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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낱자에서 추출한 특징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자소 인식기를 이용한 저해상도 인
쇄체 한글 영상의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입력 문자를 한글 6 형식과 기타 형
식의 문자, 총 7 종으로 분류한 뒤, 입력 문자를 인식 대상 문자의 수와 자소 복잡도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인식 단위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각 HRU 는 낱자에서 추출한 방향각 특징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다층 신경망 인식기를 이용하여 인식한다. 다음으로, 각 다층 신경망 인식기의 신뢰도를 
조합하여 최종 인식 결과를 도출한다. 제안한 방법을 사용한 실험에서 98.99%의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 방법에 비해 15.83%의 오류가 감소한 것이다. 

 

1. 서론 

문서 자동화 처리분야에서 문자인식 기술은 필수적

인 요소이며, 문자인식 기술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있
어왔다[1-3]. 하지만, 다량의 우편물을 자동으로 구분

하기 위해 기존의 인쇄체 문자인식 기술을 적용할 경
우 인식 성능이 매우 저하된다. 이는 다량의 우편물을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발생

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다량의 우편물 인식에 사용

하는 영상은 일반적인 한글 문자인식에서 사용하는 
300dpi 이상의 고해상도 영상에 비해서 낮은 200dpi 
정도의 저해상도 영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러

한 영상의 평균 면적은 300dpi 로 획득한 영상의 평균 
면적의 44% 수준이며, 이로 인해 인식에 필요한 정보

의 소실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시간적 제약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적
용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낱자에서 추출한 특징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자소 인식기를 이용한 저해상도 인쇄체 한
글 영상의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입력 문자영상을 한글 6 형식과 기타 형식의 문자, 총 
7 종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유형별 다층 신경망 인식

기를 이용하여 입력 문자영상을 인식한다. 입력된 한
글 문자는 형식에 따른 인식 대상 문자의 수와 자소 
조합 복잡도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인식 단위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편영상

에서 추출한 200dpi 의 해상도를 가지는 233,932 자의 
한글 테스트 영상에 대해 실험한 결과 98.99%의 인식

률을 얻을 수 있었다 
 

2. 문자인식 시스템 

2.1 시스템 흐름 
저해상도 인쇄체 한글 영상 인식 시스템의 전체 흐

름도는 그림 1 과 같다. 입력 문자영상에서 문자영상

의 방향각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다층 신경망으로 구
성된 유형 분류기를 통해 입력 문자영상의 유형을 분
류하게 된다. 이때 한글은 그림 2 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초성, 중성, 종성의 배치 형태에 따라 1 형식에서 
6 형식까지 분류하도록 하였다. 한글 이외의 문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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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자, 숫자, 기호 등은 7 형식으로 분류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7 형식 문자는 인식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유형 분류기의 결과가 1~6 형식으로 나올 경우, 문

자영상의 인식 단위를 그림 2 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
이 구분한 뒤 인식을 수행한다. 여기서, 한글 문자의 
기본 인식 단위를 HRU(Hangul Recognition Unit)로 정
의한다. 그림 2 에서 굵은 실선으로 둘러진 사각형이 
하나의 HRU 를 나타내며, 점선은 HRU 를 구성하는 
자소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인식기의 입력으로는 
형식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전체영상에서 추출한 방향

각 특징을 그대로 사용한다. 입력 문자영상이 1, 2, 3
형식인 경우, HRU 가 입력된 문자영상과 동일하기 때
문에 전형적인 낱자 구분기와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입력 문자영상이 4, 5, 6 형식인 경우, 입력영상은 각각 
2 개의 HRU 로 구분된다. 이 경우 각각의 HRU 인식

기에 전체영상에서 추출한 방향각 특징을 그대로 입
력으로 사용하고, 각 인식기의 출력 결과를 조합하여 
입력 영상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문자영상의 
인식 결과는 HRU 인식기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결정

하게 된다. 1, 2, 3 형식 문자의 경우, 낱자 인식기의 신
뢰도를 사용하여 신뢰도가 가장 큰 결과를 최종결과

로 선택한다. 4, 5, 6 형식 문자의 경우 자소 조합 인식

기의 신뢰도의 곱이 가장 큰 결과를 최종결과로 선택

한다.  
 
2.2 HRU 인식기 

한글을 6 형식으로 분류하고 인식하는 방법은 크게 
문자 전체를 인식하는 방법과 문자를 분할하여 인식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입력 문자

영상을 분할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에 의한 속도 저하

와 분할에 의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
식 대상 클래스의 수가 많거나 입력 문자영상이 복잡

한 경우 좋지 못한 인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적은 수의 문자 모델로 많은 수의 클래스로 구
성된 입력 문자영상을 인식할 수 있지만, 분할에 따른 
인식 오류의 중첩으로 인식률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분할을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
지 방법의 장점만을 취하는 방법이다. 먼저, 1, 2, 3 형

식과 같이 간단한 형태의 문자는 분할을 시도하지 않
고, 입력 문자영상을 그대로 인식함으로써 분할 오류

를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4, 5, 6 형식과 같이 복잡한 
형태의 문자는 초성 또는 종성만을 인식하는 인식기

와 나머지 부분을 인식하는 인식기 두 개를 조합하여 
인식함으로써 1, 2, 3 형식의 인식기와 비슷한 복잡도를 
가질 수 있다. 각 형식의 인식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유형별 문자 인식기는 입력의 유형에 따라서 낱자 

및 자소 조합 인식기로 구성되며, 식 (1)과 같이 표현

된다. 식 (1)에서 HRUTn 은 유형 T 의 n 번째 HRU 를 
인식하는 인식기며, NT는 유형 T 의 HRU 의 개수이다. 
1~6 형식 인식기는 CR1~CR6 으로 표현하고, 유형 분류

기는 CR0로 표현한다. 
 

{ }TnTTT HRUHRUHRUCR ,,, 21= , TNn ≤≤1    식 (1) 
 
각 문자 인식기의 구조는 표 1 과 같으며, 모두 다

층 신경망 기반의 인식기이다. 최종 결과는 CR1~CR3

의 경우, 낱자 인식기의 출력층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
은 노드가 되며, CR4~CR6 은 HRUTn 의 신뢰도의 곱이 
가장 높은 노드가 최종결과로 선택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HRU 인식 방법의 개념은 그림 
3 과 같다. 먼저, 1, 2, 3 형식의 한글은 그림 3 의 (a)와 
같이 입력 영상에서 6 by 6 의 비선형 격자를 씌워 추

 

그림 1. 인식 시스템의 전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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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형식    (b) 2 형식   (c) 3 형식 

(d) 4 형식    (e) 5 형식   (f) 6 형식 

그림 2. 한글의 6 형식 및 HRU 분할 방법 

 

형식 인식기 출력층 수 

0 { }010 HRUCR =  HRU01
= 7 

1 { }111 HRUCR =  HRU11
= 171 

2 { }212 HRUCR =  HRU21= 95 

3 { }313 HRUCR =  HRU31
= 225 

4 { }42414 , HRUHRUCR =  HRU41
= 171, HRU42

= 25

5 { }52515 , HRUHRUCR =  HRU51
= 19, HRU52

= 115

6 { }62616 , HRUHRUCR =  HRU61= 210, HRU62= 9 

 

표 1. 문자 인식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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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방향각 특징을 다층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한

다. 출력층의 노드 수는 각 형식에서 조합 가능한 한
글의 수이며, 표 1 에서 도시되어 있는 것과 같다. 다
음으로 4, 5, 6 형식의 한글은 그림 3 의 (b)와 같이 두 
개의 HRU 인식기를 이용하여 인식하게 된다. 다층 
신경망의 입력은 1, 2, 3 형식에 사용한 특징과 동일한 
특징을 사용하며, 출력층은 자소 또는 자소 조합의 수
이다. 입력영상은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출한 특
징을 각 HRU 인식기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즉, 인식 
유형에 차이 없이 모든 HRU 인식기에 동일한 형태의 
특징이 사용된다. 하지만 동일한 특징을 사용하더라도 
HRU 인식기의 출력층의 구조는 형식에 따라 상이하

다. 
 
3. 실험 및 결과 

3.1 실험 데이터 및 훈련 
본 논문에서 구현된 문자인식 시스템에 대한 성능 

실험은 200dpi 의 해상도로 입력된 실제 우편봉투의 
영상에서 추출한 인쇄체 60 여 만자 중, 한글 467,868
자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이중 233,936 자는 다층 신경

망 학습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233,932 자는 테스트 데
이터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우편봉투 영상은 우편물의 
재질, 창의 유무, 글자체 등이 매우 다양한 형태이며, 

이진화의 영향에 따라 문자의 획이 끊어지거나 잡영

이 존재하는 등 저품질의 문자영상이 많이 존재한다. 
각 다층 신경망의 입력층 노드 수는 사용하는 특징

에 의존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영상을 6 by 6 의 
비선형 격자로 분할한 뒤, 각각에서 10 개의 방향각 
특징을 추출하여 총 360 차원의 특징을 사용하였다. 
은닉층의 노드 수는 70 개로 고정하였으며, 출력층의 
수는 표 1 에서 도시된 것과 같이 설정하였다. 모든 
다층 신경망의 학습률은 0.1, 관성항은 0.7 로 두어 
100 회 반복학습을 하였다. 다층 신경망과 관련된 상
수들은 실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값들이다. 

그림 4 는 훈련이 끝난 HRU1n~ HRU6n 의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신경망 가중치의 에너지를 표현한 것
이다. 에너지는 다층 신경망 가중치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한 뒤, 에너지가 높은 부분은 짙은 색으로, 에너

지가 낮은 부분은 옅은 색으로 표현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 인식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고 판단되는 부분의 가중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4 형식 문자에서 초성 및 중성을 인식하는 
HRU41의 경우 그림 4 의 (d)와 같이 상단쪽에 높은 가
중치로 학습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종성을 인식하

는 HRU42의 경우 그림 4 의 (g)와 같이 하단쪽이 높은 
가중치로 학습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실험결과 

입력되는 문자의 형식을 구분하는 CR0 의 인식률은 
99.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는 실험의 편의성을 위해서 CR0 의 인식률이 100.0%
라고 가정하고 각각의 형식별 문자영상에 대해서 실
험을 수행하였다. 

(a) HRU11        (b) HRU21       (c) HRU31 

(d) HRU41        (e) HRU51        (f) HRU61 

(g) HRU42        (h) HRU52       (i) HRU53 

그림 4. 신경망 가중치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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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2, 3 형식의 문자 인식기 

(b) 4, 5, 6 형식의 문자 인식기 

그림 3. 한글 문자 인식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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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문자 인식률 실험 결과는 표
2 및 그림 5 와 같다. 기존 방법 1 은 [4]에서 제안한 
방법이며, 기존 방법 2 는 낱자기반 인식기를 사용한 
방법이며, 기존 방법 3 은 [5]에서 제안한 방법이다.  

1 형식에서 3 형식까지는 기존 방법 2, 기존 방법 3
과 제안 방법이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모두 동일한 인식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나
머지 4 형식에서 6 형식까지는 기존 방법들에 비해서 
모두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98.99%의 높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방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인식률인 기존 
방법 3 의 98.80%의 인식률에 비해 15.83%의 오류가 
감소한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낱자 특징 기반의 자소 인식기와 낱
자 인식기를 조합한 인쇄체 문자인식 방법을 제안하

였다. 입력 문자영상의 유형을 7 형식으로 분류한 뒤, 
한글 문자는 자소의 조합 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

하여 각 유형별로 인식하였다. 1 형식에서 3 형식 한글

의 경우 낱자 인식기를 이용하였으며, 4 형식에서 6 형

식 한글의 경우 입력 문자영상이 낮은 복잡도를 가지

도록 HRU 로 구분한 뒤 인식을 수행하였다. 
각 HRU 인식기로는 다층 신경망을 이용하였다. 각 

HRU 인식기의 학습 결과, HRU 인식기가 인식하는 부
분에 대해서만 높은 가중치를 가지도록 학습이 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인식 결과는 각 HRU 인식기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가 출력된 노드를 최종 결과로 확정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200dpi 의 우편영상에서 

추출한 233,932 자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실험한 결
과 98.99%의 높은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 방법에 비해 15.38%의 오류가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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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수 기존방법1 기존방법2 기존방법3 제안 방법

1형식 53,292 98.88% 99.19% 99.19% 99.19%

2형식 37,110 99.41% 99.80% 99.80% 99.80%

3형식 12,346 99.08% 99.43% 99.43% 99.43%

4형식 76,583 98.06% 97.75% 98.38% 98.70%

5형식 48,472 97.59% 97.94% 98.19% 98.54%

6형식 6,129 98.34% 97.41% 98.04% 98.53%

전체 233,932 98.42% 98.52% 98.80% 98.99%

표 2. 인식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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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식 실험결과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