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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정보 처리  습득 속도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만 아날로그 정보에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으로 책을 넘기고 각 페이

지의 시잔을 촬 하여 컴퓨터로 송한 후에 Tesserac-OCR을 이용하여 이를 디지털화 하여 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가 존재하는 페이지를 찾아 출력하는 시스템을 설계  구 한다.

1. 서론

   21세기 정보화 시 에 어들면서 부분의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장되고 지식의 습득 한 디지털 정보를 

통해 이루어 질 것으로 측하 다[1]. 하지만 재까지 

부분의 연령층에 90% 이상이 자 서 보다 인쇄 서

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5년 후에 한 설문조사

에서 한 60% 이상의 응답자가 여 히 인쇄 서 을 사

용할 것이라는 결과가 조사된 바 있다[2]. 자 서 의 경

우에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처리가 

비교  간편하며 빠른 검색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쇄 서 의 경우 원하는 정보를 찾기 해서는 사용자가 

직  책을 넘기며 정보를 찾아야 하고 수정이 거의 불가

능 하다는 단 이 있을 뿐만아니라 이를 디지털 정보로 

바꾸기 해선 군가가 직  타이핑을 통해 이를 입력해

야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정보의 디지털화 한 쉽지 않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

으로 책장을 넘기며 각 페이지의 사진을 촬 하고 촬 된 

사진을 컴퓨터로 송한 후에 이 정보를 구 에서 제공하

는 Tesseract-OCR[3]을 이용해 자를 데이터화  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인쇄 서

의 정보 처리가 수월해 질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정보의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여 4차 산업 명의 핵심인 빅데이

터의 정확도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2. 시스템 설계  구성

 Ⅰ. 하드웨어 구성

그림 1. (a) 하드웨어 블록도, (b) 작품 사진

그림1.(a)은 책을 자동으로 넘기기 한 작품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1.(b)는 설계된 작품의 사진

을 나타낸 것이다. 모터에는 서보모터 4개와 DC모터 1개

가 사용되었으며, TTL 카메라를 사용하여 MCU로 사진

을 송하고, 이를 다시 컴퓨터로 송하여 장하도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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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 다.

그림 2. 하드웨어 동작 알고리즘

그림2는 하드에어의 동작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우

선 Servo 3, 4가 하강하여 책을 고정한다. 이는 책과 DC 

모터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찰력을 증가시켜 2장씩 

넘어가는 것을 방지  하단 모서리에서 나타나는 틈의 

높이를 제어한다. 다음으로 Servo1이 하강한 후 DC모터

가 회 하여 책과의 틈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Servo 3,4가 

상승하고 Servo2가 45도 회 하여 생성된 틈으로 들어간

다. 이때 Servo2가 180도 완 회  할 경우 Servo1과 힘

의 방향이 겹치기 때문에 책에 손상이 생길 것을 우려하

여 45도 우선회  하도록 설계하 다. 다음으로 Servo1이 

상승한 후 Servo2가 완  회  한다. 통신 방법은 RXTX

를 이용한 유선 통신을 사용하 다.

Ⅱ Tesseract-OCR

그림 3은 구 에서 제공하는 Tesseract-OCR의 구동 순

서를 나타낸 것이다[3].

그림 3. Tesseract-OCR의 구동 순서

Tesseract은 특징  추출과 MMSE 필터를 통한 독을 

통해 자를 인식하는데, 이를 해 우선 가우시안 필터를 

용하여 주  성분을 모두 제거하고 Edge 부분만을 추

출한다. 이후에 특징 을 추출하여 으로 나타내게 되고, 

이를 표 화 시킨 후 MMSE 필터를 통해 자의 일치 여

부를 확인하게 된다. 일반 인 Tesseract-OCR의 경우 노

이즈나 왜곡된 자에서 정확도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한 처리 과정을 추

가하 다. 우선 픽셀 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 는데, 

MMSE 필터를 용할 때, 특징 의 수가 많을수록, 정확

도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특징 의 수를 늘리기 해 

픽셀수를 증가시켰으나 그만큼 연산의 양이 증가하여 

독 시간이 증가하 다. 자의 팽창 연산은 푸리에 역에

서 자의 주 수가 바 는 지  주 에 Mask를 생성하

여 주변의 Mask 내 픽셀에 해당 픽셀값을 용시키는 연

산을 말한다. 자를 팽창하 을 때, 특징 이 증가하여 

평균 정확도는 상승하 으나, ‘0’ 는 'a'와 같이 유사 

독될 수 있는 자의 경우에 정확도가 다소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3. 결론

책을 자동으로 넘기며 각 페이지의 사진을 고 이를 

컴퓨터로 송하여 자를 독해 주는 시스템을 

Tesseract-OCR을 기반으로 설계해 보았다. Servo 모터 4

개와 DC모터를 사용하여 책을 넘기는 하드웨어를 구성하

으며, 통신은 RXTX 유선 통신을 사용하 다. 픽셀 수

를 조   팽창 연산을 추가하여 특징   MMSE 필터 

연산의 정확성을 상승시켰으며, 이때 연산수의 증가로 

독 시간이 크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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