 302)의 외접 구

형이 빠져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도 41의 (c)의 영역(312)에 원래 추출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표제 문자(302)는 도 41

의 (a)의 「に」의 문자에 대응하는 외접 구형이지만, 도 41의 (b)의 라벨 화상으로는 「に」를 구성하는 3개의 스트로크

에 다른 라벨이 부여되므로, 각 스트로크의 외접 구형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 주목 구형 추출 처리에 의해 본문 문자(304)에 대응하는 도시되지 않는 외접 구형(313)이나 노이즈의 외접 구형이나

프레임(305)의 외접 구형 등을 그룹핑 시의 탐색 범위의 기준이 되는 외접 구형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으며, 처리를 고속화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도 41의 (b)의 상태에서는 외접 구형의 갯수가 수천 내지 수만 정도 있는 것이 도 41의

(c)의 상태에서는 외접 구형의 갯수가 수십개로 줄어 들고 있다.

  도 41의 (d)는 그룹 추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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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1의 (d)에서 이 그룹 추출 결과는 도 21의 스텝 S16의 동일 색 그룹 추출 처리에 의해 얻어진 것이며, 구형 번호가 1

내지 21의 그룹의 외접 구형이 생성되어 있다. 이 처리에 의해, 도 41의 (b)의 라벨 화상으로부터 얻어진 외접 구형 중 도

41의 (c)에서 설정된 주목 구형으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에 있으며, 대표색의 색이 가까운 것은 동일한 그룹에 그룹핑되며,

동일한 그룹에 그룹핑된 외접 구형을 둘러싸는 외접 구형이 생성된다.

  이 결과, 도 41의 (a)의 「닛케이 400사 경영자 앙케이트」라는 표제 문자(301)에 대응한 그룹의 외접 구형(321)이 생성

되며, 도 41의 (a)의 「무역 불균형의 요인에 미묘한 차」라는 표제 문자(302)에 대응한 그룹의 외접 구형(322)이 생성된

다. 이 그룹핑에 의해, 표제 문자(301, 302)를 구성하는 문자열을 각각 1개로 통합할 수 있다. 또한, 도 41의 (c)의 영역

(311, 312)에 원래 추출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표제 문자(301, 302)의 외접 구형(323, 324)도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도 41의 (c)의 주목 구형으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에 대표색의 색이 가까운 다른 외접 구형이 도 41의 (b)의 라벨 화상

으로부터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그 주목 구형은 그룹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주목 구형은 소멸한다.

  도 42의 (a)는 도 41의 (d)의 그룹 추출 결과를 문자선 굵기로 재그룹화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2의 (a)에서 이 재그룹은 도 21의 스텝 S18의 문자선 굵기에 의한 재그룹화 처리에 의해 얻어진 것이며, 구형 번호가

0 내지 12의 그룹의 외접 구형이 생성되어 있다. 이 처리에 의해, 도 41의 (a)의 「닛케이 400사 경영자 앙케이트」라는

표제 문자(301)에 대응한 그룹의 외접 구형(331)이 생성되며, 도 41의 (a)의 「무역 불균형의 요인에 미묘한 차」라는 표

제 문자(302)에 대응한 그룹의 외접 구형(332)이 생성된다.

  또, 도 41의 (d)의 외접 구형 중 패턴의 선의 굵기에 의해서 그룹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소멸한다.

  도 42의 (b)는 도 42의 (a)의 구형의 중복 통합 후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2의 (b)에서 이 구형의 중복 통합 후의 결과는 도 21의 스텝 S20의 그룹 내중복 구형 통합 처리에 의해 얻어진 것이

며, 구형 번호가 0 내지 12의 그룹의 외접 구형이 생성되어 있다. 이 처리에서는 도 41의 (a)의 무늬(303)에 대응하는 영역

(333)의 외접 구형은 서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외접 구형은 통합되어 소멸하고 있다. 이 통합 처리에 의

해, 이 이후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외접 구형의 수가 줄어들므로 처리를 고속화할 수 있다.

  도 42의 (c)는 도 42의 (b)의 화상으로부터 구형 정렬에 따른 문자열과 유사한 그룹을 추출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2의 (c)에서 이 문자열과 유사한 그룹은 도 21의 스텝 S26의 구형 정렬에 의한 문자열과 유사한 그룹의 추출 처리에

의해 얻어진 것이며, 구형 번호가 0, 1의 그룹의 외접 구형이 추출되어 있다. 이 처리에 의해, 도 42의 (b)의 영역(342)의

그룹의 외접 구형은 랜덤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으므로, 삭제되며 도 42의 (b)의 영역(341)의 그룹의 외접 구형만이 추출

된다.

  도 42의 (d)는 도 42의 (c)의 화상으로부터 그룹 내 패턴을 추출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2의 (d)에서, 이 그룹 내 패턴은 도 21의 스텝 S28의 그룹 내 동일색 패턴 추출 처리에 의해 얻어진 것이며, 도 42의

(c)에서 얻어진 그룹의 외접 구형의 영역 내의 패턴이 추출되며, 도 41의 (a)의 「닛케이 400사 경영자 앙케이트」라는 표

제 문자(301) 및 「무역 불균형의 요인에 미묘한 차」라는 표제 문자(302)가 얻어진다.

  도 43의 (a)는 도 41의 (a)의 화상으로부터 추출된 타이틀의 제1 후보의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 도 43의 (b)는 도 41의

(a)의 화상으로부터 추출된 타이틀의 제2 후보의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3의 예에서는 추출된 패턴의 외접 구형(402, 402)의 면적에 의해, 도 41의 (a)의 원화상으로부터 추출된 타이틀의 출

력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 결과, 도 41의 (a)의 「무역 불균형의 요인에 미묘한 차」라는 표제 문자(302)가 타이틀의 제2 후보로서 제시되며, 도

41의 (a)의 「닛케이 400사 경영자 앙케이트」라는 표제 문자(301)가 타이틀의 제2 후보로서 제시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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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인접하는 화소가 동일 라벨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거리 임계치를

고정치가 아닌, 주목 화소의 색 정보에 따라서 설정했으므로, 동일 범위인지의 여부의 판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원하

는 영역의 추출이 정확하게 얻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의하면, 축소 화상에 의해 동일한 색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영역을 구하도록 했으므로, 동일한

색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영역을 추출하는 처리를 빠르게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축소 화상에 의해 라벨 화상과 라벨의 외접 구형, 그 대표색, 동일 라벨 영역 내의 색의

정도의 수, 색의 종류를 구하고, 그에 대응하는 원화상의 구형을 구하고, 그 구형 내부에서 라벨링 처리를 행하므로, 라벨

링 처리를 빠르게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축소 화상으로부터 구해진 모든 색의 종류와의 가까움을 조사하여, 그것이 임계치 보

다도 작았을 때 동일 라벨을 부여하도록 했으므로, 인간의 본 상태와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의 영역 추출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색의 3요소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임계치를 설치하고, 이 3요소의 전부가 각각의 임

계치 이내에 존재할 때 동일하다고 간주하므로, 임계치의 테이블의 용량을 작게 할 뿐만아니라 매우 정확한 라벨 부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입력 화상 내의 패턴의 색 정보 및 기하학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패턴의 분류를 행함

으로써 컬러 입력 화상 내로부터 동일 색이 첨부된 표제 영역을 추출하는 경우 등에서 컬러 입력 화상 내의 일부의 영역으

로 범위를 한정하여, 동일 색의 패턴의 추출을 행하고 표제 영역과 관계없는 빠진 영역에 존재하는 동일 색의 패턴을 분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거나 표제 문자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노이즈 등의 작은 패턴이나 배경 등의 큰 패턴을 처리 대상으로

부터 제거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표제 영역의 추출 처리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입력 화상 내의 화소의 클러스터링을 행할 때는, 자기의 화소의 이웃하는 화소와의 색

정보를 비교하여 클러스터링을 행함으로써, 입력 화상 내의 모든 화소끼리를 비교하면, 화소끼리의 색 정보의 비교 횟수가

입력 화상 내의 화소수의 2승의 오더가 되는데 대해서, 자기의 화소의 이웃하는 화소와 비교한 경우에는, 화소끼리의 색

정보의 비교 횟수가 입력 화상 내의 화소수의 오더로 끝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처리의 고속화가 가능해

진다.

  또한, 입력 화상 내의 화소의 그룹핑을 행할 때는 클러스터링된 클러스터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의 클러스터를 그룹핑 시

의 처리 대상으로 함으로써, 동일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는 화소를 일체적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개개의

화소를 처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룹핑 처리를 고속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입력 화상 내

의 일부의 영역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클러스터의 그룹핑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룹핑 처리의 보다 한층 더

고속화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소정의 해상도로 판별한 색의 변동의 범위 내의 영역을 동일 색의 영역으로서 추출함

으로써, 기본이 되는 색의 도트의 크기 및 이들의 조합으로 입력 화상의 패턴의 색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력 화상

내에서는 동일 색으로서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독 시의 해상도에 의해서는, 다른 색의 집합으로서 검출되는 경우

에서도 입력 화상의 판독 시에 동일 색의 범위로서 추출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입력 화상 내에서 동일 색으로서 표현

되어 있는 영역으로부터 패턴의 일부가 빠지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라벨 화상으로부터 생성된 외접 구형 중 탐색 영역을 설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외접 구

형을 소정의 범위의 크기의 외접 구형에 한정함으로써 입력 화상으로부터 문자 영역을 추출할 때에, 노이즈 등이 미세한

패턴이나 배경 등의 큰 패턴의 외접 구형이 문자열을 탐색할 때의 탐색 영역의 기준으로서 선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문자열이 아닌 패턴에 대한 그룹핑 처리가 행해지는 것을 저감하고 문자열만의 추출을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

이 가능해진다.

  또한, 문자열을 탐색할 때의 탐색 영역을 주목하는 외접 구형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로 설정함으로써 주목한 외접 구형

근방의 문자만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력 화상으로부터 타이틀을 추출할 때에, 그 타이틀과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

고, 그 타이틀을 구성하지 않은 문자가 동일 그룹에 속함으로서 추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타이틀

에 포함되는 일련의 문자만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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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입력 화상의 인접 화소 간의 색 정보를 비교하여 라벨 화상을 생성할 때에, 이미 라벨

이 붙어 있는 라벨 화상의 색 정보도 고려함으로써, 색의 차이의 누적치도 고려하면서 라벨 부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지

기 때문에, 색이 서서히 변화하는 경우에, 서로 인접하는 화소의 색 정보를 비교하는 것뿐이므로, 서로 인접하는 화소 간에

서는 색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화소에 동일한 라벨이 부여되며, 이들의 화소를 찾아간 결과, 색의 차이가 누적하여,

전연 다른 색의 화소에 동일한 라벨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소정의 색으로 표현된 영역의 인접 화소 간의 색차에 기초하여 라벨링 시의 임계치를

설정함으로써 입력 화상이 망점 인쇄법 등으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화상 내에서는 동일 색으로서 표현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판독 시의 해상도에 의해서는, 다른 색의 집합으로서 검출되는 경우에서도 입력 화상의 판독 시에 동일 색의

범위로서 추출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력 화상 내에서 동일 색으로서 표현되어 있는 영역으로부터 패턴의 일부가 빠졌

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망점 인쇄법으로 생성되는 색을 컴퓨터 상에서 가상적으로 생성함으로써, 망점 인쇄

법에 의한 색의 변동을 실제의 인쇄물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일 없이, 망점 인쇄법에 의한 색의 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인쇄 모델로 표현된 색의 휘도치 및 상기 휘도치에서의 인접 화소와의 색차를 상기 인

쇄 모델에서의 판독 시의 해상도마다 등록한 색차 테이블을 생성함으로써, 실제의 인쇄물을 판독하는 디바이스의 해상도

가 어떠한 것이어도 실제의 인쇄물로부터 판독된 색이 동일 색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임계치를 용이하게 취득하는 것

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인쇄 모델에서의 판독 시의 해상도를 입력 화상에 대해서 추정함으로써, 디바이스로

판독된 실제의 인쇄물을 컴퓨터 상에서 가상적으로 생성된 인쇄 모델 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며, 디바이스로 판독된 실

제의 인쇄물에 대해서, 인쇄 모델로 생성된 임계치를 적용하여 라벨링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색차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색의 휘도치 및 색차가 입력 화상 전체로 가장 맞는 해상

도를 입력 화상에서의 인쇄 모델에서의 판독 시의 해상도와 추정함으로써, 디바이스로 판독된 실제의 인쇄물에 대해서 인

쇄 모델로 생성된 알맞은 임계치를 입력 화상 전체에 적용하여 라벨링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색차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색의 휘도치 및 색차가 입력 화상의 국소적인 영역에서

가장 맞는 해상도를 입력 화상이 국소적인 영역에서의 인쇄 모델에서의 판독 시의 해상도로 추정함으로써, 디바이스로 판

독된 실제의 인쇄물에 대해서 입력 화상 전체의 임계치와 맞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그 영역에 알맞은 임계치를 이용하여

라벨링 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라벨링 처리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인쇄 모델에서의 판독 시의 해상도를 고정치로 함으로써, 실제의 인쇄물에 대한 모델

해상도 추정 처리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라벨링된 라벨 화상끼리를 그룹핑함으로써, 라벨링에 의해 추출된 문자 영역을, 문자

열 영역으로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타이틀의 추출을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라벨 화상의 외접 구형에 대한 색 정보 및 상기 기하학 정보에 기초해서, 그룹핑을 행함

으로써 컬러 입력 화상 내로부터 동일 색이 첨부된 표제 영역을 추출하는 경우 등에서 컬러 입력 화상 내의 일부의 영역에

범위를 한정하여 패턴의 추출을 행하고 표제 영역과 관계없이 떨어진 영역에 존재하는 패턴을 분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

거나 표제 문자가 되지 않은 노이즈 등의 작은 패턴이나 배경 등의 큰 패턴을 처리 대상으로부터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지

기 때문에, 표제 영역의 추출 처리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라벨링된 패턴을 외접 구형으로 표현함으로써 문자 등을 구성하는 복잡한 패턴을 단순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가

능하며, 패턴을 기억하는 기억 용량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패턴의 위치 관계등을 구하는 경우에서도 처리를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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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외접 구형에 포함되는 패턴의 대표색을 비교하여 그룹핑을 행함으로써, 라벨링된 패턴

을 외접 구형끼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색 정보를 이용한 패턴의 그룹핑을 행할 때에, 그 패턴을 구성하는 각 화소끼

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요소의 갯수를 저감시켜서 그룹핑 처리를 고속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의하면 주목하는 외접 구형으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외접 구형을 대상으로서 그

룹핑을 행함으로써, 입력 화상으로부터 타이틀 영역 등을 추출할 때에, 그룹핑의 대상이 되는 외접 구형의 존재하는 범위

를 타이틀 영역으로서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타이틀 영역으로부터 밀려 나온 영역에 대해서는, 그룹

핑 처리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처리를 고속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주목하는 외접 구형으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의 종횡의 각 좌표에 포함되는 구형 번호

를 추출함으로써 주목하는 외접 구형으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외접 구형을 효율적으로 찾아 내기 시작하는 것

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외접 구형의 구형 번호를 좌표치의 순서로 저장하고, 가장 작은 좌표치로부터 순서대

로 구형 번호를 탐색하고, 좌표치가 변화하기까지의 사이에 포함되는 구형 번호를 그 좌표에 속하는 구형 번호로서 추출함

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외접 구형에 대응하여 그 좌표치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목하는 외접 구형으로부

터 소정의 범위 내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외접 구형의 갯수분만 기억 용량을 각 좌표치마다 미리 준비 해 두는 것이

불필요해지며, 외접 구형의 구형 번호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억 용량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주목하는 외접 구형으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외접 구형에 있어서, 색차 테

이블로부터 구한 색차보다도 2개의 외접 구형 간의 대표색의 색차가 작은 경우에, 2개의 외접 구형을 동일한 그룹에 넣도

록 함으로써, 입력 화상으로부터 타이틀 영역 등을 추출할 때에, 그룹핑의 대상이 되는 외접 구형의 존재하는 범위를 타이

틀 영역으로서 상응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외접 구형끼리를 비교하여 색 정보를 이용한 패턴의 그룹

핑을 행할 때에 실제의 인쇄물의 판독 시에 발생하는 동일 색에서의 색의 변동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처리를 고속

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판독 정밀도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굵기가 다른 문자를 별도의 그룹에 넣음으로써 입력 화상으로부터 타이틀 등을 추출

할 때에 굵기가 일치하는 문자로 이루어지는 문자열만을 1개의 타이틀로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타이틀을 추출할 때의 정

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패턴의 면적과 상기 패턴의 윤곽 길이와의 비에 기초하여, 상기 패턴의 굵기를 구함으

로써 패턴의 굵기를 정밀도 좋게 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패턴의 윤곽이 되는 화소를 탐색할 때에 이미 패턴의 윤곽으로서 탐색된 화소에 대해

서는 탐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패턴의 윤곽과 화소가 재차 추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윤곽 추적 처리의 속도를 향상시키

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문자 사이즈로부터 정한 소정의 범위를 넘는 외접 구형을 그 외접 구형의 그룹으로부

터 삭제함으로써 모양이나 그림 등의 패턴이 타이틀의 근처에 존재하고, 타이틀을 구성하는 문자와 모양이나 그림 등의 패

턴이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된 경우에서도 모양이나 그림 등의 패턴을 그 그룹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타이틀을 추

출할 때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외접 구형의 배치 상태에 기초하여, 문자열을 추출함으로써 외접 구형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는 영역과, 외접 구형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영역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외접 구형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영역을 타이틀 영역으로 함으로써 타이틀 영역만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크기가 다른 문자를 별도의 그룹에 넣음으로써 입력 화상으로부터 타이틀 등을 추출할

때에, 크기가 일치하는 문자로 이루어지는 문자열만을 1개의 타이틀로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타이틀을 추출할 때의 정밀

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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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그룹 내의 외접 구형이 일렬로 일치하여 배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함으로써, 일

열로 일치하여 배치되어 있는 외접 구형이 많은 그룹을 타이틀 영역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입력 화상으로부터

타이틀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그룹 내의 패턴의 대표색에 기초하여, 그룹의 대표색을 산출함으로써 타이틀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색을 고려하여 타이틀의 색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타이틀 영역에 국소적인 색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

우에서도, 그 국소적인 색의 차이의 영향을 저감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타이틀 색에 기초하여 타이틀 영역을 추출

할 때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그룹의 대표색에 기초하여 서로 인접하여 존재하는 그룹의 외접 구형을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타이틀을 구성하는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색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문자가 별도의 그룹에 속하는 것으

로 이루어진 경우에서도 이들의 문자를 동일한 그룹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서로 인접하여 존재하는 그룹의 외접 구형의 크기의 차가 소정의 범위 내에 있으며 또

한 그룹의 대표색의 차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그룹의 외접 구형을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타이틀을 구성하는 문

자로 이루어지는 그룹만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그룹의 대표색에 기초하여 원화상의 화소를 그룹의 외접 구형의 범위 내로부터 재추

출함으로써 타이틀을 구성하는 문자에 탁점이나 반탁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이틀 영역이 국소적인 색의 차이의 영향

으로 이들의 탁점이나 반탁점 등이 타이틀의 그룹으로부터 누락된 경우에서도 타이틀 영역의 전체적인 색과 비교하여, 이

들의 탁점이나 반탁점 등을 재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타이틀을 추출할 때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

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재추출된 패턴의 외접 구형이 임계치 보다 큰 것을 그룹에 추가함으로써 탁점이나 반

탁점 등을 타이틀 영역으로부터 재추출할 때에 타이틀과 동일 색의 미세한 노이즈가 타이틀 영역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서

도 이들의 노이즈만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타이틀을 추출할 때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그룹핑된 그룹의 외접 구형의 면적, 위치 및 위치 관계의 정보에 기초하여, 그룹 내의

패턴의 출력 순서를 결정함으로써 입력 화상으로부터 복수의 타이틀 후보가 추출된 경우에서도 타이틀과 같은 것을 평가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타이틀로서의 우선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순서대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그룹핑된 그룹의 외접 구형 내의 라벨 화상으로부터 2치 패턴을 생성함으로써 컬러 화

상으로부터 추출된 패턴의 인식 처리를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컬러 화상을 입력하여 컬러 화상 신호를 출력하는 컬러 화상 입력 수단과, 이 컬러 화상 신호를 유지하는 유지 수단과, 상

기 컬러 화상 신호를 처리하는 연산 수단을 구비한 컬러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주목 화소의 색 정보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정해지는 임계치를 설정하는 임계치 설정 수단과,

  인접하는 화소의 색 정보를 비교하여, 그 거리가 상기 임계치 이내일 때 동일 라벨을 부여하는 라벨링을 행하는 라벨링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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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화상을 입력하여 컬러 화상 신호를 출력하는 컬러 화상 입력 수단과, 이 컬러 화상 신호를 유지하는 유지 수단과, 상

기 컬러 화상 신호를 처리하는 연산 수단을 구비한 컬러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컬러 화상 신호를 축소하여 축소 화상을 작성하는 화상 축소 수단을 설치하고, 이 축소 화상으로부터 동일한 색으로

간주할 수 있는 영역을 구하고, 그 영역에 대응하는 원화상의 영역을 축소 화상으로부터 추출한 색에만 주목하여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컬러 화상을 구성하는 제1 색에 대해, 제1 임계치를 설정하는 제1 임계치 설정 수단과,

  상기 컬러 화상을 구성하는 제2 색에 대해, 제2 임계치를 설정하는 제2 임계치 설정 수단과,

  상기 제1 색의 화소를 상기 컬러 화상의 제1 주목 화소로 설정하는 제1 주목 화소 설정 수단과,

  상기 제2 색의 화소를 상기 컬러 화상의 제2 주목 화소로 설정하는 제2 주목 화소 설정 수단과,

  상기 제1 주목 화소에 인접하는 제1 인접 화소를 검출하는 제1 인접 화소 검출 수단과,

  상기 제2 주목 화소에 인접하는 제2 인접 화소를 검출하는 제2 인접 화소 검출 수단과,

  상기 제1 주목 화소의 색과 상기 제1 인접 화소의 색과의 차가 상기 제1 임계치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제1 인접 화

소에 대해, 상기 제1 주목 화소와 동일한 라벨을 부여하는 제1 라벨링 수단과,

  상기 제2 주목 화소의 색과 상기 제2 인접 화소의 색과의 차가 상기 제2 임계치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제2 인접 화

소에 대해, 상기 제2 주목 화소와 동일한 라벨을 부여하는 제2 라벨링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추출 장

치.

청구항 8.

  입력 화상 내의 패턴에 대한 색 정보를 산출하는 색 정보 산출 수단과,

  상기 패턴에 대한 기하학 정보를 산출하는 기하학 정보 산출 수단과,

  상기 색 정보 및 상기 기하학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패턴의 분류를 행하는 분류 수단과,

  인접하는 화소끼리의 색 정보에 기초하여, 입력 화상 내의 화소의 클러스터링을 행하는 클러스터링 수단과,

  상기 클러스터링 수단에 의해 얻어진 클러스터끼리의 색 정보 및 기하학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클러스터의 그룹핑을 행

하는 그룹핑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추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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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입력의 원화상으로 지정된 제1 해상도에서는 동일색으로 간주되는 영역이, 입력 장치의 기존의 제2 해상도에서는 다른

색의 집합으로 판별되는 경우에 있어서,

  상기 제2 해상도로 판별된 색의 변동의 범위 내의 영역을, 동일색의 영역으로서 추출하고,

  상기 색의 변동 범위는 상기 제2 해상도 및 미리 저장된 상기 입력의 원화상의 RGB 휘도치에 대응한 인접 화소의 휘도차

에 의해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추출 장치.

청구항 11.

  입력 화상의 색 정보에 기초하여, 라벨 화상을 생성하는 라벨 화상 생성 수단과,

  상기 라벨 화상의 외접 구형을 생성하는 외접 구형 생성 수단과,

  상기 외접 구형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외접 구형 중, 소정의 범위의 크기의 외접 구형을 추출하는 제1 외접 구형 추출

수단과,

  상기 제1 외접 구형 추출 수단에서 추출된 외접 구형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의 탐색 영역을 설정하는 탐색 영역 설정 수

단과,

  상기 탐색 영역에 관한 외접 구형을 상기 외접 구형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외접 구형 중에서 추출하는 제2 외접 구형

추출 수단과,

  상기 제1 외접 구형 추출 수단으로 추출된 외접 구형 내의 영역의 색 정보 및 상기 제2 외접 구형 추출 수단으로 추출된

외접 구형 내의 영역의 색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1 외접 구형 추출 수단에서 추출된 외접 구형 및 상기 제2 외접 구형 추

출 수단으로 추출된 외접 구형을 그룹핑하는 그룹핑 수단과,

  상기 그룹핑 결과에 기초하여, 문자열을 추출하는 문자열 추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추출 장치.

청구항 12.

  입력 화상의 인접 화소 사이의 색 정보를 비교하는 제1 색 정보 비교 수단과,

  상기 제1 색 정보 비교 수단에서 비교 대상이 된 화소의 색 정보와, 상기 화소에 인접하는 라벨 화상의 색 정보를 비교하

는 제2 색 정보 비교 수단과,

  상기 제1 색 정보 비교 수단의 비교 결과 및 상기 제2 색 정보 비교 수단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라벨링을 행하는 라벨

링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추출 장치.

청구항 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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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소정의 색으로 표현된 영역의 인접 화소 사이의 색차를 산출하는 색차 산출 수단과,

  상기 색차에 기초하여, 임계치를 상이하게 설정하는 임계치 설정 수단과,

  상기 임계치에 기초하여, 상기 소정의 색으로 표현된 화소에 인접하는 화소의 라벨링을 행하는 라벨링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추출 장치.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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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입력 화상에 포함되는 패턴에 대한 외접 구형을 생성하는 외접 구형 생성 수단과,

  상기 외접 구형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외접 구형 중 소정의 범위의 크기 또는 위치의 외접 구형을 추출하는 제1 외접

구형 추출 수단과,

  상기 제1 외접 구형 추출 수단에서 추출된 외접 구형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의 탐색 영역을 설정하는 탐색 영역 설정 수

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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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탐색 영역에 대한 외접 구형을 상기 외접 구형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외접 구형 중에서 추출하는 제2 외접 구형

추출 수단과,

  상기 제2 외접 구형 추출 수단에 의한 추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입력 화상으로부터 특정한 패턴을 추출하는 패턴 추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추출 장치.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기본이 되는 색의 도트를 조합시켜 컬러 화상을 구성하는 스텝과,

  상기 컬러 화상을 소정의 해상도로 판독하는 스텝과,

  상기 컬러 화상을 구성하는 색에 대해 상기 소정의 해상도로 판독된 인접 화소 사이의 휘도차를 산출하는 스텝과,

  상기 휘도차에 기초하여 입력 화상의 동일색의 범위를 추출하는 스텝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추출 방법.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입력의 원화상으로 지정된 제1 해상도에서 동일색으로 판별되는 영역의 색 차이를 입력 장치의 기존의 제2 해상도로 검

출하는 스텝과,

  상기 제2 해상도로 검출된 색의 차이에 기초하여 동일색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임계치를 설정하는 스텝과,

  상기 임계치에 기초하여 상기 제1 해상도에서 동일색이라고 판별되는 영역을 추출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추출 방법.

청구항 50.

  입력 화상의 색 정보에 기초하여 라벨 화상을 생성하는 스텝과,

  상기 라벨 화상 중 소정의 범위의 크기를 갖는 제1 패턴을 추출하는 스텝과,

  상기 제1 패턴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제2 패턴을 추출하는 스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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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1 패턴의 색 정보 및 상기 제2 패턴의 색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1 패턴 및 상기 제2 패턴을 그룹핑하는 스텝과,

  상기 그룹핑된 패턴으로부터 문자열을 추출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추출 방법.

청구항 51.

  색의 차가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 연결된 화소에 동일 라벨을 부여하는 스텝과,

  소정의 범위 내의 크기를 갖는 제1 라벨이 부여된 패턴을 추출하는 스텝과,

  상기 제1 라벨이 부여된 패턴으로부터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 제2 라벨이 부여된 패턴을 추출하는 스텝과,

  상기 제1 라벨이 부여된 패턴의 색과 상기 제2 라벨이 부여된 패턴의 색을 비교하는 스텝과,

  상기 제1 라벨이 부여된 패턴의 색과 상기 제2 라벨이 부여된 패턴의 색의 차가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제1 라벨이

부여된 패턴과 제2 라벨이 부여된 패턴을 동일 그룹으로 분류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추출 방법.

청구항 52.

  패턴 추출 장치에서 패턴 추출 처리를 행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매체에 있어서,

  컬러 화상의 주목 화소의 색 정보에 따라서 정해지는 임계치를 설정하는 기능과,

  인접하는 화소의 색 정보를 비교하여 그 거리가 상기 임계치 이내일 때 동일 라벨을 부여하는 기능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 매체.

청구항 53.

  패턴 추출 장치에서 패턴 추출 처리를 행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매체에 있어서,

  입력 화상 내의 패턴에 대한 색 정보를 산출하는 기능과,

  상기 패턴에 대한 기하학 정보를 산출하는 기능과,

  상기 색 정보 및 상기 기하학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패턴의 분류를 행하는 기능과,

  인접하는 화소끼리의 색 정보에 기초하여, 입력 화상 내의 화소의 클러스터링을 행하는 기능과,

  상기 클러스터링 기능에 의해 얻어진 클러스터끼리의 색 정보 및 기하학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클러스터의 그룹핑을 행

하는 기능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 매체.

청구항 54.

  패턴 추출 장치에서 패턴 추출 처리를 행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매체에 있어서,

  제1 해상도에서 동일색으로 판별되는 영역의 색의 차이를 제2 해상도로 검출하는 기능과,

  상기 제2 해상도로 검출된 색의 차이에 기초하여 동일색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임계치를 설정하는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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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임계치에 기초하여 상기 제1 해상도에서 동일색으로 판별되는 영역을 추출하는 기능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저장

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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