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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부산 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요  약

과거 수 십 년 동안의 축 되어진 수 십 만 장의 조 측기록지는 해양 과학 연구자에게 매우 요한 데이터이

다. 그러나 방 한 량의 조 측기록지에서 연구자가 원하는 조 측 기록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많은 해양 과학 연구자들은 조 측기록지에서 그래 를 추출하여 검색이 용이한 디지털 데이

터로 변경하여 리하는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조 측기록지에서 그

래 를 추출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경하는 조 측기록지 디지타이징 시스템을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구

된 조 측기록지 디지타이징 시스템은 스캔된 이미지의 기울기 보정  이미지 규격화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처리 시스템과 이미지에서 그래  역을 추출하고 세선화 작업을 수행하는 디지타이징시스템, 데이터의 신뢰성

을 검토하는 후처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조 측기록지 디지타이징 시스템은 수작업에 한 의존도를 임으

로서 작업 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조 측기록지 디지타이징 작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 다.

ABSTRACT

It is much needed research for ocean scientists to implement a digitizing system that effectively extracts and digitializes sea level records 

accumulated from the past. The main difficulty of such a system is huge anount of data to be processed. In this paper, we implement a 

digitizing system to handle such mass-data of sea level records. This system consists of a pre-process step, a digitizing step and a post-process 

step. In pre-process step, the system adjusts skewnesses of scanned images and normalizes the size of images automatically. Then, it extracts a 

graph area from images and thins the graph area in digitizing step. Finally, in the post-process step, the system tests the reliability. It is 

cost-effective and labour-reducing software for scientists not wasting their time to such boring manual digitizing jobs.

키워드

기울기 보정, 이미지 정규화, 조 측기록 디지타이징, 세선화, 이미지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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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 온난화에 의한 지속 인 해수면 상승은 새로운 

환경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각 종 해양 측정보

의 확보  체계 인 분석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요인을 측하고 비하는 것이 국가 인 과제가 되고 

있다[1]. 국립해양조사원은 1950년 부터 오늘에 이르

기까지 매일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변화를 그림 1과 같

이 아날로그 형식의 조  기록지에 기록하여 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 측기록은 아날로그 자료로

써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쉽게 근할 수 없어 해양

과학의 발 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해 조 측기록지에서 조 측 그래 를 디

지털 데이터로 변경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해양 연구의 필수 인 요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검조소에서 몇 십 년 동안 축 한 조 측기록지에서 

조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

는 작업은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 수작업을 

최소화 한 디지타이징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1. 조  측 기록지의  
Fig 1. An Example of sea level records

재까지 연구된 스캐닝 이미지 디지타이징 시스템

은 인쇄 신문, 고문서 등의 문서나 GIS 시스템을 구성하

기 한 지도 등을 스캔하여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이미

지 지도를 효율 으로 벡터화하는 작업에 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인쇄 문서의 문자 인식과 이미지의 자동 벡

터 시스템의 정확성이 높지 못하여 스크린 디지타이징 

기법 등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하나의 이미

지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한다[3,4].

조 측지 디지타이징 작업은 지도 이미지 벡터화 

작업과는 달리 수 십 만장의 조  측 기록지에서 그래

에 해당하는 해수면 높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이

므로 기존 지도의 벡터화 방식과 같은 수작업에 의존한

다면 매우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한 

조  측 데이터는 조 측기록지의 을 이용하

여 정 한 값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문서 인식

을 해 연구된 자동화 기법들을 직 으로 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많은 분량의 조 측기록에서 데이

터 부분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효율 으로 데이터베이

스화하는 조 측기록지 디지타이징 시스템 구 을 

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조 측기록지로부터 해수면 높이 

데이터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조 측기록

지 디지타이징 시스템 구 에 하여 설명한다. 본 논

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재까지 연구된  디

지타이징 기법  시스템에 한 연구를 살펴본다. 3장

에서 본 논문에서 구 한 시스템의 개요를 설명하고 4

장에서 그래  독취의 처리 단계인 그래  정규화 과

정과 정규화된 이미지에서 그래  부분을 추출하고 이

를 해수면 높이 데이터로 독취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5

장에서 실험  평가를 통해 구 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

가한다. 마지막 6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에 하여 언

한다.

Ⅱ. 국내외 연구 동향

1990년  반부터 본격화된 GIS사업과 2000년  

부터 활발하게 연구된 고문서  인쇄문서의 디지타

이징 사업은 고해상도 고속 스캐 , 디지타이징 타블

렛, 스크린 디지타이  등의 디지타이징 련 하드웨

어의 발 을 가져왔다. 이러한 하드웨어의 발 은 정

한 디지타이징 작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 으며, 이

를 통해 생성된 지도의 벡터화는 GIS 시스템과 결합하

여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쇄물의 디

지털화는 과거 문헌에 한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그러

나 높은 정 도를 유지하기 해서 디지타이징 공정의 

많은 부분을 수작업에 의존함으로써 지도나 인쇄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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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날로그 매체를 텍스트나 벡터형식의 데이터로 

변경하기 해 많은 비용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해 연구자들은 스캐닝이나 촬 을 통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디지타이징에 한 연구

를 수행하 다.

기의 디지타이징 련 연구는 필지 심토지정보

시스템(PBLIS)의 지 도 산화 등을 한 스캐  검사 

 벡터라이징 로그램을 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

다[3]. 이러한 연구는 스크린 디지타이 의 사용에 있어 

신속성, 정확성  사용의 편리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체 작업 공정의 자동화에 한 연구는 부족한 

수 이었다. 자동차 번호  인식에 한 연구[5]와 신용

카드 표 인식에 한 연구[7]는 이미지에서 특정 역

을 추출하여 히스토그램 매칭 기법이나 사  정보를 이

용하여 숫자나 텍스트를 인식하는 기법을 연구하 으

며, 병원의 각종 측정 장비에서 출력되는 결과지를 스캔

하여 이미지형태로 장하고 신경망과 그래픽 기법을 

통해 검색하는 기법[6] 등이 연구되었다.

Ⅲ.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 개발된 조 측기록지 디지타이징 시

스템은 1950년  부터 해수면 높이를 기록하여 국립

해양조사원에 보 되어 있는 조 측기록지를 하루

(24시간) 단 로 스캔한 이미지를 입력으로 한다. 본 시

스템은 입력받은 이미지에서 조 측기록 그래 를 

추출하여 1분 단  해수면 높이 디지털 수치 데이터를 

추출한다. 추출된 1분 단  해수면 높이 데이터들은 검

증 작업을 거친 후 해수면 높이 서비스를 한 데이터베

이스에 입력된다. 재 국립해양조사원에 보 되어 있

는 조 측기록지는 1953년도부터 측이 시작된 목

포 측소의 조 측기록지를 필두로 하여 40여개 

측소에 30~40만 장이 보 되어있는 것으로 측되며, 

 세계 으로 천문학 인 수의 측기록지가 보 되

어 있을 것으로 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 측기록

지는 디지털화되지 않아 정보로써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록

지의 훼손  손망실에 한 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많은 국가의 련기 에서는 조 측기록지의 데

이터를 디지털화하여 리 운 하기를 희망하고 있으

나 많은 소요 비용으로 인하여 조 측기록지를 디지

털화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조 측기록지 디지타이징 시스템 
Fig 2. A digitizing system of sea level records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조 측기록지 디지타이징 

시스템은 수 십 만 장의 조 측기록지의 디지타이징 

작업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그림 2와 같이 처

리 시스템, 디지타이징시스템, 후처리 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써 체의 작업 효율성을 극 화하여 디지타이징 

작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한다. 처리 시스템은 24시

간 단 로 스캔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디지타이징

이 용이하도록 이미지를 자동으로 정규화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디지타이징 시스템은 이미지로부터 해수면 

그래 를 추출하여 1분 단 의 해수면 높이 데이터를 생

성한다. 한 후처리 시스템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디

지기 하여 외 인 데이터를 독하여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분류함으로써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을 확보한다.

3.1 조 측기록지의 황

평균해수면, 고극조  등의 해양 연구를 한 각종 해

수면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 인 측이 필요하

다. 이를 해 각 국의 해양 조사 기 은 해수면 데이터

의 지속 인 측을 해 다양한 검조기록계를 개발하

고 조 측소를 설치하여 해수면의 변화를 측하여 

그 기록을 보 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항만 건설  

운 , 지구 온난화 연구, 기상 연구 등을 한 주요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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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로 활용되고 있으나 디지털화되지 않아 해수면 데

이터를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립해양조사원은 1953년도부터 조 측소를 

운 하여 해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 측기록지 

형태로 국립기록원에 보 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근

하기 어려워 조 측기록지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a) (b)

(c) (d)

그림 3. 조 측기록지 오염의 
(a) 맞면 배임 상 (b) 번짐 상 (c) 재본 치 변색 

상 (d) 보조선 추가로 선 겹침 상
Fig 3. An Example of sea level records pollution
(a) the situation that other graph printed (b) the 

situation of smearing (c) the situation of discoloration 
(d) The situation that secondary line put upon graph

국립해양조사원이 보 하고 있는 조 측기록지

는 검조기록계의 발 에 따라 모양과 형식이 다양한 기

록 용지가 사용되었으며, 오랜 시간의 보 으로 조

측기록지가 오염된 경우가 발생하 다. 특히, 그림 3의 

와 같이 보 을 해 조 측기록지를 재본하거나 

편철함으로써 비침 상이나 변색 상이 발생하는 경

우, 잘 못 보 하여 번짐 상이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기록선이 변색된 경우, 비규격 기록지에 기록한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여 자동 디지털화 작업을 어렵

게 하고 있다. 한 50년 부터 기록되어진 조 측기

록지는 A0(1189mm×841mm)용지, A1(841mm×594mm)

용지 등 다양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하여 왔으며, 기록 

시 잉크 상태  보  상태에 따라 다양한 품질의 이미

지가 존재한다.

3.2 처리 시스템

해수면 데이터를 분 단 로 디지털화하기 해서는 

고해상도의 스캐닝 장비를 이용한 조 측기록지의 

디지털 이미지화가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조

측기록지 디지타이징을 한 처리 시스템은 스

캐닝 작업을 통해 입력된 조 측이미지로부터 해수

면 높이 정보를 추출하기 해서 용지의 종류와 스 일 

정보, 시작시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입력된 이미

지와 용지 정보의 일치성을 단함으로써 스캐닝 작업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다음 단계로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조 측기록지 디지타이징 시

스템은 측 용지의 시간과 높이 기 선으로부터 해수

면 그래  좌표까지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해당되는 

치의 시간과 높이 데이터를 추출한다. 그러므로 스캐

닝 단계에서 입력된 조 측이미지에 하여 특별한 

보정이 없을 경우, 조 측이미지는 DB에 입력된 시작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스캐닝 단계

에서 발생하는 여백과 이미지의 기울어짐으로 인하여 Y

축 픽셀 좌표를 높이 정보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스캔된 조 측이미지를 디지타이징 시스

템을 한 입력 이미지로 바로 사용할 경우 데이터 추출 

작업은 매우 복잡해진다. 따라서 스캔된 조 측이미

지는 여백 제거, 기울기 보정, 과시간 이미지 제거 등의 

처리 단계를 거쳐 정규화된 조 측이미지로 가공되

어야 디지타이징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3.3 디지타이징 시스템

디지타이징 시스템은 정규화된 조 측이미지에서 

해수면 높이 그래 를 추출하고 추출된 그래 를 이용

하여 1분 단 의 해수면 높이 데이터를 생성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장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정규화된 조

측이미지는 시작 시간, 기 선, 스 일 등이 정해져 있으

나 선의 색상, 그래 의 색상, 그래 의 굵기 등은 

용지의 종류, 용지의 보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조 측이미지로부터 해수면 

데이터를 생성하기 해서는 용지 배경, 선, 리자

가 입력한 텍스트  선 등을 고려하여 그래 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한 추출된 그래 의 굵기는 

매우 다양하며, 번짐 상 는 측자가 수기로 표시한 

텍스트  선으로 오염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해수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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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생성하기 해서는 오염 요인을 제거하고 추출

된 그래 의 심에 해당되는 좌표를 추출할 수 있는 기

술이 요구된다.

3.4 후처리 시스템

후처리 시스템은 디지타이징 과정을 통해 생성된 해

수면 높이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조 측기록

지 디지타이징은 스캐닝 과정, 처리 과정, 디지타이징 

과정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공정을 필요로 한다. 스캐닝 

단계에서 작업자가 용지종류, 측날짜, 용지의 시작시

간 등을 틀리게 입력하거나, 용지의 상태가 불량하여 

처리  디지타이징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

할 경우, 잘못된 해수면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 한 

조  측 시에 검조계의 오류, 검조계 기화 등의 리

자 오류, 잉크 상태 불량 등 기치 못한 오류로 부정확

한 조 측기록지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데

이터가 조 이라도 해수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서비스 될 경우 체 데이터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

다. 그러므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후처리 시스템은 조 측기록

지가 하루단 로 장되어 있으므로 연속되는 일자의 

두 이미지에서 연결되는 시 의 해수면 데이터를 비교

하여 일정 높이 이상의 차이가 발견될 경우와 재 국립

해양조사원의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1시간 단  해수

면 데이터와 일정 높이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 외 입

력으로 간주하며, 조  측 함수로 생성된 데이터와 비

교하여 역시 일정 값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도 외

인 입력으로 간주한다. 외 인 입력으로 간주된 조

측기록지 이미지는 리자가 직  확인하는 차

를 가지도록 구 하 다.

Ⅳ. 조 측기록지 디지타이징

4.1 조 측기록 이미지 정규화

본 논문에서 구 한 조 측기록지 디지타이징 시

스템은 이미지의 픽셀 좌표를 이용하여 해수면 높이 정

보를 생성한다. 그러므로 디지타이징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스캔과정에서 발생된 기울어진 그래

 이미지를 보정하고 유효기록 시작/종료시간  유효 

기록  이미지 역을 제외한 잉여 부분을 제거하는 정규

화 과정이 요구된다. 정규화된 이미지는 데이터베이스

에 장되는 시작/종료 시간  기 선 치 등과 일치하

여야 하며, 조 측기록 이미지의 수평  픽셀들은 

X축과 수평을 이루어야한다.

본 논문의 조 측기록 이미지 정규화 단계에서는 

그림 4와 같이 기울기 보정과 시작/종료 시간, 기 선 

 용지의 유효 을 기 으로 이미지 규격화를 수행

한다.

그림 4. 조 측이미지 정규화
Fig 4. Normalization of sea level images

4.1.1 기울기 보정

스캐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울기를 보정하여 조

측기록지 모  의 x축과 이미지의 x축을 수평하

게 보정하여야 한다. 재 이미지 보정 기능을 포함하는 

스캐닝 로그램이나 텍스트 인식 로그램, 벡터라이

징 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있으나, 소스가 개방되어 있

지 않고, 모 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종류의 용지를 사용

한 조 측기록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

므로 본 논문에서는 조 측기록지의 특성을 고려하

여 기울기 보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조 측이미지의 용량성과 모  

이미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림 5와 같이 일정 크기의 

역을 상단부분에서 선택하여 외곽선을 추출하고 외

곽선에 치한 임의의 좌표 

 


과 


 


를 이

용하여 이미지의 기울기를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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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부분 역을 이용한 기울기 검출
Fig 5. Detection of skew that use partial area

기울기 보정을 해 

 


과 


 


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6과 같다.

Byte ImageRGB[width][height][3];

load_JPG(ImageRGB)   //조 측이미지 원본 로드

ImageHSI = rgbTohsi(ImageRGB) //RGB를 HSI로 변환

//색상(Hue)값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이진화함.

ImageBW = hsiTobw(ImageHSI)

// 체 이미지의 1/10 치와 9/10 치의 외곽선을 좌표를 찾아 반환.

x1 = width*0.1; x2 = width*0.9;

y1 = findUpperOutline(ImageBW, x1);

y2 = findUpperOutline(ImageBW, x2);

---------------------------------------

findUpperOutline(Byte Img, int pos){

  //임의의 역의 크기

  int w=300, h=200 posY=0; theta=0;

  Byte Area[w][h];

  while(posY < height){

  //이진이미지에서 (pos, posY)를 시 으로 w×h sub 이미지 추출

    Area ← extractArea(Img, pos, posY, w, h);

    while(theta < h){

    // x축+theta 방향으로 사 하여 임계치 이상(라인)인 좌표 반환

       gap = hProjection(Area,theta)

       if(모든 찾아진 라인의 간격 차이 < 임계값)

         return 첫 번째 라인의 y좌표

       theta++;

    posY = posY + h/2;

} }

그림 6. 외곽선 좌표를 구하는 알고리즘
Fig 6. An algorithm that look for coordinates of 

outline

조 측기록지 이미지는 모 이나 수치를 구성하

는 픽셀이 주  픽셀에 비해 색상(Hue)값의 차이가 명확

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용지의 규격에 따른 의 색

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RGB 상을 HSI 모델로 변경하

고 색상 값을 활용하여 선택된 역의 선 비트맵을 

추출한다. 선 비트맵은 선과 여백을 구분하기

해 색상의 임계값을 이용하여 이진 값을 가지는 흑백

이미지로 변경한다. 추출된 역은 이미지의 매우 작은 

역이므로 기울기가 명확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므로 두 개의 역을 선택하여 각각의 

외곽 좌표를 추출하고 두 의 차이를 이용하여 기울기

를 보정한다. 역의 외곽 좌표를 추출하기 해서 그림 

7과 같이 수평 사  기법을 이용한다.

그림 7. 외곽 좌표 추출을 한 수평 사
Fig 7. An horizontal projection that detect coordinates 

of outline

추출된 두  

 


과 


 


를 이용하여 아래 

(수식 1)과 같이 기울기 ∘를 구하고 조 측기록지 

이미지를 ∘만큼 회  변환하여 기울기를 보정한다.









 









   



















′

′







   
  











 <수식 1>

4.1.2 이미지 규격화

조 측기록지의 효율 인 독취를 해서는 용지

마다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상하좌우 여백을 제거하여 

표 화된 모  부분만을 추출하여야 한다. 조 측기

록지는 그림 8과 같이 연속용지형식과 낱장용지형식을 

가지고 있다. 

낱장용지는 이미지에서 상하좌우 여백을 인식하여 

제거함으로써 용지의 규격에서 제시하는 24시간 단

와 높이의 모  역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속용지

는 낱장 용지와 달리 좌우 여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4

시간의 시작과 끝에 치한 모  선을 검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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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낱장용지와 연속용지
(a) 낱장 용지 (b) 연속 용지

Fig 8. Sheets and continuous paper
(a) Sheets (b) continuous paper

낱장용지의 상하좌우 여백을 제거하기 해 4.1.1에

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하여 수직 외곽선을 검출하

고 여백을 제거하 다. 그러나 연속 용지는 24시간의 시

작과 끝이 보 과정  스캔과정에서 복 는 손실되

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시작 

치와 종료 치의 모  선을 검색하기 하여 그림 9과 

같이 쪽 여백에 기록되어 있는 모  간격 표시 문자를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9. 모  간격 표시 문자 인식 방법
Fig 9. A method that recognize numerical character

여백을 제거하기 해 xL, xR, yT, yB를 구하는 알고리

즘은 그림 10과 같다. 일반 으로 문자를 인식하기 해 

다  신경망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조 측기록지는 

표 화된 크기  모양으로 인쇄된 0 ~ 23까지의 숫자를 

인식하면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진이미지에

서 표 화된 숫자 역이미지를 추출하여 수평  수직

으로 투 한다. 투 된 값을 이미 인식이 되어 DB화된 

값과 비교하여 오차의 제곱 값이 가장 작은 문자 값을 선

택한다. 이 때 문자 역 선택에 있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치를 기 으로 비교한

다. 우측에서는 ‘0’과 ‘1’, 좌측에서는 ‘0’과 ‘23’이 검색

하고 찾아진 숫자에 따라 한 보정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좌/우측의 외각선 좌표를 검색한다.

//4.1.1의 과정을 통해 기울기 보정.

ImageNoSkew = reduceSkew(ImageBW);

if(낱장용지인 경우){

  // 4.1.1의 외곽선을 찾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외곽 좌표 xL(왼쪽), 

xR(오른쪽), yT( 쪽), yB(아래쪽)을 검색

  (xL, xR, yT, yB)←findAllOutline(ImageNoSkew);

}else{

  // 4.1.1의 외곽선을 찾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외곽 좌표 yT( 쪽), 

yB(아래쪽)을 검색

  (yT, yB) ← findTBOutline(ImageNoSkew);

  xL = findLeftOutline(ImageNoSkew, yT);

  xR = findRightOutLine(ImageNoSkew, yT);

}

----------------------------------------

int findLeftOutline(Byte Img, int yT){

  //ori_w,ori_h는 용지의 종류에 따라 미리 설정

  int w=ori_w, h=ori_h, posY=0;

  Byte Area[w][h];

  // 표 화된 숫자 역 이미지 추출  숫자 인식

  while(pos < width*0.1){

    copyArea(ImageNoSkew, Area, yT, pos, w,h)

    if(recognizeNum(Area) == 0 는 23)

      return(보정되어진 xL 좌표)

    pos++;

}}

그림 10. 여백 좌표를 구하는 알고리즘
Fig 10. An algorithm that look for coordinates of 

margin

그림 11. 조 측기록 이미지 정규화 시스템
Fig 11. A normalization system  for images of sea 

leve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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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 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림 11의 조

측기록 이미지 정규화 시스템을 구 하 다. 이 

정규화 시스템은 수 만 건의 이미지를 리하여야하므

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으며, 이미지의 손

상이나 오염으로 인하여 자동화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를 비하여 수동 정규화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4.2 그래  독취

정규화된 기록지로부터 1분 단 의 독취 데이터를 얻

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된다.

① 기록지의 모  을 제거하고 그래  선을 추출

② 추출된 그래  선을 1픽셀 단 로 세선화

③ 1분 단 의 데이터 독취

4.2.1 그래  추출

정규화된 기록지로부터 그래 를 추출하는 문제는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외한 경 객체를 구분하는 문제

로 볼 수 있다. 일반 인 이미지에서 자동으로 경 객체

를 구분하는 문제에 한 연구들이 있지만, 주로 구분하

고자 하는 심 객체가 이미지의 앙 부분에 치해야

하는 등의 제한 사항이 주어지며 정확하게 경 객체를 

자동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아직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는 문제이다. 자동으로 경 객체를 구분하는 문

제와 달리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 객체를 구

분하는 방법이 더욱 실제 이다. Gerald[10, 11, 12]등은 

사용자가 이미지내의 경 객체 역을 략 으로 지

정하도록 한 후, 지정된 역에서 자동으로 경 객체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이들의 방법은 우수한 결

과를 보여주지만 경 객체가 배경으로부터 완 히 분

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이 방법은 경 객

체의 모든 역을 사용자가 지정해야하는 단 이 있다. 

경 객체의 역이 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록지와 같이 경 객체가 좌에서 

우로 체 역에 분포되는 경우는 많은 수작업이 요구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규화된 

기록지로부터 그래 를 추출한다. 그래  추출 과정은 

그림 12와 같다.

Algorithm: Extract Graph

RGBtoHSI()

AnalysisColorDistribution()

loop

     BackgroundArea <- User Interaction

     DeleteBackgroundPixels()

end loop

그림 12. 그래  추출 알고리즘
Fig 12. An algorithm that detect graph

먼  RGB 색상 모드로 입력된 이미지를 HSI 색상 모

드 이미지로 변경하고, 이미지 체의 HSI 색상 분포가 

자동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배경으로 단

되는 일부 역을 지정하면, 이 에 분석된 분포와 사

용자가 지정한 역을 이용하여 체 이미지에서 배경

으로 단되는 픽셀들을 제거한다. 이 방법은 한 번에 

모든 배경 픽셀들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 2～3

번 정도 실행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부분의 배경 

픽셀들이 제거되지만 몇몇 배경 픽셀들은 제거되지 않

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독취를 해서는 배경 픽

셀을 완 히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경 객체를 선택

하고 포함되지 않는 모든 픽셀들을 배경 픽셀로 단하

여 제거한다.

(a) (b)

(c) (d)

그림 13. 그래  추출 과정
(a) 배경 역 지정 (b) 배경 픽셀 삭제 과정 
(c) 경 픽셀 지정 (d) 그래  추출
Fig 13. A process that detect graph
(a) the selection of the background area 

(b) the deletion of the background pixel the selection 
of the foreground pixel  graph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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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에서 (a)는 사용자가 배경 역을 지정하는 과

정이고 그 결과로 (b)와 같이 지정된 역과 유사한 특성

을 가지는 배경 픽셀들이 삭제된다. (c)는 경 픽셀들을 

선택한 결과 그림이며 선택된 경 픽셀들을 제외한 나

머지 픽셀들은 배경 픽셀로 취 되어 (d)와 같이 삭제되

고 그래 에 해당하는 경 픽셀들만 남게 된다.

4.2.2 세선화

기록지에는 24시간의 해수면 높이가 기록되어 있으

며, 기록지에 따라 좌에서 우로 는 우에서 좌로 이동하

면서 1분 단 의 데이터를 독취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

는 그래 가 일정하게 수평 인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

으며 1분 사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 그래 의 폭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각 1

분 지 에서 최 , 최소값을 이용해 데이터를 독취하는 

것은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

진 그래  이미지에 포함된 결과를 최 한 반 하기 

해 그래 를 1픽셀 비로 세선화하고 그 결과로부터 1

분 단 의 데이터를 독취한다. 

(a) (b)

그림 14. 가덕도 1980년 데이터에 한 세선화 결과
(a) 그래  추출 결과 (b) 세선화 결과

Fig 14. The result of thining for gaduk-do's data
(a) The result of graph Extraction (b) The result of thining

본 논문에서 세선화의 목 은 세선화된 선들이 가능

한 그래 의 심선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다. 재까

지 세선화를 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13, 14, 15], 

항상 정확히 심선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 하기 용이한 Zhang[13]의 방법

을 사용하여 세선화를 수행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는 2단계로 세선

화를 수행한다.

그림 14은 가덕도 1980년 2월 24일 데이터에 한 세

선화 결과의 일부이다. 우측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래 가 상하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세선

화의 결과가 정확이 그래 의 앙 부분을 통과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독취 과정 이후, 검사과정

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합한 치로 이동

하게 된다.

4.2.3 독취

기록지의 유형에 따라 좌에서 우로 는 우에서 좌로 

시간이 이동하며, 한 장의 기록지에는 24시간의 기록이 

장되어있다. 따라서 세선화된 결과로부터 1분 단 의 

데이터를 독취하기 해 정규화된 기록지의 크기를 고

려하여 1분 단 의 가상선을 생성하고 각각의 생성된 가

상선과 일치하는 세선화 선의 치를 악하여 데이터

를 독취한다.

Ⅴ. 실험결과

5.1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재까지 제시된 다양한 알고리즘과 

조 측기록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

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조 측기록지 디지타이징 

시스템을 구 하 다. 이 시스템에 한 성능을 평가하

기 하여 표 1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 다. 시스템의 

성능은 조 측기록지의 상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

생하므로 동일한 측소에서 보  상태가 양호한 시기

와 좋지 못한 시기로 나 어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상 측소 측기간 분량

정규화
시스템

양호 가덕도 2006 365매

불량 가덕도 1980 366매

독취시
스템

양호 가덕도 2006년 1월 31일

불량 가덕도 1980년 1월 31일

표 1. 실험 데이터 
table 1. The experimental data

5.2 결과 분석 

정규화시스템의 성능은 자동처리 후 실험자가 직  

불량여부를 독하 으며, 여백제거  시작 종료 시간

이 DB와 일치하 을 경우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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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경우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 다. 본 논문에서 구

된 정규화 시스템의 성능은 표 2와 같이 양호한 경우 

96.7%의 성공률을 보 으며, 불량한 경우 87.2%의 성공

률을 보 다.

정규화실험매수 성공 실패 성공률

365매 353매 12매 96.7%

366매 319매 47매 87.2%

표 2. 정규화 성공률
table 2. The success rate of normalization

독취시스템의 성능은 독취 후 실험자가 검정 로그

램을 통해 그림 15과 같이 검정을 통해 그래 와 일치 하

지 않은 경우를 실패로 간주하 다. 독취는 1분당 1회 이

루어짐으로 하루는 1440개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검정 

로그램은 데이터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 있

으며, 수정되어진 데이터는 자동 독취에 실패한 데이터

로 간주한다. 본 논문에서 구 된 독취 시스템의 성능은 

표 3과 같이 양호한 경우 98.4%의 성공률을 보 으며, 불

량한 경우 86.1%의 성공률을 보 다.

그림 15. 독취 검정 로그램
Fig 15. A validation program for detection

독취실험
데이터수

성공 실패 성공률

44,640개 43,923개 717개 98.4%

44,640개 38,451개 6,189개 86.1%

표 3. 독취 성공률
table 3. The success rate of detection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해양과학 연구의 요한 데이터인 조

측 기록의 근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수 십 년 

동안 축 된 조 측기록지에서 조 측 기록을 추

출하여 디지털로 변경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논

문에서 개발한 조 측기록지 디지타이징 시스템은 

수 십 만 장의 조 측기록지의 디지타이징 작업을 효

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처리 시스템, 디지타이징

시스템, 후처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체의 작업 효

율성을 극 화하여 디지타이징 작업에 따른 비용을 최

소화하 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오염되거나 리 상태가 불량하

여 이미지의 색상의 변화가 많은 경우,  정규화  독취 

시스템에서 많은 수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시스템의 성능을 하시킴으로 이를 개선하여 자

동화 비율을 높이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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