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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 기술은 실세계의 객체를 분류하거나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 준비된 많은 데이터를 고성능 

컴퓨터에서 학습한 후에, 그 학습모델을 인식기에 탑재하여 각종 객체들을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기는 다양한 환경에

서 사용되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객체들이나 인식률이 낮은 객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

세계 객체들을 주기적으로 학습하여 인식률을 높인다. 하지만, 즉각적인 인식률 향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디바이스 등에 탑재되어 있는 인식기에서 학습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부분 학습 기반의 실시간 손글씨 인식기를 제안한다. 제안된 인식기는 사용자 요청 시마다 임베디드 디바이스

에서 부분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인식기의 학습모델이 갱신된다. 이로 인해서 인식기의 지능

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으로 최초에 인식하지 못했던 손글씨에 대해 인식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제안된 인식기는 

RK3399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22개의 숫자와 글자에 대해서 학습과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사람 손

으로 쓴 은행 계좌명과 계좌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개인화된 지능을 가진 스마트 기기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Deep learning is widely utilized to classify or recognize objects of real-world. An abundance of data is trained on 
high-performance computers and a trained model is generated, and then the model is loaded in an inferencer. The 
inferencer is used in various environments, so that it may cause unrecognized objects or low-accuracy objects. To solve 
this problem, real-world objects are collected and they are trained periodically. However, not only is it difficult to 
immediately improve the recognition rate, but is not easy to learn an inferencer on embedded devices. We propose a 
real-time handwriting recognizer based on partial learning on embedded devices. The recognizer provides a training 
environment which partially learn on embedded devices at every user request, and its trained model is updated in real time. 
As this can improve intelligence of the recognizer automatically, recognition rate of unrecognized handwriting increases. 
We experimentally prove that learning and reasoning are possible for 22 numbers and letters on RK3399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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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딥러닝 기술[1,2,3,4]은 산업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산업의 트렌

드를 변화시키고 있다. 준비된 많은 데이터를 고성능 컴

퓨터에서 학습한 후에, 그 학습모델을 인식기에 탑재하

여 각종 객체들을 인식한다. 이 인식기는 다양한 환경에

서 사용되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객체들이나 인식률이 

낮은 객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객체들을 학습 

데이터로 변경하여 재학습을 하고, 그 학습모델을 다시 

인식기에 탑재한다. 하지만, 학습은 일반적으로 서버컴

퓨터와 같은 고성능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고, 생성된 학

습모델은 인식기에서 주기적으로 탑재된다. 이로 인해

서 즉각적으로 인식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식기 자체에서 학습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디바이스[5,6,7]에 적용 

가능한 부분 학습 기반의 실시간 손글씨 인식기를 제안

한다. 제안된 인식기는 사용자 요청 시마다 임베디드 디

바이스에서 부분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실
시간으로 인식기의 학습모델이 갱신된다. 이로 인해서 

인식기의 지능이 자동적으로 향상되고, 최초에 인식하

지 못했던 손글씨에 대해 인식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제

안된 인식기는 RK3399 임베디드 디바이스[5]에서 22개
의 숫자와 글자에 대해서 학습과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

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여, 사람 손으로 쓴 은행 계좌명과 

계좌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개인화된 지능을 가진 스마

트 기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임베디드 디바이스

에서 학습과 추론이 가능한 실시간 손글씨 인식기에 대

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인식기에 대한 실험

적 증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한

다. 

Ⅱ. 연구배경

2.1. 딥러닝 프레임워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낮은 인식률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들을 수행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딥러닝이다. 딥러닝 기술을 접

목한 다양한 응용들이 점차적으로 복잡해지면서 개발

자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들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크게 Define-and- 
Run 아키텍쳐 방식[8,9,10,11]과 Define-by-Run 아키텍

쳐 방식[12]이 있다. Define-and-Run 방식은 Forward와 
Backward Computation 이전에 딥러닝 네트워크 (e.g., 
LeNet[13], VGGNet[14], ResNet[15], GoogleNet[16])를 
사전에 정의되고, 모든 로직은 데이터 형태로써 네트워

크 구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정의된 구조들은 

실행시점에 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Define-and- 
Run 방식으로는 Tensorflow [8], Caffe[9], Theano[10], 
PyTorch[11] 등이 있다. Define- by-Run 방식은 Forward 
Computation을 통해서 딥러닝 네트워크가 동적으로 정

의된다. 이로 인해서 정의된 구조들은 실행시점에 동적

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로직 대신에 

Computation 이력을 저장함으로써 네트워크 정의 시에 

조건문이나 루프문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 Define- 
by-Run 방식으로는 Chainer [12] 등이 있다.

Tensorflow는 가장 인기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써, 구글의 Google Brain에서 개발해 2015년 오픈소스

로 공개되었다. Tensorflow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를 사

용하는 수치 연산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이다. 그래프의 노드는 수학적 연산을 나타내며, 그래프

의 변은 노드 간에 전달되는 다차원 데이터 배열 

(Tensor)을 나타낸다. Caffe는 Berkeley AI Research 
(BAIR)에서 개발하여 2013년 12월에 오픈소스로 공개

되었다. Caffe는 이미지 처리에 특화되어 있고, Caffe 
Model Zoo[17]를 통한 다양한 Pre-trained model을 제공

한다. 그리고 Caffe에서는 Data Blob 이라는 데이터 구

조에 학습한 결과들을 저장한다. Chainer는 Numpy와 

CuPy 라이브러리 기반 파이션으로 작성된 오픈소스 딥

러닝 프레임워크이다. Chainer는 IBM, Intel, Microsoft 
및 Nvidia와 협력 하에 일본 기업인 Preferred Networks
가 주도하여 2015년 6월에 오픈하였다. 실행시점에 네

트워크 그래프가 정의되고, 복잡한 네트워크 정의를 보

다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affe 프레

임워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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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습 및 추론

딥러닝 기술은 학습과 추론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진

화를 한다. 최초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

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한다. 학습된 결

과를 이용하여 실세계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추론을 

하게 된다. 그림 1은 학습과 추론 과정을 보인 것이다. 
다양한 숫자 이미지들에 대해서 학습기를 통해서 숫자

에 대한 학습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학습모델을 추론

기가 참조하여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구별한다. 구별 

시에는 숫자 1, 2, 3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확률 값으로 

표현을 한다. 
학습과 추론 방법에 대해서 Caffe 프레임워크를 이용

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Caffe에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학습 데이터는 Caffe에서 

convert_imageset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여 lmdb를 생

성할 수 있다. 그리고 compute_image_mean 명령어를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에 대한 mean 파일을 생성한다. 
생성된 lmdb 이용하여 학습을 위한 train 설정 파일과 

solve 설정 파일을 생성한다. train 설정 파일은 학습 시

에 필요한 네트워크 모델 (LeNet, VGG, ResNet, etc)을 

정의를 하고, solve 설정 파일은 학습 시에 필요한 인자 

(learning rate에 해당하는 base_lr, 총 학습 수에 해당하

는 max_iter, 가중치 감소에 해당하는 weight_decay 등)
들을 정의한다. 이렇게 설정된 두 개의 파일인 

train.prototxt와 solver.prototxt를 이용하여 “caffe train 
–solver=solver.prototxt” 명령어로 학습을 한다. 학습

이 CPU 혹은 GPGPU 모드에서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X_iter_Y.caffemodel” 이 생성된다. 여기서 X는 네트

워크 이름이고, Y는 학습한 숫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

어, ResNet_iter_10000.caffemodel이 학습 후에 생성된

다. 생성된 학습모델, 추론을 위한 네트워크 설정 파일, 
mean 파일, 그리고 label 파일을 이용하여 추론기를 구

현하여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구별을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학습기와 추

론기를 구현하여 서비스를 한다. 하지만, 다양한 환경에

서 발생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데이터에 대한 조도, 광도, 휘도가 다르고, 비
슷한 모양의 데이터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학습한 데이터와 유사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false 
negative (미탐지)나 false positive (잘못탐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기는 고성능 컴퓨터에서 동작

되고, 추론기는 저성능 컴퓨터인 소형 단말기나 스마트

기기 등에서 동작한다. 그래서 추론기에 입력되는 데이

터들을 수집하여 그 데이터를 학습기에서 일괄적으로 

재학습을 하고, 학습한 모델을 추론기에서 사용하기 때

문에 인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치

하지 못한다.

Ⅲ. 부분 학습 기반의 실시간 손글씨 인식기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부

분 학습을 통한 실시간 손글씨 인식기를 제안한다. 제안

된 인식기는 처음에는 숫자와 일부 한글에 대해서 사전

에 학습된 모델을 이용한다. 이 인식기는 추론과정에 입

Fig. 1 The process of Learning and Infer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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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된 손글씨에 대해서 인식률이 낮으면 사용자 요청에 

의해 부분 학습을 하고, 학습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추론

기에 반영하여 손글씨의 인식률을 향상시킨다. 

3.1. 부분 학습기 구성도

그림 2는 부분 학습 기반의 실시간 손글씨 인식기의 

구성도를 보인 것이다. 이 구성도는 추론기, 부분 학습 

인터페이스, 부분 학습 환경 자동 구성기, 가중치 갱신

기, IPC 기반의 학습 모델 적재기, 그리고 IPC 기반의 학

습 모델 전송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머신러닝 프

레임워크는 Caffe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추론기는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입력되는 데이터

에 대해서 전처리를 한 후에 입력 데이터를 추론한다. 
추론 결과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분 학습 여부를 결정하

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부분 학습 인터페이스가 실행

된다. 부분 학습 인터페이스에서는 사용자가 부분 학습

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해당 레이블을 추가

할 수 있다. 부분 학습 환경 자동 구성기는 부분 학습 인

터페이스를 통해 설정된 것들에 대해서 재학습을 위한 

설정 파일과 부분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이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설정 파일과 데이터셋은 딥러닝 프레임워크

마다 다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affe 프레임워크를 대상으로 하고 있

다. 학습은 설정 파일에서 pre-training을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가중치 갱신기에서 선택된 데이터

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중치를 갱신하여 부분 학습된 모

델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가중치 갱신기는 학습된 

iteration 이후부터 가중치를 업데이트 한다. 학습 모델

의 총 학습 iteration 수가 10,000이면, 10,000이후부터 

학습시킬 수만큼 가중치가 갱신된다. 추가적으로 Fine- 
Tuning 기반의 가중치 갱신기는 Caffe 프레임워크 내부 

코드를 수정하여 최적화된 가중치로 갱신할 수 있다. 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IPC 
기반의 학습 모델 적재기는 입력된 새로운 데이터에 대

한 부분 학습을 위해서 사전에 학습 모델을 Caffe 프레

임워크에 적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IPC 기반의 학

습 모델 전송기는 입력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부분 

학습이 완료된 부분 학습 모델을 부분 학습기 내의 추론

기로 전달한다. 

3.2. 손글씨 인식기

손글씨 인식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학습 모델을 

만든다. 학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들은 

0부터 9까지의 10개의 MNIST 숫자 데이터 (60,000개)
와 자체 손글씨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
나은행) 12개의 문자 데이터 (780,000개)를 이용한다. 
이들 데이터를 이용하여 Caffe 프레임워크로 학습 모델

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부분 

학습 기반의 손글씨 인식기가 실행된다.

Fig. 2 The Block Diagram of Partial-learning based Real-time Handwri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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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inarization of Input data

손글씨 인식기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입력된 데

이터를 전처리하는 부분이 있다. 학습 모델로 사용된 이

미지들은 1 channel이며 0과 255의 값으로 이루어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입력한 손글씨는 비디오 카메라 등으

로 입력되기 때문에 3 channel의 RGB 모드 이미지로 입

력된다. 이 이미지를 학습된 모델의 데이터와 최대한 유

사한 패턴으로 변환 작업을 해야 한다. 즉, 학습 데이터

는 1 channel의 gray scale의 이미지들로 학습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OpenCV API를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이진 영상화를 한다. 이진 영상화는 0과 255 사이

의 숫자들을 0과 255의 두 숫자만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림 3은 입력된 숫자에 대한 이진 영상화가 된 

것을 보인 것이다. 
손글씨 인식기의 부분 학습 인터페이스는 3.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부분 학습 

인터페이스가 실행된다. 그림 4에서 보인 것처럼 추론

된 결과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분 학습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yes”로 대답하면 부분 학습 인터페이스가 

실행된다. 이 인터페이스의 왼쪽에 있는 Image List에서 

부분 학습할 데이터를 선택하여 오른쪽에 있는 Learning 
List에 등록하여 부분 학습을 준비할 수 있다.

부분 학습 인터페이스에서 ‘부분 학습’ 버튼을 누르

게 되면 내부적으로 부분 학습 환경 자동 구성기가 실행

된다. 이 자동 구성기는 선택된 데이터와 최초 학습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셋

과 label.txt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그림 5는 부분 학습을 

위해서 생성된 데이터셋을 보인 것이다. 그림의 왼쪽은 

부분 학습용 데이터셋이다. ‘T_xx.jpg’ 파일은 최초 학

습 모델 생성 시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들이며, ‘gray_ 
roi_xx.jpg’ 파일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된 부분 학습 데이터들이다. 그림의 오른쪽은 데

이터셋의 레이블 파일이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그림 5의 왼쪽에 있는 ‘create_train.sh’ 파일을 

부분 학습 자동 생성기에서 실행하게 되면 lmdb 기반의 

학습 데이터가 생성된다.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명령

어는 다음과 같다.

Ÿ convert_imageset -resize-height=28 –resize_width=28 
–shuffle –gray /Dir /Dir/label.txt /Dir/lmdb_name

Fig. 4 Partial Learning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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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ataset for Partial Learning

부분 학습 자동 구성기의 마지막 단계는 부분 학습용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Caffe 프레임워크 기반의 학습 파

일인 ‘solver.prototxt’와 ‘train_test.prototxt’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slover.prototxt는 학습 시에 필요한 인자들을 

설정한 파일이며, train_test.prototxt는 학습 네트워크 모

델을 설정한 파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LeNet, 
VGG, ResNet 만을 지원한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두 개의 파일을 이용하여 그림 5의 왼쪽에 있는 “retrain.sh” 
파일을 부분 학습 자동 생성기에서 실행하게 되면 부분 

학습 데이터가 적용된 학습 모델이 생성된다. 학습 실행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Ÿ caffe train —solver=solver.prototxt --snapshot= 
caffemodel.solverstate

부분 학습이 완료될 때까지 추론기는 잠시 멈춤 상태

가 된다. 멈춤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새롭게 생성된 모델

이 추론기에 추가된다. 이렇게 동작하기 위해서 caffe 프
레임워크과 추론기에 IPC 통신 프로토콜 모듈을 추가한

다. caffe 프레임워크에서는 solver.cpp 파일에 IPC 통신 

프로토콜을 추가한다. 그림 6은 부분 학습 모델 자동 갱

신을 위한 IPC 통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Fig. 6 IPC Communication for Automatic Update of 
Partial-learning Model 

Ⅳ. 구현 및 실험

본 절에서는 부분 학습 시간의 실시간 손글씨 인식기

를 구현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구현된 손글씨 인식

기에 대한 전체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식에 대

한 실험한 내용을 설명한다.

4.1. 구현

(A) (B)

Fig. 7 Partial-learning based Handwriting recognizer

본 논문에서는 부분 학습 기반의 실시간 손글씨 인식

기를 구현한다. 그림 7의 (A)는 구현된 손글씨 인식기를 

보인 것이다. 이 인식기를 구현할 때에 사용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Ÿ하드웨어

   - 영상 카메라: logitech 웹 캠 

   - 스마트 기기: 64bit 지원 Firefly-RK3399
CPU: Cortex A72*2, A53*4
GPU: Mali-T860 MP4
Memory: 4GB

Ÿ소프트웨어

   - 딥러닝 프레임워크: clCaffe 
   - 추론기: C/C++
   - 부분학습기: Qt 4.0

그림 7의 (A)에서 사용자가 임의의 글자를 입력하면 

영상 카메라가 해당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Firefly- 
RK3399에서 이미지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부분 학습을 

통해서 입력된 이미지에 대해서 추론을 한다. 그림 7의 

(B)는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에 대해서 최초에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1번 이상의 부분 학습을 통해서 사용자가 

작성한 글씨에 대해서 ‘우’로 인식을 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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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부분 학습 기반의 실시간 손글씨 인식기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보인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 번

에서 †번까지 순서대로 진행한 부분 학습 과정이다. �
은 사용자가 0이라는 숫자는 적으면 영상 카메라에서 

빨간 사각형의 ROI 영역내의 숫자만 이미지로 인식하

여 추론한다. 0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되어 있지만, 사
용자가 쓴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인식률이 0.0163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은 부분 학습 인터페이스를 

실행시켜서 0에 대해서 부분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고, 
ƒ에서 부분 학습을 진행한다. 진행이 완료되면 „에서 

두 번째 학습 모델로 갱신되었다고 자동적으로 ‘#2’라
는 문구가 나타난다. 부분 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번호’가 계속 증가한다. …은 학습 모델이 갱신된 이후

에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인식을 하여 인식률이 0.5573
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한 번 이상의 학습을 통해서 0
에 대한 사용자 글씨체가 0.9773까지 향상된 것이다. 이
처럼, 최초 동일한 학습 모델로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는 각 개인마다 자신만의 학습 모델을 가지게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4.2. 실험

본 실험은 Firefly-RK3399 임베디드 보드에서 손글

씨 인식기를 수행시킨 결과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림 9
는 손글씨 인식기에서 부분 학습을 최대 7번 수행한 결

과를 보인 것이다. X 축은 손글씨로 작성된 0에서부터 9
까지의 숫자를 의미한 것이고, Y 축은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 숫자에 대해서 최대 7개의 막대 그래프가 있

다. 이것은 부분 학습의 횟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숫
자 3에서 대해서 막대 그래프가 7개가 있다. 첫 번째 막

대 그래프(1st)의 정확도는 0.0161, 두 번째 막대 그래프

(2nd)의 정확도는 0.3946, 세 번째 막대 그래프(3rd)의 

정확도는 0.4532, 네 번째 막대 그래프(4th)의 정확도는 

0.6356, 다섯 번째 막대 그래프(5th)의 정확도는 0.756, 
여섯 번째 막대 그래프(6th)의 정확도는 0.4427, 일곱 번

째 막대 그래프(7th)의 정확도는 0.7183이다. 손글씨 3
에 대해서 일곱 번의 부분 학습을 통해서 정확도가 점차

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숫자 2와 숫자 

9는 두 번의 부분 학습으로도 정확도가 각각 0.9986과 

0.9482로 향상되었다. 이것은 학습된 원본 숫자 데이터

와 유사하게 글씨를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여러 

번의 부분 학습을 통해서도 정확도가 0.6이하인 숫자 0
과 4는 학습된 원본 숫자 데이터와 상당히 다른 형태의 

손글씨를 적었다. 결론적으로, 최초의 학습 모델로 부분 

학습 시에 80%의 부분 학습 정도를 보인다. 여기서 80%
는 10개의 손글씨 숫자 중에서 8개의 숫자가 0.6이상의 

정확도는 가진 것을 의미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부분 학습 기반의 실시간 손글씨 인식기를 

제안했다. 제안된 손글씨 인식기는 모든 손글씨를 인식

Fig. 8 The Process of Partial-learning based Handwriting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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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특정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

기 때문에 10개의 MNIST 숫자 데이터와 12개의 한글 

손글씨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 모델을 생성했다. 생성

된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부분 

학습 통해서 새롭게 입력된 손글씨에 대한 인식률을 증

가시켰다. 인식률의 수렴도는 80% 정도임을 실험적으

로 증명했다. 
향후과제로는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ROI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정확하고 

빠른 부분 학습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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