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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한 명함 인식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및 명함 인식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한 명함 인식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명함 인식 방법은,

a)명함의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을 설정하는 단계; b)명함 인식 모드에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명함 이미지로부터 문자

영역을 추출하는 단계; c)명함 이미지로부터 추출하고자 하는 해당 필드의 정보가 표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필드별

후보 영역을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을 참조하여 추출하는 단계; d)필드별 후보 영역 중 최우선순위를 갖는 필드 후보 각각

으로부터 문자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e)각각 추출한 문자 정보를 통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의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명함 데이터 인식이 가능하고 필요한 필드에 대한 선택적 명함 인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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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카메라가 구비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명함 인식 방법에 있어서,

a)상기 명함의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을 설정하는 단계;

b)명함 인식 모드에서, 상기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명함 이미지로부터 문자 영역을 추출하는 단계;

c)상기 명함 이미지로부터 추출하고자 하는 해당 필드의 정보가 표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필드별 후보 영역을 상기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을 참조하여 추출하는 단계;

d)상기 필드별 후보 영역 중 최우선순위를 갖는 필드 후보 각각으로부터 문자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e)상기 각각 추출한 문자 정보를 통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명함 인식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한 문자 정보로 구성되는 명함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표시된 명함 데이터에 대한 수정 명령이 입력되면, 입력되는 명령에 따라 상기 명함 데이터를 수정하여 표시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명함 인식 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한 문자 정보로 구성되는 명함 데이터 및 상기 수정된 명함 데이터를 저장 명령에 따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명함 인식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후, 상기 명함의 전체 필드들 중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필드를 설정하는 추출필드 설정

단계를 더 포함하며,

이에 따라, 상기 c) 단계에서는 상기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을 참조하여 상기 명함 이미지로부터 상기 설정된 추출필드에

대응하는 필드후보 영역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명함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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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명함의 필드는, 회사 마크, 회사명, 부서/직책, 이름, 및 상세정보 필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상세정보 필드는,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홈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 필드 중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명함 인식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은,

상기 회사 마크가 상기 명함 이미지의 맨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상기 회사명은 상기 명함 이미지의 맨 위의 중앙 부위에

위치하며, 상기 부서/직책이 상기 회사명 필드 영역의 아래 영역에 위치하며 글자 크기가 작고 "/"또는 빈칸으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상기 이름이 상기 소속/직책 필드 영역의 아래 또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글자의 크기가 크고 명함의 가운데 영역

에 위치하며 간격을 두고 한 글자씩 표시되며, 상기 상세정보가 이름 필드 영역의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작은 글씨로 그룹

화되어 표시된 패러그래프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명함 인식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은,

상기 상세정보 필드 중,

상기 우편번호가 "-"를 기준으로 3개의 숫자들이 구분되어 표시되고, 상기 주소가 상기 우편번호 필드 영역 다음에 표시되

며 시 또는 도로 시작하며, 상기 전화번호가 상기 주소 필드 영역 아래쪽에 위치하며 국가 또는 지역 번호로 시작하며, 상

기 팩스번호가 상기 전화번호 필드 영역 아래 또는 옆에 위치하여 상기 전화번호 필드와 동일한 국가 또는 지역 번호로 시

작하는 숫자가 표시되고, 상기 핸드폰번호가 상기 팩스번호 필드 영역의 아래에 위치하여 이동통신 사업자 지정번호로 시

작하는 숫자로 구성되며, 상기 홈페이지 주소가 "http" 또는 "www"를 포함하는 문자로 표시되며, 상기 이메일 주소가 특수

문자 "@"를 포함하는 영문으로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명함 인식 방법.

청구항 8.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명함을 인식하기 위한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상기 명함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상기 명함의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에 대한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명함 인식 모드에서, 상기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명함 이미지로부터 문자 영역을 추출하는 문자영역 추출부;

상기 명함 이미지로부터 추출하고자 하는 해당 필드의 정보가 표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필드별 후보 영역을 상기 필

드별 문자 표기 특성을 참조하여 추출하는 필드후보영역 추출부;

상기 필드별 후보 영역 중 최우선순위를 갖는 필드 후보 각각으로부터 문자 정보를 추출하는 문자정보 추출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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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각 추출한 문자 정보를 통합하여 명함 데이터로서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9.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입력되는 명령에 따라 상기 명함의 전체 필드들 중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추출 필드

를 설정하여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고,

상기 필드후보영역 추출부는 상기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을 참조하여 상기 명함 이미지로부터 상기 설정된 추출 필드에 대

응하는 필드후보 영역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명함의 필드는, 회사 마크, 회사명, 부서/직책, 이름, 및 상세정보 필드 중 적어도 하나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상세정보 필드는,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홈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 필드 중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통합한 명함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고, 상기 표시된 명함 데이터에 대한 수정 명령이 입력되면 입력

되는 명령에 따라 상기 명함 데이터를 수정하여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13.

카메라가 구비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명함 인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명함의 필드별 문자 배열패턴을 설정하는 단계;

명함 인식 모드에서, 상기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명함 이미지로부터 문자 영역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명함 이미지로부터 추출하고자 하는 해당 필드의 정보가 표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필드별 후보영역을 상기 필

드별 문자 배열패턴정보를 참조하여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한 필드별 후보영역에 표기된 각각의 문자 특성에 대응하여 인식 가능한 문자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당 문

자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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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각 추출한 문자 정보를 통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명함 인식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정보 추출단계에서는,

상기 추출한 필드 후보영역이 한글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자 영역인 경우에는, 한글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상기 추출한 필드 후보영역으로부터 한글 문자를 인식하여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명함 인식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정보 추출단계에서는,

상기 추출한 필드 후보영역이 영어 및 숫자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자 영역인 경우에는, 영어/숫자 인식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상기 추출한 필드 후보영역으로부터 영어/숫자 문자를 인식하여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명함 인식 방

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필드별 후보영역 추출단계는,

상기 추출된 문자 영역에 대해 문자들 간의 줄 간격, 각 라인의 높이, 문자열 정렬 방식을 고려하여 문자 표시 영역별로 블

록을 구분하는 단계;

상기 구분된 블록별로 문자 표시 라인의 특성을 체크하는 단계;

상기 체크한 라인별 특성에 따라 필드의 종류를 추정하는 단계;

상기 추정된 각 필드에 대해 문자 표시 특성을 체크하는 단계; 및

상기 문자 표시 특정에 따라 상기 필드별 후보영역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명함 인식 방법.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명함의 필드는, 회사 마크, 회사명, 부서/직책, 이름, 및 상세정보 필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명함 인식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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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세정보 필드는,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홈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 필드 중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명함 인식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카메라가 부착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명함인식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휴대용

단말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명함을 촬영한 후 필요한 정보만을 보다 신속하게 추출하여 문자 데이터화할 수 있는

명함인식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명함을 건네 받으면,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자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지원하는 전화전

호 편집메뉴를 이용하여 명함으로부터 필요한 내용을 키패드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여 저장한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관리는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하게 한다. 더욱이 사용자가 지인들로부터

받은 명함이 많을 경우, 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리해야 한다면 입력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관리도 그 만큼 힘들어지

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휴대용 단말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명함을 촬영하고, 촬영한 이미지를 문자 인식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문자 인식함으로써, 명함을 휴대용 단말기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문자 인식이란, 종이와 같은 일정한 면을 갖는 영역에 기록된 문자들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판독 및 식별하여 이를 컴퓨

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문자인식장치는 광전변환장치, 인식처리장치, 기억장치, 출력장치로 구성된다. 광전변환장치는 지면의 문자

를 전압파형으로 변환하고 이때 지면의 2차원 도형인 문자의 형상은 TV와 같은 방식인 주사(scan)에 의해 전압 파형의 시

계열 변화인 1차원 신호로 변환한다. 기억장치는 인식처리장치를 제어하는 연산 제어 프로그램과, 인식한 형상을 특정한

형태로 표현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인식처리장치는 기억장치 상 프로그램의 제어에 따라 광전변환장치를 통해 미지의 문

자를 입력하여 처리하고, 같은 기억장치 내의 표준 패턴과 비교하여 가장 일치도가 높은 패턴에 해당되는 문자의 종류를

미지 문자의 글자 종류로 인식한다. 출력장치는 인식된 문자를 컴퓨터나 그 밖의 정보처리장치에 전달하기 쉬운 형태로 전

달한다.

문자인식장치로는 인쇄문자와 필기문자를 모두 인식할 수 있는 광학식 문자판독기(Optical Character Reader: OCR), 필

기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태블릿(tablet), 특수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광학식 마크판독기(Optical Mark Reader: OMR),

바코드, 자기잉크판독기(Magnetic Ink Character Reader: MICR) 등이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명함 인식을 위한 카메라가 부착된 휴대용 단말기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휴대용 단말기는, 키패드에 마련된 조작키들(32,34)을 이용하여 카메라(10)를 통해 명함의 이미지를 촬

영하고,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20)에 표시한다. 이때 휴대용 단말기는 표시된 이미지로부터 문자 인식 기능을 통해 문자를

인식하여 해당 정보를 추출한 후, 추출한 정보를 명함 데이터로서 저장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보다 간편한 명

함 정보의 저장이 가능하다.

도 2는 종래의 카메라를 구비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명함 인식 방법의 예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휴대용 단말기는 카메라(10)를 통해 명함을 촬영하여 명함 이미지를 독출한다(S11). 휴대용 단말기는 독출한 명함

이미지에 대한 영상 처리를 수행한다(S13). 여기서 영상 처리란, 촬영영상을 인식에 용이하도록 변환하는 단계로서, 이진

화 및 잡영 제거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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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단말기는 영상 처리된 명함 이미지로부터 문자 영역을 추출한다(S15). 휴대용 단말기는 추출한 문자 영역에 대한

문자 인식을 수행한다(S170). 휴대용 단말기는 모든 문자 영역에 대한 문자 인식을 통해 각 필드의 정보를 추출한다(S18).

이에 따라, 휴대용 단말기는 최종적으로 추출한 정보를 화면(20)에 표시한다(S19).

그런데, 종래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명함 인식 방법은 문자를 인식할 때 명함 이미지의 문자 영역에 대해 범용 문자 인

식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존의 명함 인식 방법은 명함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 외에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포함된 전체

명함 이미지의 문자 영역에 대해 문자 인식을 수행하기 때문에, 문자 인식 시간 및 명함 정보의 추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프로세서의 속도가 빠른 일반 컴퓨터(PC)에서는 문자 인식 속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휴대용 단말기는 종래

의 방법으로 명함을 인식할 경우 느린 명함 인식 속도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야기 시켜 명함 인식 기능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명함 인식 방법은 필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명함 이미지에 대해 문자 인식을 처리한 후 인식 결과

에 따라 문자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문자 인식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명함을 인식할 때 보다 빠른 명함 인식

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명함을 인식할 때, 필드의 종류에 따라 보다 정확한 명함 인식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카메라가 구비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명함 인식 방법에 있어서, a)상기

명함의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을 설정하는 단계; b)명함 인식 모드에서, 상기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명함 이미지로부터 문

자 영역을 추출하는 단계; c)상기 명함 이미지로부터 추출하고자 하는 해당 필드의 정보가 표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필드별 후보 영역을 상기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을 참조하여 추출하는 단계; d)상기 필드별 후보 영역 중 최우선순위를 갖

는 필드 후보 각각으로부터 문자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e)상기 각각 추출한 문자 정보를 통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명함 인식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본 실시예의 명함 인식 방법은, 상기 통합한 문자 정보로 구성되는 명함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표시된 명함 데이터에 대한 수정 명령이 입력되면, 입력되는 명령에 따라 상기 명함 데이터를 수정하여 표시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실시예의 명함 인식 방법은, 상기 통합한 문자 정보로 구성되는 명함 데이터 및 상기 수정된 명함 데이터를 저장

명령에 따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실시예의 명함 인식 방법은, 상기 a) 단계 후, 상기 명함의 전체 필드들 중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필드를 설정하는 추출필드 설정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에 따라, 상기 c) 단계에서는 상기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을 참조하

여 상기 명함 이미지로부터 상기 설정된 추출필드에 대응하는 필드후보 영역을 추출한다.

상기 명함의 필드는, 회사 마크, 회사명, 부서/직책, 이름, 및 상세정보 필드로 구성된다. 상기 상세정보 필드는,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홈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 필드로 구성된다.

상기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은, 상기 회사 마크가 상기 명함 이미지의 맨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상기 회사명은 상기 명함

이미지의 맨 위의 중앙 부위에 위치하며, 상기 부서/직책이 상기 회사명 필드 영역의 아래 영역에 위치하며 글자 크기가 작

고 "/" 또는 빈칸으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상기 이름이 상기 소속/직책 필드 영역의 아래 또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글자의 크

기가 크고 명함의 가운데 영역에 위치하며 간격을 두고 한 글자씩 표시되며, 상기 상세정보가 이름 필드 영역의 아래 부분

에 위치하여 작은 글씨로 그룹화되어 표시된 패러그래프 형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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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은, 상기 상세정보 필드 중, 상기 우편번호가 "-"를 기준으로 3개의 숫자들이 구분되어 표시되

고, 상기 주소가 상기 우편번호 필드 영역 다음에 표시되며 시 또는 도로 시작하며, 상기 전화번호가 상기 주소 필드 영역

아래쪽에 위치하며 국가 또는 지역 번호로 시작하며, 상기 팩스번호가 상기 전화번호 필드 영역 아래 또는 옆에 위치하여

상기 전화번호 필드와 동일한 국가 또는 지역 번호로 시작하는 숫자가 표시되고, 상기 핸드폰번호가 상기 팩스번호 필드

영역의 아래에 위치하여 이동통신 사업자 지정번호로 시작하는 숫자로 구성되며, 상기 홈페이지 주소가 "http" 또는

"www"를 포함하는 문자로 표시되며, 상기 이메일 주소가 특수문자 "@"를 포함하는 영문으로 표시되는 것을 특성을 갖는

다.

한편 상기와 같은 목적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명함을 인식하기 위한 휴대용 단말기에 있

어서, 상기 명함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상기 명함의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에 대한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명함

인식 모드에서, 상기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명함 이미지로부터 문자 영역을 추출하는 문자영역 추출부; 상기 명함 이미지

로부터 추출하고자 하는 해당 필드의 정보가 표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필드별 후보 영역을 상기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을 참조하여 추출하는 필드후보영역 추출부; 상기 필드별 후보 영역 중 최우선순위를 갖는 필드 후보 각각으로부터 문

자 정보를 추출하는 문자정보 추출부; 및 상기 각각 추출한 문자 정보를 통합하여 명함 데이터로서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

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의해 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부는, 입력되는 명령에 따라 상기 명함의 전체 필드들 중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추출 필드를 설정하여 상기 저장부에 저장한다. 이에 따라, 상기 필드후보영역 추출부는 상기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

을 참조하여 상기 명함 이미지로부터 상기 설정된 추출 필드에 대응하는 필드후보 영역을 추출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통합한 명함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고, 상기 표시된 명함 데이터에 대한 수정 명령이 입력되면 입력

되는 명령에 따라 상기 명함 데이터를 수정하여 표시한다.

한편, 상기와 같은 목적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카메라가 구비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명함 인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명함의 필드별 문자 배열패턴을 설정하는 단계; 명함 인식 모드에서, 상기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명함 이미지로부터

문자 영역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명함 이미지로부터 추출하고자 하는 해당 필드의 정보가 표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필드별 후보영역을 상기 필드별 문자 배열패턴정보를 참조하여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한 필드별 후보영역에 표기된 각

각의 문자 특성에 대응하여 인식 가능한 문자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당 문자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각각 추

출한 문자 정보를 통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명함 인식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문자정보 추출단계에서는, 추출된 필드별 후보 영역이 한글도 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필드 후보

영역인 경우에는 한글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필드 후보 영역의 문자인식을 수행하여 문자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필

드별 후보 영역이 영어 또는 숫자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필드 후보 영역인 경우에는 각각 영어 또는 숫자 인식 알

고리즘을 각각 적용하여 필드 후보 영역의 문자인식을 수행하여 문자 정보를 추출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필드별 후보영역 추출단계는, 상기 추출된 문자 영역에 대해 문자들 간의 줄 간격, 각 라인의 높이, 문

자열 정렬 방식(내용 추가) 등을 고려하여 문자 표시 영역별로 블록을 구분하는 단계; 상기 구분된 블록별로 문자 표시 라

인의 특성을 체크하는 단계; 상기 체크한 라인별 특성에 따라 필드의 종류를 추정하는 단계; 상기 추정된 각 필드에 대해

문자 표시 특성을 체크하는 단계; 및 상기 문자 표시 특정에 따라 상기 필드별 후보영역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명함의 필드는, 회사 마크, 회사명, 부서/직책, 이름, 및 상세정보 필드 등일 수 있다. 상기 상세정보 필드는,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홈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 필드 등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명함을 촬영한 이미지에 대해 문자 영역을 추출하고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가 표시된 필드 후보 영역을

기 설정된 필드별 배열패턴정보 또는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 정보를 참조하여 추출한 후 이에 대한 문자 정보를 추출하여

명함 정보를 얻어냄으로써, 명함으로부터 문자 인식을 통한 명함 정보 획득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명함 이

미지의 문자 영역으로부터 필드별 문자 특성에 따라 문자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필드 후보를 추정한 후 이에 대한 문자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명함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문자 인식을 통한 명함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명함으로부

터 문자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추출필드를 미리 설정하고 설정정보를 기초로 문자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필드 후보 영

역만을 추출하여 추출된 후보 필드에 대해서만 문자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명함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신

속하게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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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

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적용되는 명함의 일반적인 필드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명함은 맨 왼쪽 상단에 표시된 회사 마크(41), 회사 마크(41)의 오른쪽 및 명함의 최상단에 표시되는 회

사명(42), 회사명(42)의 아래쪽 가운데에 위치하며 주변 글자 크기보다 크고 굵은 글씨로 표시된 이름(44), 이름(44)의 왼

쪽 또는 위쪽에 표시된 부서/직책(43), 및 이름(44) 아래쪽에 위치하며 작은 글씨로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형성하고 있는

상세정보로 구성된다.

상세정보는 "-"를 기준으로 3개의 숫자들이 구분되어 표시되는 우편번호(45), 시 또는 도로 시작하는 주소(46), 지역번호

로 시작하는 전화번호(47), 전화번호(47) 아래에 위치하는 팩스번호(48), 이동통신 사업자 지정번호로 시작하는 핸드폰번

호(49), 및 "@"를 포함하는 영문이 표시된 이메일 주소(50)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명함 이미지 전체에 대한 문자 인식을 수행하지 않고, 문자 영역을 필드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문

자 인식의 속도 및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명함 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휴

대용 단말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휴대용 단말기는, 제어부(100), 카메라부(120), 영상처리부(140), 표시부(160), 무선통신부(220), 데이

터 처리부(240), 오디오 처리부(260), 키입력부(310), 저장부(330), 문자영역 추출부(350),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

및 문자정보 추출부(390)로 구성된다.

제어부(100)는 휴대용 단말기의 전반적인 제어 동작을 수행한다. 제어부(100)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명함 이미지에

대한 필드별 문자 인식을 통한 정보 추출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제어부(100)는 명함 이미지 중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필드에 대한 문자 인식을 통한 정보 추출을 제어한다.

카메라부(120)는 렌즈를 통해 촬상되는 영상을 촬영하며, 촬영된 광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카메라 센서, 카메라

센서로부터 촬영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신호처리부를 구비한다. 여기서 카메라 센서는

CCD(Charge Coupled Device) 센서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호처리부는 DSP(Digital Signal Processor)로 구현

할 있다. 또한 카메라 센서 및 신호처리부는 별도로 분리 또는 일체형으로 구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카메

라부(120)는 입력되는 촬영 명령에 따라 명함을 촬영하고, 촬영한 명함 이미지 데이터를 영상처리부(140)로 출력한다.

영상처리부(140)는 카메라부(120)에서 출력되는 명함 이미지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화면 데이터로 변환한다. 영상처리

부(140)는 케메라부(120)에서 출력되는 명함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잡음 이미지를 제거하고, 표시부(160)의 특성 및 크기

에 대응하여 사이즈를 변환하여 출력한다. 또한 영상처리부(140)는 영상 코덱(CODEC)을 구비하며, 표시부(160)에 표시

되는 프레임 영상 데이터를 설정된 방식으로 압축하거나 압축된 프레임 영상데이터를 원래의 프레임 영상데이터로 복원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영상 코덱은 JPEG 코덱, MPEG 코덱, 및 Wavelet 코덱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영상처리부

(140)는 OSD(On Screen Display) 기능을 구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상처리부(140)는 제어부(100)의 제어에 따라 표

시하기 위한 표시 데이터를 화면의 소정 영역에 표시하도록 출력할 수 있다.

표시부(160)는 영상처리부(140)에서 출력되는 명함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며, 제어부(100)에서 출력되는 표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한다. 여기서 표시부(160)는 LCD(Liquid Crystal Display)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표시부(160)는

LCD 제어부, 영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및 LCD 표시소자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이때 LCD를 터치스크린 방식

으로 구현하는 경우, 입력부로 동작할 수도 있다. 또한 표시부(160)는 명함 이미지가 제어부(100)의 제어에 따라 변환된

텍스트 형태의 명함 정보를 필드별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무선통신부(220)는 휴대용 단말기의 무선 통신을 위한 해당 데이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한다. 무선통신부(220)는 송신되

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 변환하는 RF수

신기 등으로 구성된다. 무선통신부(220)는 입력되는 송신 대상 신호를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무선 채널을 통해 송신한다.

또한 무선통신부(220)는 무선 채널을 통해 송신되는 무선 신호를 수신하여 해당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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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처리부(240)는 무선 채널을 통해 송신하기 위한 신호를 부호화 및 변조하는 송신모듈, 및 무선 채널을 통해 수신한

신호를 복조 및 복호화하는 수신모듈 등을 구비한다.

오디오 처리부(260)는 코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코덱은 패킷 데이터 등을 처리하는 데이터 코덱과 음성 등의 오디오 신

호를 처리하는 오디오 코덱을 구비한다. 오디오 처리부(260)는 데이터 처리부(240)에 수신되는 디지털 오디오신호를 오디

오 코덱을 통해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를 통해 재생한다. 또한 오디오 처리부(260)는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아

날로그 오디오신호를 오디오 코덱을 통해 디지털 오디오신호로 변환하여 데이터 처리부(240)로 출력한다. 코덱은 별도로

구비되거나 제어부(100)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처리부(260)는 제어부(100)의 제어에 따라 명함 이

미지에 대응하여 추출된 명함의 필드별 정보를 음성 변환하여 스피커를 통해 출력할 수도 있다.

키입력부(310)는 숫자 및 문자 정보 등을 입력하기 위한 다수의 키들 및 휴대용 단말기의 동작 제어를 위한 제어키들을 구

비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키입력부(310)는 명함에 대한 촬영 및 촬영된 명함 이미지에 대한 필드별 문자 정보 추출

을 제어하기 위한 키들을 구비한다. 키입력부(310)는 입력되는 해당 명령 신호를 제어부(100)로 출력한다.

저장부(330)는 프로그램 저장부, 데이터 저장부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프로그램 저장부는 휴대용 단말기의 일반적인 동

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및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정 면에 표시된 문자 이미지로부터 텍스트 정보로 추출하기

위한 문자 인식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저장부는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들

을 일시 저장하는 용도로 이용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저장부(330)에는 명함으로부터 얻고자하는 정보의 필드가

설정된 추출필드 설정정보, 및 명함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필드별 명함 정보가 저장된다. 또한 저장부(330)에는 해당 명함

들의 일반적인 타입을 분석하여 설정된 명함의 필드별 배열 패턴정보가 저장된다.

문자영역 추출부(350)는 제어부(100)의 제어에 따라 명함 이미지로부터 문자가 표시된 문자 영역을 추출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저장부(330)에 저장된 명함의 필드별 배열 패턴정보를 참조하

여 문자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해당 필드의 후보 영역을 우선순위별로 추출한다. 이에 따라 명함의 문자 인식 시간을 단

축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설정된 추출필드 설정정보에 따라 문자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

는 필드의 후보 영역을 우선순위별로 추출한다.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명함에 기재되는 필드별 문자 특성을 참조하

여, 설정된 추출필드 설정정보에 대응하는 필드 후보 영역을 추출한다. 여기서 필드별 문자 특성 정보는 저장부(330)에 저

장된다.

명함에 표시되는 필드의 종류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사 마크(41), 회사명(42), 부서/직책(43), 이름(44), 및 상세정

보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세정보는 우편번호(45), 주소(46), 전화번호(47), 팩스번호(48), 핸드폰번호(49), 이메일 주소

(50), 및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들 수 있다.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가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정보가 포함된 필드 후보 영역을 추출하는 구체적인 예는 도 6 내지 도

8에서 설명한다.

제어부(100)는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에서 추출한 필드 후보 영역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보 필드의 문자 정보

를 추출하도록 문자정보 추출부(390)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100)는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에서 추출한 필드

후보 영역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확인 명령을 입력받아, 최종 선택된 필드에 대한 문자 정보를 추출하도록 문자정보 추출부

(390)를 제어할 수도 있다.

문자정보 추출부(390)는 제어부(100)의 제어에 따라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에서 추출한 필드 후보 영역에 표시된 문

자 정보를 문자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바람직하게는 문자정보 추출부(390)는 추출한 필드 후보 영역에 대한 문

자 정보를 추출할 때, 필드 후보 영역 각각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자 특성(한글, 영어, 숫자 등)에 대응하여, 해

당 필드 후보 영역에 문자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문자 정보를 추출한다.

예를 들어, 추출한 필드 후보 영역이 한글 필드(예를 들어, 한글 명함의 경우에 이름 필드라고 판단되는 후보 영역)인 경우,

문자정보 추출부(390)는 한글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문자 정보를 추출한다. 또한, 추출한 필드 후보 영역이 영어 및 숫

자로 구성된 필드(예를 들어, 전화 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등)인 경우, 문자정보 추출부(390)는 영어/숫자 인식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문자 정보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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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 이외의 필드 영역을 인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해당 필드 영역에 대해서도 해당 필드

영역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자 패턴에 대한 인식 알고리즘을 먼저 적용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는 시간

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제어부(100)는 문자정보 추출부(390)에서 각 필드로부터 추출한 문자 정보를 통합하여 명함 정보를 화면에 표시 및 저장

명령에 따라 저장부(330)에 저장한다.

따라서, 명함을 촬영한 이미지에 대해 문자 영역을 추출하고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가 표시된 필드 후보 영역을 추출한 후

이에 대한 문자 정보를 추출하여 명함 정보를 얻어냄으로써, 명함으로부터 문자 인식을 통한 명함 정보 획득을 보다 신속

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명함 이미지의 문자 영역으로부터 필드별 문자 특성에 따라 문자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필드

후보를 추정한 후 이에 대한 문자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명함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문자 인식을 통한 명함 정보 획득이 가

능하다. 뿐만 아니라, 명함으로부터 문자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추출필드를 미리 설정하고 설정정보를 기초로 문자 정보

를 추출하고자 하는 필드 후보 영역만을 추출하여 추출된 후보 필드에 대해서만 문자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명함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카메라가 구비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함을 인식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제어부(100)는 키입력부(310)를 통해 명함 인식 명령에 따라, 전면에 놓여진 명함을 카메라(120)를 통해 촬영하여

명함 이미지를 독출한다(S110). 제어부(100)는 독출한 명함 이미지로부터 잡음 이미지를 제거하고 문자 인식에 적합한 형

태의 영상 처리를 수행하도록 영상처리부(140)를 제어한다(S120). 제어부(100)는 영상 처리된 명함 이미지를 표시부

(160)를 통해 화면에 표시한다. 이에 따라, 명함 이미지로부터 해당 필드에 대한 문자 정보를 추출하여 추출된 정보를 통합

하여 명함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이 표시부(160)를 통해 화면에 표시된다.

제어부(100)는 문자영역 추출부(350)를 제어하여 영상 처리된 문자 이미지에 대해 문자가 표시된 영역을 추출한다(S130)

. 문자 영역이 추출되면, 제어부(100)는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를 제어하여 추출된 문자 영역으로부터 설정된 추출필

드 설정정보에 따라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가 표시된 필드별 후보 영역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출한다(S140). 이

때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필드별 배열패턴정보 또는 필드별 표시되는 문자 특성을 참조하여 필드별 후보 영역을 추

출한다.

필드별 후보 영역이 추출되면, 제어부(100)는 후보 영역들로부터 문자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최종 필드 영역을 결정하

고, 문자정보 추출부(390)를 제어하여 결정된 필드 영역에 표시된 문자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문자 인식 알고리즘(한글,

영어, 및 숫자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문자(한글, 영어, 숫자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정보를 추출한다

(S150).

이 때, 추출된 필드별 후보 영역이, 이름 필드와 같이, 한글도 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필드 후보 영역인 경우에, 문자

정보 추출부(390)는 한글 인식 알고리즘을 먼저 적용하여 필드 후보 영역의 문자인식을 수행하여 문자 정보를 추출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추출된 필드별 후보 영역이 영어 또는 숫자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필드 후보 영역인 경우에, 문

자 정보 추출부(390)는 각각 영어 또는 숫자 인식 알고리즘을 먼저 적용하여 필드 후보 영역의 문자인식을 수행하여 문자

정보를 추출한다.

제어부(100)는 문자정보 추출부(390)에서 각 필드 영역으로부터 추출한 문자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명함 정보를 생성한

다(S160). 제어부(100)는 통합한 명함 정보를 필드별로 해당 위치를 배치하여 화면에 표시한다(S170). 표시된 명함 정보

에 대하여 저장 명령이 입력되면, 제어부(100)는 표시된 명함 정보를 저장부(330)에 저장한다(S180). 여기서, 제어부

(100)는 표시된 명함 정보에 대한 편집 명령이 입력되면, 입력되는 명령에 따라 명함 정보를 편집할 수 있다.

따라서, 명함을 촬영한 이미지에 대해 문자 영역을 추출하고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가 표시된 필드 후보 영역을 필드별 배

열패턴정보 또는 필드별 문자표시특성을 기초로 추출한 후 추출한 필드 영역에 표시된 문자 특성에 대응하는 문자인식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문자 정보를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명함 정보를 얻어냄으로써, 명함으로부터 문자 인식을 통한 명함 정

보 획득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도 5의 필드별 후보영역 추출단계를 보다 상세히 도시한 흐름도이고, 도 7a 내지 도 7i

는 발명의 실시예들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제 명함의 다양한 예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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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을 설명하기에 앞서, 도 6에 적용되는 명함의 예들이 도시된 도 7a 내지도 7i 를 통해 실제 명함의 주요 정보들의 배열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도면에서 도 7a 내지 도 7c는 명함의 라인 정렬 방식 특성에 따른 예들을 나타낸 것이다. 도 7a는 이름 및 주요 정보들이

왼쪽 정렬 방식으로 표시된 예이고, 도 7b는 가운데 정렬 방식으로 표시된 예이며, 도 7c는 오른쪽 정렬방식으로 표시된

예이다. 이러한 정렬 방식에 따른 명함의 라인 정렬 방식 특성 및 이에 따라 표시되는 이름 및 주요정보들의 표시 특성을

포함하는 배열패턴정보는 저장부(330)에 저장된다.

도 7d 내지 도 7i는 명함의 라인 배열 방식 특성에 따른 예들을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 7d 내지 도 7f는 이름 및 주

요 정보들이 상하로 배열되어 표시된 예를 나타내고, 도 7g 내지 도 7i는 좌우로 배열되어 표시된 예를 나타낸다. 이러한

배열 방식에 따른 명함의 라인 배열 방식 특성 및 이에 따라 표시되는 이름 및 주요정보들의 표시 특성을 포함하는 배열패

턴정보는 저장부(330)에 저장된다.

이에 따라,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저장부(330)에 저장된 상기와 같은 명함의 필드별 배열패턴정보를 참조하여 추출

하고자 하는 정보가 포함된 필드 영역을 보다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다.

이하,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필드별 후보영역 추출 단계(S140)에 대해 설명한다. 도 6은 필드별

배열패턴정보를 참조하여 필드 후보 영역을 추출할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어부(100)는 필드별 후보 영역의 추출을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를 제어하여 수행한다. 따라서, 제어부(100)의 제어

에 따라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가 필드별 후보 영역을 추출하는 과정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추출된 문자 영역에 대해 문자들 간의 줄 간격, 각 라인의 높이, 문자열 정

렬 방식 등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영역별로 블록을 구분한다(S610).

이때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구분된 블록별로 문자 표시 라인의 특성을 체크한다(S630).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포

함된 블록은 일반적으로 주소, 팩스,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정보 등을 포함하는 라인들이 다른 라인들에 비해 상하 라인

간에 근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수의 라인을 포함하거나 가로로 가장 긴 라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라인별

특성을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를 통해 체크한다.

라인별 특성을 체크한 후,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체크한 라인별 특성에 따라 필드의 종류를 추정한다(S650). 예를

들어,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가로로 가장 긴 라인에 대해서는 주소 필드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필드의 종류를 추정한 후,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해당 필드의 문자 표시 특성을 체크한다(S670). 예를 들어, 한글

이름 필드는 일반적으로 명함에서 다른 필드와의 라인 간격, 위치, 폰트 크기, 문자 간격 등에서 다른 필드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한글 이름필드 영역의 아래와 같은 특징을 기초로 필드의 표시 특성을 체크할

수 있다.

첫째, 이름 필드는 다른 정보 필드 영역보다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문자 영역간 간격이 비교적 넓고 일정하다. 둘째,

이름이 단독으로 존재할 경우 보통 2~4개의 문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격이 일정하다. 셋째, 이름이 단독으로 존

재하지 않을 경우, 직위나 부서 등과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필드 영역의 문자 후보 영역들 사이에 높이차

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직위나 부서 등의 문자 영역이 이름 문자 영역보다 높이가 작다. 넷째, 이름 필드는 상대적으로

높이가 작은 직위나 부서 등의 라인이 위 또는 아래에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상세정보필드(전화, 팩스, 휴대전화, 이메일 정보 등)는 인식 후에는 각 필드별로 구분되는 키워드나 문자 구성 등의

필드 판별에 사용 가능한 정보가 존재하지만, 인식 전에는 필드 가판별에 사용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은 찾기 어렵다. 그러

나 이들 필드들은 명함에서 주로 함께 모여 라인 블록을 이루고 있으며, 본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이들 필

드들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은 상세정보필드들이 포함된 라인 블록 영역을 찾는데 사용 가능한 특징들의

예이다.

첫째, 블록 영역에 가장 많은 수의 라인을 포함한다. 둘째, 첫 번째 특징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정

보 등이 연속하여 배열된 라인이나 주소 라인 등의 명함에서 추출된 라인들 중에서 가장 가로의 길이가 긴 라인을 포함하

게 된다. 셋째, 다른 라인에 비해 문자 영역의 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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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이러한 필드별 특성들을 참조하여 인식하고자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 필드 후보영역을 결정한다(S690).

도 8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도 5의 필드별 후보영역 추출단계(S140)의 일예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8은 필드별

배열패턴정보를 참조하여 필드 후보 영역을 추출할 수 없고 라인별 체크 특성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 가능한 일예이다.

먼저,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명함 이미지의 맨 위의 중앙 부위에서 맨 처음 인식되는 영역을 "회사명" 필드후보 영

역으로 추출한다(S141).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회사명"필드후보 영역의 아래 영역에 위치하며 글자 크기가 작고 "/"로 구분되어 문자가 표

시된 영역을 "소속/직책" 필드후보 영역으로 추출한다(S142). 다만, 이 때, "/" 대신에 빈칸이 소속과 직책을 분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회사명" 필드후보 영역의 아래 영역에 위치하고, 글자

크기가 작은 영역이 빈칸에 의해서 분리된 영역을 "소속/직책" 필드 후보 영역으로 추출할 수 있다.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소속/직책" 필드후보 영역의 아래 또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글자의 크기가 크고 명함의 가운

데 영역에 위치하며 간격을 두고 한 글자씩 표시된 영역을 "이름"필드후보 영역으로 추출한다(S143).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이름"필드후보 영역의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작은 글씨로 그룹화되어 표시된 패러그래프 영

역을 "상세정보" 필드후보 영역으로 추출한다.

보다 상세하게,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를 기준으로 3개의 숫자들이 구분되어 표시된 영역을 "우편번호" 필드후

보 영역으로 추출한다(S144).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우편번호" 필드후보 영역 다음에 표시되며 시 또는 도로 시작하는 영역을 "주소" 필드후보

영역으로 추출한다(S145).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주소"필드후보 영역 아래쪽에 위치하며 국가 또는 지역 번호로 시작하는 숫자 표시 영역을 "

전화번호"필드후보 영역으로 추출한다(S146).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전화번호" 필드후보 영역 아래 또는 옆에 위치하며, "전화번호"필드후보 영역과 동일한 국가

또는 지역 번호로 시작하는 숫자가 표시된 영역을 "팩스번호"필드후보 영역으로 추출한다(S147).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팩스번호"필드후보 영역의 아래에 위치하며 이동통신 사업자 지정번호로 시작하는 숫자 영

역을 "핸드폰번호"필드후보 영역으로 추출한다(S148).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핸드폰번호" 필드후보 영역의 아래에 위치하며 특수문자 "@"를 포함하는 영문으로 표시된

영역을 "이메일 주소"필드후보 영역으로 추출한다(S149).

필드후보영역 추출부(370)는 "http" 또는 "www"를 포함하는 표시 영역을 "홈페이지 주소"필드후보 영역으로 추출한다.

상기와 같이 필드의 특성에 따른 명함 이미지에서의 표시 영역 및 문자 특성을 기초로 해당 영역에 대한 필드후보 영역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는 저장부(330)에 저장되어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에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또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허 청구의 범위에서 첨부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명함을 촬영한 이미지에 대해 문자 영역을 추출하고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가 표시된 필드 후보 영역을

기 설정된 필드별 배열패턴정보 또는 필드별 문자 표기 특성 정보를 참조하여 추출한 후 이에 대한 문자 정보를 추출하여

명함 정보를 얻어냄으로써, 명함으로부터 문자 인식을 통한 명함 정보 획득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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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함 이미지의 문자 영역으로부터 필드별 문자 특성에 따라 문자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필드 후보를 추정한 후 이

에 대한 문자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명함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문자 인식을 통한 명함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명함으로부터 문자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추출필드를 미리 설정하고 설정정보를 기초로 문자 정보를 추출

하고자 하는 필드 후보 영역만을 추출하여 추출된 후보 필드에 대해서만 문자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명함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명함 인식을 위한 카메라가 부착된 휴대용 단말기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의 카메라를 구비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명함 인식 방법의 예를 도시한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적용되는 명함의 일반적인 필드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명함 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휴

대용 단말기를 도시한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카메라가 구비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함을 인식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도 5의 필드별 후보영역 추출단계를 보다 상세히 도시한 흐름도,

도 7a 내지 도 7i 는 발명의 실시예들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제 명함의 다양한 예들을 도시한 도면, 그리고

도 8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도 5의 필드별 후보영역 추출단계를 보다 상세히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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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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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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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a

도면7b

도면7c

도면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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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e

도면7f

도면7g

도면7h

도면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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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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