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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ndwritten Hangul Recognition using Hierarchical Stroke 

Model Matching based on the Stochastic Relationship 

 

Seo, Wontaek 

Advisor : Prof. Cho, Beom-Joon Ph. D.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defines stroke models that can be trained and are not 

sensitive to various variations that are frequently found in handwritten 

Hangul and suggests a matching method. The model suggested consists 

of a stroke model that is a probable modeling of strokes that are 

fundamentals of characters, a grapheme model that is a probable 

modeling using composition of stroke models and a character model 

that is a probable modeling of locations between grapheme models. 

Stroke model is made of two strokes that are connected as a model, 

and directions and connecting angles of the two strokes are probably 

modeled.  

This study also suggest a new method to produce stroke model, 

by which locations between models produced do not need to be defined 

and it can be very effective as many differences in number and kin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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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models occur even though they are insignificant. Grapheme 

model that is modeled by using frequency of stroke model occurrence 

in stroke group as probability is very effective and simple. Character 

models for which relative locations of grapheme models are modeled, 

prevent intervention of grapheme models that are improperly 

recognized in character matching and express shapes of characters 

effectively. The three models suggested are considered as good 

models in that they are easy for training as they are presented 

probably and express characteristics of characters effectively as 

matching with a hierarchical bottom-up method from strokes to 

characters. 

This study defines neighboring relations between stroke models 

as probability to use information with Hangul structure, union 

probability of stroke model group and  neighboring relations between 

stroke groups. The probability of neighboring relations of stroke 

models is defined for modeling of familiarity between stroke models, 

and it is defined as probability using share, distance and connection of 

edges between stroke models. Union probability of stroke groups is an 

important cue to identify whether stroke group is made of one 

grapheme or several grapheme, and is defined by average of 

neighboring probability of stroke models consisting of stroke group. 

Neighboring relation probability of stroke groups is defined for 

modeling of familiarity between stroke groups, and is defined as 

probability using distances and connection between stroke groups.  

This study suggests how to divide and integrate strok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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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using 3 relation probabilities, which contribute to reduction of 

complexity of recognition from stroke models to character models, and 

possible use of Type 6 Hangul information. Using the models suggested 

and relation probability, this study produces handwritten Hangul 

recognition system. Using character images and watershed algorithm, it 

changes them into binary code, and unifies the pre-treatment process 

through penciling to produce property graphs. It develops the 

processes to train models using a statistical method and overcomes the 

problems such as much labor and time required to manually categorize 

images into grapheme using a structural process of train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uggested, this study obtains 88.7% 

recognition rate that is a better result in recognition speed than those 

of existing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models and 

relation probability suggested by this study are very effective in 

recognition of handwritten Han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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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  1  1  1 장장장장    서론서론서론서론    

 

제제제제 1  1  1  1 절절절절    연구배경연구배경연구배경연구배경    

 

컴퓨터가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실생활에 사용되기 시작한지도 벌

써 30년의 세월이 지났다. 컴퓨터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도 컴퓨터를 이용

해 자신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컴퓨터와 관련

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인간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

시키는 것일 것이다. 패턴인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난 30년간 문자인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던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대규모 문서의 색인화나 필요한 정보

를 문서에서 바로 검색하는 기능, 우편물의 자동분류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문자 인식

에 열정을 쏟았던 것이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는 기계를 이용해 인쇄한 문서에

서 글자를 추출해서 자동으로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정도는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

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람의 손으로 직접 쓴 필기체 문자를 인식하

는 기술은 아직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인쇄체 문자에 

비해 필기체 문자는 필기자의 필기 습관에 따른 글자형태의 변형이 매우 심하고, 글자 

사이에 겹침과 접촉현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필기체 한글의 

경우는 2차원 평면상에 자소의 위치가 상하-좌우 관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1차원적인 

좌우관계로 구성되어있는 필기체 영문보다 훨씬 복잡해서 인식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

다. 

한글을 인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글자

를 각각의 자소로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인식(holistic recognition)하는 방법으로, 2차

원 평면상에서 글자의 전체적인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

은 인쇄체 인식이나 제한된 어휘의 글자인식과 같은 몇몇의 제한적인 경우에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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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지만, 필기체 한글과 같이 변형이 심하고 잡음이 많은 글자의 인식에는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 방법은 글자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하여 글자를 각각의 자소로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인식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분할 후 인식(segment-then-recognition) 방

법이다. 이 방법은 인식하기 쉬운 단위로 분할하기 때문에 인식기의 구성이 쉽고 인식 

단위별 인식률이 높아지지만, 글자의 구조적 정보를 정확히 얻어내기가 어렵고, 자소 

단위로 분할시에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통계적으로 미리 

정의된 패턴들과의 매칭 정도를 계산해서 가장 높은 매칭율을 출력하는 패턴으로 인

식결과를 얻어내는 통계적 기법(statistic method)이 있다. 통계적 기법은 훈련이 용이

하고 잡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지만, 지역적인 특징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 

비슷한 카테고리로 잘못 인식 하는 결과를 보인다. 

한글은 2차원 평면상에 6가지의 구조적 구성형식이 존재하고, 모든 글자는 이 6

가지 형식 내에서 모두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하면 자소의 위치를 구

분할 수 있어 글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글자의 특징만으로 6형식

으로 분리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만약에 형식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필기체

의 경우에는 필기자의 필기습관에 따라서 각 자소의 상대적 위치의 변형이 매우 심하

기 때문에 잡음을 포함하지 않게 각각의 자소를 분리해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특징으로 형식을 일단 구분하고, 미리 정의된 

형식으로 강분할(rough segmentation)해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직선에 의한 

강분할은 각각 분리된 영역에 많은 잡음이 포함되어 인식률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필기체 한글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글자를 이루는 가장 기본단위인 획 모델을 제안하고, 획 모델을 계층적으

로 결합해서 자소와 글자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획 모델 그룹간의 관계를 

확률로 정의하여 인식과정에서 한글의 구조적인 정보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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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2  2  2 절절절절    연구목표연구목표연구목표연구목표    

 

본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다양한 필체의 변형이나 잡음에 강인하고, 훈련

이 가능한 필기체 한글 인식 기술을 개발해서,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

은 필기자들의 다양한 필기습관으로 인해 글자에 많은 변형과 잡음이 발생하여 오인

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변형에도 강

인하게 인식과정을 수행하고, 훈련을 통해 변형들을 흡수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한글의 계층적 구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먼저 계층의 가장 아래 단계에 

구성되는 획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설정하고, 추출된 획들간의 관계를 확

률로 모델링하여 자소와 글자를 매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단계의 모델이 통계를 

기반하는 확률로 정의되었고 매칭 과정도 확률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모델의 훈련이 

가능하고 전 과정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진행됨을 보인다. 또한, 한글

의 계층적 구성 특징을 잘 표현하였기 때문에 한글을 인식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실

험을 통해서 보인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한글은 하나의 글자에서도 자소 간의 겹침 현상이나 접촉현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글자를 각각의 자소로 분리하

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글자의 인식률을 떨어뜨린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출된 획 모델과 주변 획 모델간의 관계를 확률로서 정의하고, 

획 모델 그룹간의 관계도 확률로 정의하였다. 획 모델 그룹간의 관계확률을 이용하여 

그룹간의 분할과 결합을 이용하여 관계 확률을 높이는 획 모델을 그룹으로 포함시킴

으로써 자소의 분리를 유도한다. 또한, 한글의 6형식의 정보를 이용하여 획 모델 그룹

간의 결합과 분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정된 획 그룹을 형성하여, 계층적 매칭 과정에서 

서로 관련없는 획 모델끼리의 그룹 생성을 제한함으로써 인식률을 높이고, 매칭 시간

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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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필기체 한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형과 잡음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

로운 획 모델과 획 모델 추출법을 제안하고 획 모델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소 

모델과 글자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 

• 한글의 계층적 구성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델 매칭 방법을 제

안 

• 자소간의 겹침이나 접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획 모델과 획 모델 그룹간의 

관계를 확률로 정의하고, 획 그룹간의 분할과 결합과정에 이용하는 방법 제안 

• 획 그룹간의 분할과 결합과정에 한글의 6형식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제안 

•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변형과 잡음에 강인한 필기체 한글 인식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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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  3  3  3 절절절절    논문논문논문논문의의의의    개요개요개요개요    

 

본 논문에서는 한글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 획 모델을 기반으로, 자소 

모델, 글자 모델의 모델을 제안하고, 이들을 모두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확률 모델로 

표현하였다. 제안한 모델이 모두 확률로 구성이 됨으로써 훈련을 통해서 각각의 모델

의 파라메터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한글이나 중국어 같은 동양의 문자들은 몇 개의 

의미있는 기호가 2차원 평면에 비선형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각각의 의미있는 기호는 

몇 개의 획의 결합관계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계층적으로 모델들을 정의하였다. 글자의 계층적 구조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획을 모델링한 획 모델을 바탕으로, 자소를 이루는 획 모델의 종

류와 빈도수로 자소 모델을 구성하였다. 또한, 글자를 이루는 자소 모델들 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여 글자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처럼 계층적인 특징을 가

지는 확률 모델들을 상향식으로 매칭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하지만 모든 

획 모델과 자소 모델에 대해서 상향식으로 매칭을 하는 방법은 서로 연관이 없는 획 

모델간의 매칭까지 모두 고려되어 복잡도가 높아지고 인식률도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관된 획 모델들간의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획 모델들간의 위치관계와 연결관계를 확률로 표현함으로써, 획 

모델 그룹을 결합하고 분해하는 방법도 경험적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확률적

인 계산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인다. 획 모델 집합을 결합하고 분해하면서 

한글의 6형식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훈련과정과 매칭 과정에서 모두 더욱 

안정적인 그룹 분할이 가능하였고, 인식률을 높이고 실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여 한글 문자 인식 시스템을 구현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하였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입력된 글자에 대해서 watershe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

진화를 수행하고, 세선화를 통한 특징점 추출과 추출된 특징점을 이용하여 인식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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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 될 속성그래프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인식과정에서

는 계층별 매칭과정의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구현된 인식기를 이용하여 실험

한 결과, 제안된 한글의 획 모델 기반의 확률 모델과 획 그룹 결정 규칙이 필기체 한

글을 인식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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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2  2  2 장장장장    관련연구관련연구관련연구관련연구    

 

패턴 인식 분야 중에서도 글자 인식은 사용 가치가 매우 높고 많은 응용분야가 있

어서 아직도 매우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류의 글자가 있어 

각 국가마다 자신의 언어를 인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식에 대한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먼저 영어와 같이 하나의 음소가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언어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는 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글

자를 통째로 인식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한국어나 중국어와 같이 여러 개의 음소가 

2차원 평면상에서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음절단위 글자들은 통째로 인식하

는 방법보다 하나의 글자에 들어있는 자소간의 위치적,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분해

한 후 인식하는 방법이 주로 행하여 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 접근법에 대한 국내외 관련연구를 먼저 살펴보고, 필기체 한글인

식에 대한 관련연구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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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111    절절절절    구조적구조적구조적구조적    접근접근접근접근법법법법    

 

문자는 몇 개의 획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획들의 조합과 서로간의 위치

적 관계는 문자를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그 외에 문자상에 존

재하는 정보는 잡음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흔히 잡음은 사용자에 의해서, 혹은 입력장

치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필기체 문자에서 획의 조합과 그

들간의 위치적인 정보를 추출해서 인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문자를 인식하는 접근법이 구조적인 접근법이다. 이 구조적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획의 조합과 위치적인 관계가 문자인식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는 가정하에서 완성이 된다[1,2]. 

이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획과 그들간의 관계를 경험적 방법으로 표

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글자를 획의 위치와 경사도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는데 획

간의 관계는 주변 획과의 경사도를 이용하였다[7,8]. 획과 획들 간의 관계를 심볼화 

시켜서 표현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획의 타입은 수평, 수직,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

선, 점, 갈고리 모양과 같은 것으로 획간의 관계는 L 모양, T 접합, 병렬 등으로 표현

하였다[9,10]. 

하지만 이런 경험적인 방법은 입력 문자의 잡음에 매우 민감해서 실생활의 응용에

서는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더구나 구조적인 모델은 특성상 훈련시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기법에 기반한 방

법들이 제안되었는데, 확률 그래프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획은 경사도와 길이의 확

률로 표현하고, 획간의 상대적인 위치로 획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3]. 구조적인 이웃들간의 관계를 시스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는데, 이 방

법들은 획의 이웃들간의 관계정보를 통계적 의존도에 의한 확률로 표현하였다[4,11]. 

여기에서 획간의 통계적 의존도는 이웃확률이 주어졌을 때 조건부 확률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확률모델을 이용하여 이웃간의 정보를 표현함으로써 이웃의 정보가 확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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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로 인식문제에 적용될 수 있었다. 

온라인 한글인식에서 획과 회간의 관계를 명확히 모델링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이 방법에서는 문자를 점 모델과 그들의 관계의 베이시안 망으로 모델링 하였다[12]. 

베이시안 망의 각 노드는 확률을 나타내고 에지는 각 노드간의 의존도를 나타내는 그

래프 모델이다. 이런 베이시안 망을 이용하여 점들과 점들간의 관계가 확률적인 틀안

에서 표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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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2  2  2 절절절절    필기체필기체필기체필기체    한글인식에한글인식에한글인식에한글인식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1. 1. 1. 1. 분할분할분할분할    후후후후    인식인식인식인식    접근법접근법접근법접근법    

대부분의 한글 문자인식의 기존연구들이 이 분할 후 인식방법을 적용하였다. 만약

에 자소 분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각 자소를 인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

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방법들의 기본입장이다. 윤곽선을 이용한 한글 인식 

시스템은 한글을 윤곽선 특징과 위상학적인 관계로 표현하였다[13]. 그런 다음 미리 

정의해 놓은 44개의 자모음 패턴과 비교하여 입력패턴으로부터 대응되는 자모음 패턴

을 추출하였다. 유사한 방법으로 각 자소를 기본적인 패턴과 그들간의 관계 트리구조

로 표현하여 패턴추출을 추출하는 연구도 있었다.[14]. 자소 분할 방법도 제안되었는

데 이 방법은 먼저 모음의 위치를 찾은 다음 모음과 자음을 부식(erosion) 과 팽창

(dilation) 연산을 이용하여 분할하였다[16]. 이러한 방법은 차량번호판에 쓰여진 글자

와 같이 글자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인쇄체 인식에 사용되었다. 일단 자소가 추출되

면 평판 매칭(template matching)과 같은 방법으로 매칭을 수행할 수 있다. 자소간의 

접촉부분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되었는데, 자소와 각 자소 간의 접촉이 있

는 부분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그들의 지역적인 부 그래프(sub-graph)를 이용하여 접

촉부분을 찾아내었다[17]. 

만약에 글자의 형식을 알게 된다면 자소를 분할 하는데 많은 노력을 아낄 수 있다. 

신경망을 이용하여 글자의 형식을 측정하고 지역적인 프로젝션 방법을 이용하여 자소

를 분할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8]. 글자의 형식을 구분하기 위해 퍼지룰을 이용하

여 방법도 제안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종모음과 횡모음을 찾기 위해서 최대 

연결 투영(maximum run-length projection) 특징을 사용하였다[19].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소 단위의 분할은 필기체 영어에서의 분할과 마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결과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다. 결론적으

로 인식과정의 도움없이 분할을 수행하는 것은 많은 에러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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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통째로통째로통째로통째로    인식하는인식하는인식하는인식하는    접근법접근법접근법접근법    

분할 후 인식의 문제점을 해결하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분할하지 않고 글자를 통째

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방법은 주로 신경망, 획 매칭, 은닉 마르코프 모델, 비

선형 패턴 매칭, k-이웃 알고리즘과 같은 통계적인 기법에 기반을 둔다. 

신경망을 이용한 인식방법에서는 인식 대상의 문자의 형식을 미리 예측한 후, 형

식에 따라 지역을 분리한 뒤 각 지역에 대응되는 신경망을 이용하여 인식을 수행하였

다[21]. 획 매칭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은 입력 문자의 획을 각 모델의 획과 매칭을 

시켜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는 방법이다[22]. 모델에서의 매칭 대상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획의 길이와 각도를 이용하여 거친(rough) 분류를 적용하기도 했다. HMM은 

온라인 문자인식에 자주 사용되는 모델링 방법인데, 이차원 공간상의 이미지를 지역적 

투영 고도변환(regional projection contour transformation : RPCT)을 이용하여 HMM

에 적용하여 인식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23]. 비선형 형태 정규화를 통해서 전체적

인 모양의 찌그러짐을 흡수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24]. 또한 지역적인 형태의 찌그

러짐을 다루기 위해 적응적 비선형 패턴 매칭 방법도 제안되었다[25]. 이 방법에서는 

글자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눈 뒤 비선형 매칭을 통해서 입력 패턴과 모델 패턴간의 

유사도를 얻을 수 있다. 

k-이웃 알고리즘과 같은 통계적 기법에서는 좋은 참조 모델(reference model)이

나 모델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규모 필기체 한글인식을 위해서 참조

모델이 제안되었는데, LVQ3(learning vector quant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초기 

참조 모델을 찾았고, 조간이 만족할 때까지 simulated annealing 방법을 이용하여 계

속적으로 참조모델을 업데이트 하였다[6]. 

Holistic 방법이 몇몇의 경우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한글 인식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한글 문자는 그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모델을 생성하고 인식하는데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더욱이, 한글과 같이 유사한 모양의 글자가 많은 경우, 글자의 전체적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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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을 사용하는 Holistic 방법은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자소간의 겹칩이나 접촉은 

더욱이 인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3. 3. 3. 3. 내부적내부적내부적내부적    분할에분할에분할에분할에    의한의한의한의한    접근법접근법접근법접근법    

내부적 분할에 의한 접근법이란 위와 같은 방법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안된 방

법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자소를 분할하는 방법은 인식의 도움이 없이는 매우 좋

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인식기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분할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이 바로 내부적 분할에 의한 

접근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분할 후보 그룹중에서 가장 인식 점수를 높게 출력

하는 후보를 최적의 분할 경로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바꿔서 말하면, 내부적 분할에 

의한 방법은 모든 분할 후보들을 대상으로 인식 점수를 얻어낸 후, 가장 높은 점수를 

출력하는 후보만이 살아남는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내부적 분할을 기반으로한 시스템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글자를 한번에 인

식할 수 있는 수정된 neoconitron 시스템이 제안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계층적 구조

와 여러 개의 층을 가지는 neocognitron 을 사용하였는데, 지역적 특징을 

neocognitron의 첫 번째 계층에서 추출한 후, 다음 계층으로 진행하면서 자소를 구성

하기 위해서 조합이 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26]. 또한 neocognitron 의 선택적 집중

방법을 사용하여 자소의 분할과 인식을 할 수 있었다. 각 자소간의 접촉이 없다는 가

정하에서 제약을 갖는 그래프기반의 인식시스템도 제안되었는데, 자소가 획간의 결합

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모든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자소를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27]. 또한 한글이 갖는 구조적인 제약을 이용하여 계산

의 복잡도와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자소간의 접촉이 없다는 가

정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필기체 한글에서는 

30% 정도의 경우에서 자소간의 접촉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17]. 확률 

그래프를 이용하여 한글을 계층적으로 분할하고, 구조적 관계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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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있었다[3]. 이 논문에서는 한글의 자소를 구성하는 특징 획들을 확률로 표현하

였고, 계층적인 방법으로 모든 획들의 조합을 이용하여 자소의 조합을 구성하였다. 그

러나 자소의 조합 과정에서 모든 획들의 조합을 고려함으로써 실행시간의 부담이 있

었고, 획 모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변형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 이를 발전시켜 각 획들과 자소간 관계를 모델링하고 제약사항을 

부가하여, 계산의 복잡도와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4]. 하지만 부

가한 제약사항이 경험적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변형에 대한 완벽한 처

리를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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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  3  3  3 장장장장    한글의한글의한글의한글의    계층적계층적계층적계층적    확률확률확률확률    모델모델모델모델    

 

제제제제 1  1  1  1 절절절절    한글의한글의한글의한글의    구성과구성과구성과구성과    계층적계층적계층적계층적    분해분해분해분해    

 

1. 1. 1. 1. 한글한글한글한글의의의의    구성구성구성구성    

한글은 세종대왕이 서기 1443년 창제한 이래 한반도에서 사용하는 세계적으로 유

일한 한민족 고유의 글자이다.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한 개의 소리를 갖는 표음문자이

며, 2~4개의 자음(consonant)와 모음(vowel)이 2차원 평면상에 구조적으로 위치하여 

하나의 글자가 완성된다. 그림 3-1은 한글의 구성과 각 위치의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

다. 한글에서 사용하는 기본 자-모음의 수는 겨우 24개(자음 14개, 모음 10개)에 불

과하지만 이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글자의 수는 무려 11,172자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로 글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완성형의 글자 수는 2,350자이며,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글자는 520여자에 불과하다. 

 

 

 

 

그림 3-1. 한글의 구성 

Figure 3-1. Composition of Han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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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2차원 공간에서 구조적으로 배치되는 6가지 중요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모든 글자는 이 6가지 형식에 맞추어서 구성되며, 각각의 위치에 사용할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이 구별되어 있어, 글자의 형식정보만 정확히 인식한다면 글자 인

식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글 글자의 구성 6형식과 각 형식별 글자

의 예는 그림 3-2와 같다. 

 

 

 

한글에서 사용하는 자음의 경우에 기본 자음(basic consonant)이 14개이고, 동일

한 기본 자음을 붙여 강한 소리가 나게 하는 쌍자음이 5개,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본자

음을 결합한 복자음이 11개가 있다. 초성자음(first Consonant)은 발음의 초반을 결정

하고 받침 자음(last consonant)의  경우에는 발음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모

음은 발음의 중간부분을 결정하고, 기본모음(basic vowel)이 10개와 기본 모음을 조합

 

 

그림 3-2. 한글의 6형식과 형식에 따른 글자의 예 

Figure 3-2. 6 Type composition rule of Hangul an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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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만든 이중모음(combined vowel)이 11개로 구성된다. 이렇게 글자의 발음과 뜻은 

2-4개의 자음과 모음이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결정되는데, 각 자음과 모음의 형태와 

용도는 표 3-1과 같다. 표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글의 자소는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각 위치에 있는 자소를 정확하게 인식이 된다면, 자소

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서 글자의 형식을 알아 낼 수 있다. 만약 글자에서 수평 모음

(vertical vowel)인 ‘ㅛ’  의 위치를 파악하였다면, 글자의 형식은 2형식이나 5형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를 중심으로 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의 위치를 추측할 수 있다. 이

렇듯 글자의 형식 정보는 글자를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하

지만 필기체 한글의 경우, 글자의 형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잡음이 없이 자소의 분리가 

가능하고 글자의 정확한 인식이 가능한데, 글자의 형식은 글자를 인식한 다음에나 정

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글자의 인식과정에서 글자의 형식을 먼저 얻어내서 이용한다

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표 3-1. 한글 자소의 형태와 위치 

Table 3-1. Shape and Position of graphemes of Hangul 

HV + VVㅘ,ㅙ,ㅚ,ㅝ,ㅞ,ㅟ,ㅢ

VVㅐ,ㅒ,ㅔ,ㅖCombined Combined Combined Combined 
vowelvowelvowelvowel

LCㄳ,ㄵ,ㄶ,ㄺ,ㄻ,ㄼ,ㄽ,ㄾ,ㄿ,ㅀ,ㅄ

FC, LCㄲ,ㄸ,ㅃ,ㅆ,ㅉCombined  Combined  Combined  Combined  
consonantconsonantconsonantconsonant

HVㅗ,ㅛ,ㅜ,ㅠ,ㅡ

VVㅏ,ㅑ,ㅓ,ㅕ,ㅣBasic Basic Basic Basic 
vowelvowelvowelvowel

FC, LC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Basic Basic Basic Basic 

consonantconsonantconsonantconsonant

PositionPositionPositionPositionGrahpemesGrahpemesGrahpemesGrahpemesGroupsGroupsGroupsGroups

HV + VVㅘ,ㅙ,ㅚ,ㅝ,ㅞ,ㅟ,ㅢ

VVㅐ,ㅒ,ㅔ,ㅖCombined Combined Combined Combined 
vowelvowelvowelvowel

LCㄳ,ㄵ,ㄶ,ㄺ,ㄻ,ㄼ,ㄽ,ㄾ,ㄿ,ㅀ,ㅄ

FC, LCㄲ,ㄸ,ㅃ,ㅆ,ㅉCombined  Combined  Combined  Combined  
consonantconsonantconsonantconsonant

HVㅗ,ㅛ,ㅜ,ㅠ,ㅡ

VVㅏ,ㅑ,ㅓ,ㅕ,ㅣBasic Basic Basic Basic 
vowelvowelvowelvowel

FC, LC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Basic Basic Basic Basic 

consonantconsonantconsonantconsonant

PositionPositionPositionPositionGrahpemesGrahpemesGrahpemesGrahpemesGroupsGroupsGroups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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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한글의한글의한글의한글의    계층적계층적계층적계층적    분해분해분해분해    

한글은 특성상 계층적인 결합구조로 되어 있는데, 즉, 몇 개의 획이 결합되어 자

소의 형태를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자소들이 2차원 평면에서 위치적으로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가 구성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결합의 구조를 역으로 이용하여 분해하는데 

적용해 보면, 글자의 형식정보에 따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각각의 자음

과 모음이 몇 개의 획으로 분해된다. 이때 획이란 단순한 단일 획 ‘ㅡ’  와 ‘ㅣ’ , 한글 

표기법이 정하는 ‘ㄱ’과 ‘ㄴ’과 같이 두 개의 단일 획이 연결된 획이 될 수 있다. 그림

3-3은 글자 ‘달’을 계층적으로 하향식 분할(top-down decomposition)한 예이다.  

 

 

 

위의 예에서 글자 ‘달’은 4형식의 글자로서, 그림 3-2의 (d)의 구성형식에 따라 

먼저 자소 ‘ㄷ’ , ‘ㅏ’ , ’ㄹ’ 로 분해할 수 있고, 이렇게 분리된 각각의 자소는 그림 3-3

과 같이 몇 개의 획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한글은 각 글자의 형식정보를 이용

하면 하향식으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필기체 글자의 경우는 쓰는 사람의 필기 방식에 

 

 

그림 3-3. 글자의 계층적 모양분해의 예 

Figure 3-3. Example of Hierarchical decomposition of a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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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똑같은 형식의 글자라도 변형이 심해서, 각 자소의 위치에 대한 보장을 받기 매

우 힘들기 때문에, 하향식으로 정확히 분리하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각 자소간의 겹

칩 현상이나 접촉현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형식 정보를 얻어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동일한 4형식의 글자이지만 필기자에 따라 각 자소의 위치의 변

형이 매우 심하고 자소 간의 접촉현상이 나타나는 글자의 예는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의 글자 (a)는 비교적 양호하게 쓰여진 글자로서, 각각의 자음과 모음 사

이에 접촉현상이나 겹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4형식 글자의 자소의 위치도 잘 지

켜서 쓰였다. 그에 비해 (b)의 경우는 모음 ‘ㅏ’ 와 받침 자음 ‘ㄹ’  사이에 접촉이 발생

하였고, ‘ㄹ’의 크기가 다른 자소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 (c)의 경우는 모든 자소에 겹

칩이 일어났고, 모음 ‘ㅏ’  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을 뿐 아니라 모든 자소에 형태의 

변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d)의 경우는 초성 자음 ‘ㄷ’과 모음 ‘ㅏ’에 접촉이 발생하였

고, 두 자소의 크기가 작아서 하나의 자소로 판단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 (e)의 경

우는 모든 자소 사이에 접촉이 있고, 글자의 가로 축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울어 

있어서 글자간의 자소간의 겹침 현상이 발생한 경우이다. 

 

 

그림 3-4. 글자 ‘달’에서의 다양한 변형의 예 

Figure 3-4. Examples of shape variation of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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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222    절절절절    랜덤랜덤랜덤랜덤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한글의 계층적 구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글자를 인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인식

의 단위는 획이며, 이 획과 획간의 2차원 공간상의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글자

를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획의 모양과 획간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랜덤 그래프를 사용한다. 랜덤 그래프는 그래프의 정점의 개수와 에지

의 개수, 정점과 에지간의 연결이 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래프이다. 그림 3-5는 

10개의 정점을 갖는 그래프에서 에지 연결확률에 따라서 생성된 그래프의 예이다. 

 

 

 

랜덤 그래프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객체를 표현하는데 랜덤 

그래프를 이용하는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랜덤 그래프는 객체의 확률적인 면과 구조

적인 면을 모두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이 가능하였고 구조적인 표현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1,2,3,4]. 또한 복잡한 객체를 다룰 수 있게 다중 계층으로 확장이 되

면서 상향식의 객체 표현이 가능해졌는데, 가장 하부 계층에는 객체의 가장 기본이 되

는 정보를 표현하고, 그 상위 계층에는 하부 계층의 조합으로 얻어질 수 있는 정보가 

표현함으로써 상위 계층으로 올라 갈수록 Global 한 관점을 갖게 된다. 이를 이용해서 

 

 

그림 3-5. 랜덤 그래프의 예 

Figure 3-5. Examples of Random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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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문자인식에 많이 응용되었는데, 특히 중국어와 같이 매우 복잡

한 획 구조를 가지는 문자인식에 널리 응용되었다[5]. 

이 절에서는 랜덤 그래프의 특성과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랜덤 그래프의 

매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1. 1. 1. 1. 속성속성속성속성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속성 그래프는 랜덤 그래프에서 출력되는 결과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 속성 노

드(attributed node)와 속성 에지(attributed edge)의 집합으로 이루어 진다[1]. 속성

그래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3.1 (속성그래프) EV AA U  인 속성그래프는 ),),(),(( εφGEGVG = 와 같이 표현

하고 각 요소는 다음과 같다. 

• )(GV  : 공집합이 아닌 유한의 정점 집합. 

• )()()( GVGVGE ×⊂  : )(GV 에 존재하는 구별된 원소들간의 순서쌍, 에지의 집

합. 

• VA  : 정점의 집합. 

• EA  : 에지의 집합. 

• VAGV →)(:φ  : 정점의 집합에서 정점을 출력하는 단사함수. 

• EAGE →)(:ε  : 에지의 집합에서 에지를 출력하는 단사함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속성 그래프는 인식 대상 글자 자체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

해서 사용되는 그래프이다. 글자를 특정한 방법으로 모양분해를 해서 정점과 에지를 

구성하고 각 정점과 에지에 글자에서 얻은 성분 값을 연결시켜서 속성 그래프를 생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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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랜덤랜덤랜덤랜덤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랜덤 그래프(random graph)는 정점과 에지의 개수나 정점과 에지간의 연결관계가 

확률적으로 표현되는 그래프로서 랜덤 정점과 랜덤 에지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의 3.2 ( 랜덤 그래프 ) EV RR U  인 랜덤그래프는 ),),(),(( δµRERVR = 와 같이 

표현하고 각 요소는 다음과 같다. 

• VR  : n 개의 요소( nααα ,...,, 21 )를 갖는 랜덤 정점의 집합. 정점 iα 은 랜덤한 값

을 가지는 랜덤한 정점이다. 

• ER  : m 개의 요소( mβββ ,...,, 21 )를 갖는 랜덤 에지의 집합. 에지 jβ 은 랜덤한 

값을 가지는 랜덤한 에지이다. 

• )(RV  : 공집합이 아닌 유한의 정점 집합. 

• )()()( RVRVRE ×⊂  : )(RV 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점 쌍의 집합.  

• VRRV →)(:µ , ERRE →)(:δ  : 단사함수. 

 

>=< ENG , 를 랜덤 그래프 R 에서 단사함수(monomorphism) ),( δµ=M 에 의

해 출력되는 그래프라고 하면, R 에서 G 가 출력될 확률은 G 의 정점과 에지의 출력

확률의 곱으로 표현된다. 

 

))('|)('())('(),( ki
W B

rirR vbPvPMGP
i i

αµβδαµ
α β

==== ∏ ∏
∈ ∈

          (3-1) 

 

단, EN ∈∈ βα , 이고 'µ 와 'δ 는 각각 µ 와 δ 의 전치(inverse)이고 ),( δµ=M

는 NRN →:µ  와 ERE →:δ  로 변환하는 단사함수이다. 

식 (3-1)은 랜덤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정점과 에지가 방향을 제외하고는 독립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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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가정에서 얻을 수 있다. 식 (3-1)과 같이 매칭 확률은 정점의 확률과 에지의 확

률을 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3. 3. 3. 3. 체인체인체인체인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체인 그래프도 랜덤 노드와 랜덤 에지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는데 다대일(multiple-

to-one) 매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의 모델링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체인 그래프에 대한 정의는 랜덤 그래프의 정의와 비슷하지만 랜덤 에지에 몇 

개의 특징들이 매칭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length 확률분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 이 length 확률분포에 대한 개념은 획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HMM 

의 variable duration으로부터 도입이 되었다. HMM의 variable duration density는 랜

덤 에지에서 사용되는 관측열의 길이를 나타낸다. 체인 그래프에서는 이를 도입하여 

에지에서 매칭이 되어야 할 관측치들의 길이를 통계적으로 길이에 대한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글자인식에서는 얼마나 많은 특징점들과 얼마나 긴 획이 매칭되어

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확률분포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체인 그래프의 에지는 획

의 방향과 길이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노드는 이들의 연결형태를 모델링하게 

된다. 

체인그래프가 통계적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인스턴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 인스턴스의 출력확률은 모든 노드와 에지 확률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출력 확률

은 식 (3-2)와 같이 표현된다. 

 

∑=
γ

γ )|,()|( MXPMXP                                        (3-2) 

 

위 식에서 X 와 M 은 입력과 모델이고 γ 는 입력으로부터 모델의 모든 노드와 

에지로 매핑되는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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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vPaPMXP v
Xa Xv

ϕααακβϕαγ β =∈∃∈∀=== ∏ ∏
∈ ∈

 (3-3) 

 

위 식에서 ϕ 는 에지 매핑 함수이고, κ 는 노드 매핑함수, a 는 에지, v 는 노드, 

α 는 랜덤에지 β 는 랜덤노드, βA 는 랜덤 노드 β 에서 연결된 랜덤 에지의 집합이고, 

vA 는 v 노드로 연결된 에지의 집합이다. 

확률 )|( MXP 을 구하기 위해 입력에서 모델로 모든 가능한 사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 MXP 을 )|,( MXP γγ 으로 추정한다. 비슷한 추정법을 HMM 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된 값이 원래 값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아직 증명

되지는 않았지만 )|,(max MxP γγ 으로 추정되어도 )|( MXP 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식(3-2)은 다음 식 (3-4)와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max)|,()|( MXPMXPMXP γγ γ
γ

≅=∑                      (3-4) 

 

위 식에서 매칭함수 γ 와 이 매칭확률은 재귀법이나 동적 프로그래밍법을 이용하

여 구현할 수 있다. 

획을 표현하는데 랜덤 그래프만을 사용하여 인식할 경우 너무 많은 양의 그래프가 

생성이 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매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한글을 

계층적으로 표현하여 작은 문제로 분할함으로써 문제를 쉽게 유도한다. 이를 이용하면 

단위 획들은 획 모델로 대표되어 표현되고, 획 모델 들은 자소를 표현하는 각각의 획 

모델의 집합과 비교되어 자소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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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333    절절절절    획획획획    모델기반의모델기반의모델기반의모델기반의    계층적계층적계층적계층적    모델링모델링모델링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한글의 계층적 분해를 바탕으로, 각 계층의 요소를 확률적으로 표

현하기 위해서 랜덤 그래프를 이용한 새로운 획 모델을 제안하고, 제안된 획 모델을 

바탕으로 자소모델과 글자모델을 구성하고 글자를 매칭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림 

3-3과 같이 한글의 계층적 표현의 가장 상위계층에는 하나의 글자를 표현하는 글자 

모델이 위치하는데, 글자 모델은 자소 간의 위치관계에 대한 확률로 표현하였다. 다음 

단계에는 각각의 자음과 모음을 표현하는 자소 모델이 위치하게 되는데, 자소 모델은 

각 획 모델의 출현 빈도에 대한 확률로 표현된다. 가장 하위 단계에서는 획을 표현하

는 획 모델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 획 모델은 두 개 획의 방향각과 두 획의 결합각의 

확률로 표현된다. 

본 절에서는 가장 하위단계에서부터 상위단계로 점차적으로 조합해 나갈 수 있도

록 새로운 획 모델의 구성 방법부터 먼저 설명하고, 획 모델의 조합을 이용한 자소 모

델의 구성 방법, 그리고 자소 모델의 조합을 이용한 글자 모델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모델을 이용하여 글자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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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획획획획    모델모델모델모델    

획 모델(stroke model)은 한글의 하향식 계층분해에서 가장 하위부분에 있는 획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제안하였다. 한글인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획은 수직선, 

수평선, 좌 대각선, 우 대각선, 그리고 ‘ㅇ’과 ‘ㅎ’을 표시하기 위해 동그라미 획이 주

를 이룬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획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획의 관계를 표현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는데, 그림 3-6과 같은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의 획을 이

용하여, 두 개의 기본 획 사이의 결합을 이용한 32가지의 결합 획을 그림 3-7과 같이 

정의하였다. 기본 획 모양에서 동그라미 획은 제외를 시켰는데, 그 이유는 제안된 획

들을 결합하면 동그라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정의된 획 모델의 에지와 노드의 파라메터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획 모델의 각각의 성분에 그림 3-8과 같이 방향각의 확률

분포를 갖도록 정의하였다. 그림 3-8에서 보듯이 획 모델의 각 에지에는 에지의 방향

에 대한 확률분포가 존재하고, 두 개의 에지가 연결된 연결부분의 노드에는 두 에지간

의 결합각에 대한 확률분포가 존재한다. 

 

 

 

그림 3-6. 기본 획 모델의 모양 

Figure 3-6. Shape of basic strok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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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결합 획 모델들 

Figure 3-7. Combined strok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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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모델의 매칭은 인식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매칭 과정으로, 인식 

대상 글자에서 각 선분의 끝점과 접점 그리고 꺽인점을 그래프의 정점으로 하고, 이 

정점들간의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에지를 추출하여 속성그래프를 얻어내면, 이 속성 그

래프의 각 요소들과 가장 잘 일치하는 획 모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찾아내는 방법은 

바로 위 절에서 설명한 단사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속성 그래프의 모든 에지와 정

점의 부분집합의 조합과 획 모델과의 일치 확률을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속성 그

래프에서 획 모델과 매칭할 수 있는 부분 그래프를 생산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2

개의 획간의 관계를 모델링 했기 때문에 생산되는 부분 그래프도 두 개의 획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그림 3-9와 같은 추출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3-8. 획 모델의 파라메터 

Figure 3-8. Parameters of a strok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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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ㅅ’  이라는 자음에 해당하는 속성 그래프에서 획 모델과 매칭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부분 그래프로 분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데, 모든 에지의 집합에서 서로 

동일한 노드를 공유하는 연결된 에지의 쌍을 추출한다. 이 방법은 획 모델간의 위치관

계에 대해 임의적으로 정의를 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자소에 대하여 유일한 획 모델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소를 인식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추출된 부분 그래프가 단일 획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는 동일한 획끼리 쌍을 이루어서 출력된 것이라 판단하면 된다. 

출력된 부분 그래프와 획 모델과의 매칭은 부분 그래프의 각 방향성분 d 에 대한 

획 모델의 확률분포를 서로 곱하고, 부분 그래프의 결합각 a 에 대한 획 모델의 확률 

분포를 구해서 모두 곱함으로써 매칭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다음 식(3.5)는 획 모델의 

매칭 확률을 구하는 식이다. 

 

 

그림 3-9. 자소에서 획 모델 추출의 예 

Figure 3-9. Example of Stroke model extraction from a grap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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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X 는 속성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이고, SM 은 획 모델이다. 위 식에서 

보듯이 모델의 매칭 확률은 입력에 대해 일치하는 확률들의 곱으로 표현된다. 

    

2222. . . . 자소자소자소자소    모델모델모델모델    

자소가 획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소는 곧 획들간의 관계로 표현 될 

수 있다. 앞서 제안한 획 모델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획 모델 매칭을 수행한 결과, 생

산된 획 모델들의 종류와 빈도수가 자소를 모델링 하는데 매우 좋은 정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ㅁ’과 ‘ㅂ’에서 획 모델 매칭을 이용하여 획 모델을 추출한 결과

는 그림 3-10과 같다. 자소 ‘ㅁ’과 ‘ㅂ’은 형태상으로 ‘ㅂ’의 상부에 수직 획이 두 개

가 추가 되어있을 뿐이지만, 획 모델로 분해 했을 때 6개 정도의 서로 다른 획 모델이 

추가로 생성이 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자소 모델은 획 모델의 출현 빈도에 

대한 확률분포를 갖는 모델로 생성하였다. 

표 3-1과 같이 한글에는 모두 51가지의 자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소 모델을 51가지를 정의하였는데, 좀 더 세분화 한다면, 각 형식에 따라 자소의 모

양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각 형식별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인식하기 전에 글자의 

형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인식대상의 모델이 너무 많아지면 인식시간이 많이 증가

하기 때문에 동일한 자소에 대해서 형식별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림 3-11은 자음 ‘ㅂ’에 대한 자소 모델의 구성 예인데, ‘ㅂ’  이라는 자음은 수평

획과 수직획 만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수평획, 수직획과 서로의 결합획이 출현하는 

빈도수는 높은데 반해, 대각선의 획이 출현할 확률은 매우 작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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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은 자음 ‘ㅂ’을 32가지의 획 모델의 출현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로 정

의한 예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51가지의 자소에 대해서 각각 모델을 정

의하였고, 자소 모델에 대한 매칭 확률은 32가지의 획 모델의 발생 빈도 확률의 평균

으로 정의 하였다. 자소 모델의 매칭 확률을 구하는 수식은 식 (3-7)과 같다. 

 

∑
=

×=
n

i
nG SOP

n
XMP

1

))((
1

)|(                                     (3-7) 

 

위 식에서 X 는 획 모델의 집합이고 GM 는 자소 모델, n 은 모델 번호이고, nS

은 n 번째 획 모델, )( nSO 은 획 모델 nS 이 출현한 횟수, ))(( nSOP 은 획 모델 nS 이 

출현한 횟수에 대한 확률이다.  

 

 

그림 3-10. 비슷한 모양의 두 자음에서 추출한 획 모델의 비교 

Figure 3-10. Comparison of stroke models extracted from two graphemes of 

              similar shape 



 - 31 - 

 

 

 

 

 

 

 

 

그림 3-11. 자소 모델의 확률 분포 예 

Figure 3-11. Example of probability distribution of a graphem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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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글자글자글자글자    모델모델모델모델    

글자는 몇 개의 자소가 2차원 평면상에 비 선형적으로 위치하여 구성되고, 자소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서 발음과 뜻이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

여 글자모델을 정의하였는데, 자소 모델들간의 상대적 위치 관계를 확률로서 표현하였

다. 표 3-1과 그림 3-2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자소는 이미 자리할 수 있는 위치가 정

해져 있고, 그 위치는 6형식에 의해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6형식의 위치를 이용하여 

자소 모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이미 글자를 인식한 다음에나 가능한 것이므로, 위

치에 의한 자소 정보는 이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글자를 이루는 자소와 자소간

의 상호 위치관계를 이용하여 글자 모델을 설정하였다. 상호 위치관계는 수평관계, 수

직관계, 좌 대각관계, 우 대각관계를 사용하였다. 자소 모델들 사이의 위치관계의 예는 

그림 3-12와 같다. 초성자음 ‘ㅅ’과 모음 ‘ㅏ’의 위치관계는 수평관계라고 할 수 있고, 

‘ㅅ’과 종성자음 ‘ㄹ’은 ‘ㅅ’을 기준으로 왼쪽 대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글자

를 구성하는 모든 자소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 3-12. 자소 모델들간의 위치관계 

Figure 3-12. Positional relationship between graphem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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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 모델 매칭과정에서 출력된 자소 모델들과 확률적으로 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서, 각 글자마다 모델을 구성해야 하는데, 글자 모델의 구성 성분은 글자를 이루는 자

소들과 각 자소 간의 상대적 위치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를 확률적으로 표현하여 모델

을 생성하였다. 글자모델의 구성에 대한 예는 그림 3-13과 같다. 

 

 

 

글자에 존재하는 자소들과 각 자소간의 위치관계를 확률로 정의하여 하나의 글자 

모델을 구성하였는데, 한글의 완성형 글자 2350자에 대해 각각 구성하였다. 

글자모델과 자소 모델 매칭 단계에서 생산된 자소 모델 후보 집합 사이의 매칭확

률은 자소 모델 후보 집합에 있는 모든 후보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와 일치하는 대상 

글자모델의 확률을 모두 곱으로 정의하였는데 식 (3-8)과 같다. 

 

 

그림 3-13. 글자 모델의 확률분포 예 

Figure 3-13. Example of probability distribution of a character model 



 - 34 - 

 

∏
∈

=
Xx

rC xNxPXMP ))(|()|(                                      (3-8) 

 

위 식에서 X 는 자소모델 매칭단계의 출력이고, )(xN 은 x 의 이웃 그래프이고, 

))(|( xNxPr 는 x 와 x 의 이웃간의 관계의 확률이다.  

 

4. 4. 4. 4. 제안된제안된제안된제안된    모델을모델을모델을모델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인식인식인식인식    

통계적 모델에서의 인식이란 주어진 데이터와 모델의 관계에서 최대확률을 얻어내

는 모델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랜덤 그래프 모델의 

노드와 에지 모두 확률분포로 표현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입력과 모델간의 최대확률을 

구하는 것이 각 단계의 모델 매칭 방법이다. 모델을 M 이라하고 입력 그래프를 X 라

고 했을 때 인식이란 주어진 관측된 그래프 X 에서 사후확률(posteriori probability)

를 최대화 시키는 모델 M̂ 을 찾는 것이다. 

 

)|(maxargˆ XMPM i
M i

=                                           (3-9) 

 

베이지안 규칙에 의해서 사후확률 )|( XMP i 는 다음 식 (3-10)과 같이 표현된다. 

 

)(

)()|(
)|(

XP

MPMXP
XMP ii

i =                                    (3-10) 

 

위 식에서 )(XP 가 iM 에 독립이라면, 식 (3-11)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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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arg ii
M

MPMxPM
i

=                                    (3-11) 

 

위 식에서 )|( iMXP 는 모델 iM 에서 X 가 관측될 확률이고 )( iMP 는 사전확률

로서 전체모델에서 모델 iM 의 빈도수이다. )( iMP 가 이미 알려져 있다면 )|( iMXP

만 얻어내면 되는데 )|( iMXP 는 바로 모델 M 과 X 의 매칭과정에서 계산되어 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글자를 인식 확률을 구하는 방법

은 식 (3-12)와 같다. 

 

∏
⊂=

×=
n

Xxi
CG XMPxMPXMP

i
,1

)|()|()|(                           (3-12) 

 

위 식에서 )|( xMP
iG 는 입력 획 집합 x 에 대한 자소 모델 iG 의 매칭 확률이고, 

)|( XMP C 는 해당하는 글자 모델과의 매칭 확률이다. 각각의 자소가 매칭된 확률 

)|( xMP
iG 을 모두 곱하고, 대상 글자 모델과의 매칭 확률 )|( XMP C 를 곱함으로써 

글자 인식 확률을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이 글자인식 확률을 구해서 최고 높은 확률을 

출력하는 글자가 매칭 글자가 된다. 

 

5. 5. 5. 5. 상향식상향식상향식상향식    매칭매칭매칭매칭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획 모델, 자소 모델, 글자 모델을 이용하여 계층적 상향식 

매칭(hierarchical bottom-up matching)과정을 통해서 글자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글자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획과 획 모델의 매칭을 맨 먼저 수행한 다음, 

출력된 획 모델의 집합을 이용하여 자소 모델과의 매칭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획 

모델 집합에서의 조합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자소 모델과 매칭을 수행하고, 마

지막으로, 출력된 자소 모델의 집합에서 글자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합을 추출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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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모델과의 매칭을 수행하여 글자 모델과의 매칭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

진 글자 모델과의 매칭 확률과 매칭에 참여한 자소의 자소 매칭 확률을 모두 곱한 값

으로 인식확률을 구하고, 인식확률이 가장 높은 글자가 인식 결과가 된다. 제안한 확

률 모델을 이용한 계층적 상향식 매칭 과정은 그림 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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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상향식 매칭과정 

Figure 3-14. Hierarchical bottom-up match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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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  4  4  4 장장장장    이웃이웃이웃이웃관계관계관계관계    확률확률확률확률    모델링을모델링을모델링을모델링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획획획획    그룹그룹그룹그룹    분할분할분할분할    

 

2차원 공간에서 쓰여진 한글을 6형식으로 정확히 인식해서 개별 자소로 분리만 

할 수 있다면, 한글 인식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기체 한글의 경우에 6형식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6형식중의 하나로 구분하였다 하더라도, 자소간 위치

의 변형이 심해서, 해당 자소만 정확히 분리해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

서 자소의 분리에 앞서 먼저 글자를 통째로 인식한 다음 인식 결과에 의해서 자소를 

분리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었다[6,21,22,23,24,25]. 하지만 자소의 정확한 분리 없

이 인식된 결과는 에러의 확률이 크다. 또한, 먼저 형식을 인식한 후, 인식된 형식에 

따라 정해진 영역으로 강 분할해서 각 자소에 대해서 인식하는 연구도 진행이 되었다

[28]. 하지만 필기체 한글의 경우 각자소의 위치가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강 분할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분리와 인식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3장에서 제안한 한글의 확률 모델을 이용한 계층적 상향식 방식의 인식방법은 자

소 분리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출력된 획 모델을 이용

하여 자소 모델과 매칭하는 과정에서 모든 획 모델의 조합을 고려하기 때문에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글자모델과의 매칭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 모델의 조합을 생성하는 범위를 한

정시켜서, 서로 연관이 없는 획 모델끼리의 조합을 제한하여, 자소 모델 매칭의 경우

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글자 모델과 매칭하는 자소 모델의 조합의 

수도 감소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인식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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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한글에서의 획간의 이웃관계, 자소간의 이웃관계를 확률로 정의하여, 

그림 4-1과 같이 획 그룹을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획과 획간의 관계를 확률로써 

표현하여, 획 그룹의 결속 확률과 획 그룹과 획 그룹간의 이웃 관계를 확률로 표현함

으로써, 겹침 현상이 일어난 영역을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자소별로 분리되게 함으로

써 오 인식율과 인식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림 4-1. 글자에서 획 그룹의 분할 

Figure 4-1. Stroke model group segmentation from a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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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  1  1  1 절절절절    관계관계관계관계    확률확률확률확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2차원의 공간에 각각 위치함으로써 하나의 글자를 구성하

는데, 서로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글자 뜻이 결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글

은 글자를 이루고 있는 획 모델간의 결합확률로 모델링 할 수 있다. S 는 글자 모델이

고 iS 를 글자모델을 구성하는 획 모델 ),...,2,1( niS = 중 하나라고 한다면, 글자 모델 

S 는 iS 의 결합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 

 

),...,,()( 21 nSSSPSP =                                              (4-1) 

 

위의 결합확률은 체인 규칙 )|()(),( αβαβα PPP =  을 이용해서 다음의 식 (4-

2)와 같이 확장될 수 있다. 

 

∏
=

<≤=

=
=

n

i
ji

n

nn

ijtsjallforSSP

SSSSSPSSPSP

SSSSPSPSSSP

1

2143121

132121

)1 ..   ,|(                        

                         

),|,...,()|()(                        

)|,...,,()(),...,,(

M                 (4-2) 

 

위의 식에서 모든 획 모델의 결합 확률은 획 모델의 이웃하는 모든 획들과의 의존

적인 관계로 표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획과 이웃 획들간의 이웃관계

를 확립하는 것이 글자 모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식을 

이웃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표현하면 식 (4-3)과 같다. 

 

∏
=

=
n

i
iaia SneighborSPSP

1
)()(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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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2(),1( naaa 은 n,...,2,1 의 순열을 나타내고, 

},...,,{)( )()()()( )()(2)(1 iaNiaia SnSnSnia SSSSneighbor = 은 모든 j 에 있어 )()(1 )( iaSn iaj <≤ 을 

만족하는 획 )(iaS 의 이웃 집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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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2  2  2 절절절절    관계관계관계관계의의의의    확률적확률적확률적확률적    모델모델모델모델링링링링    

 

앞의 식 (4-1)에서 설명한 글자 모델과 획 모델간의 결합확률은 글자와 획 모델과

의 관계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지만, 한글과 같이 획의 수가 많을 경우 복잡도를 증

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글의 계층적인 조합의 특성을 이용하여 글자

에서의 획과 획간의 관계를 확률로 표현하고, 계층적 단계에 있는 각 부분의 관계 확

률을 제안함으로써 각 모델간의 관계를 더 잘 표현하고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계층적 구조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획과 획간의 관계를 확률로 정

의하고, 군집화된 획 그룹의 결속 정도를 확률로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더불어 획 

그룹과 획 그룹간의 이웃 관계 확률을 정의한다. 

 

1. 1. 1. 1. 획획획획    모델모델모델모델    간의간의간의간의    관계관계관계관계    확률확률확률확률    

획 모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획을 모델링 하였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는 

획 사이는 모델링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획간의 관계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서로 떨어져 있는 획들끼리 조합을 이루어 자소 모델과 매칭되는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획과 획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하여, 서로 연관이 없는 획 모델간

의 조합을 제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획과 획간의 관계를 경험적 방법으로 정의하는 

경우[4]에, 다양한 변형이 발생하는 필기체 한글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를 가지

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획과 획간의 관계를 확률로서 표현함으로써 계산을 명

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획과 획 사이의 이웃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획

간의 거리, 연결여부 등이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한 

획 모델은 연결된 두 개의 획에 대한 모델링을 하였고, 획 모델을 추출하는 방법을 새

롭게 하였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에지와 노드가 존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획 

모델간의 이웃관계 확률을 획 간의 연결여부, 거리, 서로 공유하는 노드의 개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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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획모델 iS 와 jS  간의 연결 확률은 다음의 식

(4-4)와 같이 정의한다. 

 





=
else.0

connected, is S and S if,1
),( ji

jiC SSP                        (4-4) 

 

위 식에서  ),( jiC SSP 는 획 모델 iS 와 jS 간의 연결 확률이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두 획 모델이 서로 연결이 되어있으면 연결확률은 1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결확률이 0 이 된다. 두 획 모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한쪽 획 

모델의 노드에서 다른 쪽 획 모델의 노드로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여행이 가능하면 연결된 것으로 한다. 

획 모델간의 거리의 확률은 2차원 평면상에서 두 획 모델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는데, 전체 글자의 높이에서 두 획 모델간의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1에

서 뺀 결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되면 가까이 위치하는 획 모델간의 거리 확률을 높

아지고, 서로 멀리 떨어져있는 획 모델간의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거리 확률을 구하

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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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 jiL SSP 는 획 모델 iS 의 중심점이 ),( ii yx 이고, jS 의 중심점이 

),( jj yx , CH 는 글자의 높이라고 하였을 때 두 획 모델간의 거리의 확률을 정의한 것

이다.  

두 개의  획 모델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노드의 개수는 곧 두 획 모델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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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수 있는 좋은 변수이다. 제안하는 획 모델은 2-3개의 노드를 갖게 되는데, 그

림 3-9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게 되면 최대 2개의 노드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만

약 2개의 노드를 공유하였다면 두 개의 획 모델은 하나의 에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

이 되고, 이는 곧 두 획 모델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1개의 노드를 

공유한다면 서로 공유하는 에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공유하는 노드가 없다면 연

결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획 모델간의 노드 공유 확률을 다

음의 식 (4-6)과 같이 정의하였다. 

 









=
else

,S and Sbetween  shared is node one if else

,S and Sbetween  shared are nodes  twoif

.0

,5.0

,1

),( ji

ji

jiN SSP      (4-6) 

 

위 식에서 ),( jiN SSP 는 획 모델 iS 와 jS  간의 노드 공유 확률이다. 

 

위에서 정의한 세 가지의 확률을 이용하여 획 모델 iS 와 jS 간의 이웃확률을 다음 

식 (4-7)과 같이 정의하였다. 

 

3

),(),(),(
),( jiNjiLjiC

jineighbor

SSPSSPSSP
SSP

++
=                  (4-7) 

 

위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획 모델간의 이웃확률은 획 모델간의 연결 확률과 거리

의 확률, 그리고 노드 공유 확률의 평균으로 정의 하였다. 이렇게 획 모델간의 이웃관

계를 확률로 정의 함으로서 획 모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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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획획획획    그룹그룹그룹그룹의의의의    결속결속결속결속    확률확률확률확률    

획들이 모여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획 그룹의 결합 강도를 나타내는 획 그

룹 결속 확률을 얻어낼 수 있다. 이는 위 식 (4-7)에서 정의한 획 모델간의 이웃 확률

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획 모델 그룹은 획 모델 상호간의 이웃 확률로서 

나타낼 수 있다. 획 모델 그룹이 G 이고 ),...,,( 21 NSSSG = 라고 했을 때, 그룹 확률 

)(GPU 는 다음 식 (4-8)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 =

×=
N

i

N

j
jineighborU SSP

N
GP

1 1
2

),(
1

)(                                (4-8)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룹 확률은 그룹 내에 존재하는 모든 획 모델들 상호간

의 이웃 확률의 평균이 된다. 

 

3. 3. 3. 3. 획획획획    그룹그룹그룹그룹    간의간의간의간의    관계관계관계관계    확률확률확률확률    

하나의 글자는 여러 개의 획 그룹이 모여서 비로소 완성이 된다. 획 그룹이 자소

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리되어 그룹으로 만들어지면 이상적이겠지만, 필기체 한글에서 

나타나는 많은 변형과 잡음으로 완벽한 획 그룹을 얻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획 그

룹 간의 관계를 확률로 모델링 함으로써 획 그룹의 결합에 중요한 단서로써 사용하였

다. 

획 그룹간의 관계를 모델링 할 수 있는 요소는 획 그룹간의 거리와 연결여부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요소는 획 모델 관계 확률 정의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

한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iG 과 jG 를 글자를 이루는 획 그룹이라고 했을 때, 획 그룹

간의 연결확률 ),( jiC GGP 는 다음 식 (4-9)와 같다. 

 



 - 46 - 





=
else.0

connected, is G and G if,1
),( ji

jiC GGP                       (4-9) 

 

iG 의 중심점이 ),( ii yx 이고 jG 의 중심점이 ),( jj yx 이고 CH 는 글자의 높이라고 

하였을 때, 획 그룹간의 거리의 확률 ),( jiL GGP 은 다음 식 (4-10)과 같이 정의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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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확률을 이용하여 획 그룹간의 이웃 확률은 다음 식 (4-1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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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  3  3  3 절절절절    획획획획    그룹그룹그룹그룹의의의의    분할분할분할분할과과과과    결합결합결합결합    

 

필기체 한글 인식을 할 때는 대상 글자의 형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식을 수

행하게 된다. 필기체 한글에는 특히, 필기자의 필기 습관에 따라 자소간의 접촉이 심

하고 잡음이 심하기 때문에 각 형식의 글자별로 일정한 수의 획 그룹이 생성되지 않

는다. 심지어는 6형식의 글자의 자소가 모두 붙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4-2는 양호하게 쓰여져 획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와 변형이 심하여 일

반적인 방법으로 획 그룹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글자의 예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글자에 따라서 정해진 자소들끼리 겹침이 일어나지 않아서 각 글자별로 획 그

룹을 결정하기 쉬운 글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의 자소 사이에도 서로 분리되

어 획 그룹이 과도하게 생산되는 글자도 있고, 자소간에 서로 붙어서 획 그룹으로 분

리가 되지 않는 글자도 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있는 획 그룹을 기준으로 2개의 그룹

이 생산되었다고 해서 1형식이나 2형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생산되는 획 그

룹의 개수로는 형식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획 그룹이 적으면 낮은 형

식의 글자에 속하고, 획 그룹이 많으면 높은 형식에 속한다는 판단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글을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형식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 매우 불행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생성된 속성그래프에서 획 모델간의 관

계 확률을 이용하여, 획 그룹을 분할하거나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식정보를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 1. 1. 1. 획획획획    그룹의그룹의그룹의그룹의    분할분할분할분할    

각 형식의 글자는 그림 3-2와 같이 몇 개의 획 그룹으로 나누어 지는데, 실제 필

기체 한글의 경우에는 획 그룹간의 접촉이 많이 발생하여, 속성 그래프의 생성시에 보

통 예상 획 그룹보다 적은 수의 획 그룹이 생성된다. 또한 글자의 형식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접촉이 일어났는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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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적정한 획 그룹의 수를 판단할 수도 없다. 획 그룹 분할은 획 간의 관계 확률

을 이용하여 접촉이 발생한 노드를  검색하고, 그래프를 분할함으로써 모델 매칭의 효

율을 높일 수 있다. 

 

 

 

 

 

(a) 

 

(b) 

 

그림 4-2. 획 그룹 분할의 예 (a) 획 그룹 분할이 용이한 글자들 (b) 획 그룹 분할이 

어려운 글자들 

Figure 4-2. Examples of stroke group segmentation (a) Characters of Easy to 

segment (b) Character of hard to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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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그룹을 분할하기 위해서 분할 대상이 되는 분할 대상 속성 그래프에서 그림 

4-3에서 보는 것과 같은 두 개의 에지를 연결하는 연결 노드(connection node)나 세

개 이상의 에지를 연결하는 결합 노드(joint node) 중에서 분할 후보를 선택하는데, 분

리된 획 그룹간의 결속 확률이 가장 낮은 획 그룹을 찾아서, 분할했을 때 생성된 획 

그룹간의 결속 확률의 차이를 가장 작게 하는 노드를 찾아서 분할 후보 노드로 선택

한다. 따라서 그래프의 연결 노드와 결합 노드의 수 },...,2,1{ nN = 에 비례한 )(nO 의 

복잡도를 가진다. 이 과정을 원하는 획 그룹의 수가 생성될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획 

그룹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노드를 찾는 과정의 의사코드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 4-3. 속성 그래프에서 노드의 종류 

Figure 4-3. Types of node in the attribut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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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ProcedureProcedureProcedure Find_Segmentation_Node ( X ) 

beginbeginbeginbegin    

     // Calculate union probability for all stroke groups 

     Calculate_Union_Prob( X ); 

     // Select the stroke group which has the minimum union probability 

     XM = Select_Minimum_group( X ); 

     // For all nodes in group XM, test segment 

     forforforfor i = 1 ... sizeof( node ) dodododo    

          // Segment virtually at node[i] of XM 

          Segment at the node[i]; 

          diff = abs( Calculate_Union_Prob(XM[0]) – Calculate_Union_Prob(XM[1]) ); 

          ifififif ( diff < min ) dodododo 

               min = diff; 

               result = i; 

          endendendend   // of if 

     endendendend   // of for 

     return result; 

endendendend   // of Find_Segmentation_Node 

 

그림 4-4. 분할 대상이 되는 노드를 탐색하는 의사코드 

Figure 4-4. Pseudo code of segment node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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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획획획획    그룹의그룹의그룹의그룹의    결합결합결합결합    

획 그룹의 결합과정은 분할된 획 그룹을 관계 확률을 이용하여 결합 시킴으로써 

원하는 획 그룹으로 재 편성하는 기능이다. 필기체 한글에서는 하나의 자소 사이에도 

변형이 생겨서 획들이 서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획 그룹 분할과정에서 

과 분할이 발생하여 글자의 자소보다 더 많은 획 그룹을 생산하게 된다. 획 그룹간의 

결합은 획 그룹간의 관계확률을 이용하여 결합 대상 획 그룹을 결정하게 되는데, 두 

개의 획 그룹끼리 결합 했을 때 획 그룹의 결속 확률이 가장 높은 획 그룹을 결합 후

보 그룹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떨어져 있는 그룹이나 획 그룹간의 거리가 먼 획 

그룹간의 결합은 이루어 지지 않고, 서로 연결되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획 그룹끼

리 결합이 되어 안정된 획으로 결합이 진행된다. 이 과정을 만족하는 획 그룹의 수를 

얻을 때 까지 반복하여 진행한다. 

 

3. 3. 3. 3. 획획획획    그룹그룹그룹그룹의의의의    분할과분할과분할과분할과    결합을결합을결합을결합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인식인식인식인식    

획 그룹의 관계 확률을 이용하여 획 그룹을 분할하거나 결합하는 과정을 이용하여 

자소의 그룹을 효과적으로 분리해 낼 수 있다. 이를 3장에서 제안한 계층적 모델 매칭 

과정에 결합하면, 자소 모델 매칭에서 서로 다른 획 그룹에서 출력되는 획 모델끼리의 

결합하여 인식 후보가 생성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칭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효과적인 매칭이 가능하게 된다. 

획 그룹간의 결합을 진행하면서 글자를 인식하는 순서도는 그림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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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획 그룹 관계를 이용한 글자 인식 순서도 

Figure 4-5. Flowchart of character recognition using stroke group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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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  5  5  5 장장장장    필기체필기체필기체필기체    한글한글한글한글    인식인식인식인식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본 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필기체 한글 인식 시스템을 

구현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림 5-1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자인식 시

스템의 개요도이다. 인식 대상이 되는 글자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획 그룹 관계에 

의해서 획 그룹으로 분할이 된 후, 계층적 상향식 방법으로 획 모델 매칭, 자소 모델 

매칭, 글자 모델 매칭을 순서적으로 수행되어 최종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진화와 세선화, 그리고 속성그래프 생성까지

의 전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획 모델 매칭, 자소 모델 매칭, 글자 모델 매칭의 인식 단

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 XMP S )|( XMP G )|( XMP C

 

 

그림 5-1. 제안한 필기체 한글 인식 시스템 

Figure 5-1. Proposed handwritten Hangul recogn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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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  1  1  1 절절절절    전처리전처리전처리전처리    

 

전처리는 글자를 인식하는 인식과정의 전반부에 행하여지는 과정으로서, 원본 이

미지를 입력받아 잡음을 제거하고 이진데이터화 시키는 이진화 과정과 글자가 갖는 

특징을 잃지 않으면서 특징점 추출을 용이하게 하고 속성 그래프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글자 이미지로 바꾸는 세선화 과정이 있다. 또한 세선화 된 글자에서 끝점과 접

점을 탐색하여 인식하는데 기본이 되는 속성 그래프의 생성과정도 전처리 과정에 속

한다. 본 절에서는 전처리 과정의 순서대로 이진화를 먼저 설명하고 세선화를 설명한 

다음 속성그래프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

는 전처리 과정에서 이미지의 변화는 그림 5-2와 같다. 

 

 

 

1. Watershed 1. Watershed 1. Watershed 1. Watershed 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이진화이진화이진화이진화    

본 논문에서는 Watershed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문자 영상의 잡영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영상 향상의 효과를 통해 배경영역과 문자 영역을 분리하는 이진화를 수행

하였다. Watershed 알고리즘은 영상의 명도를 하나의 위상학적 고도로 생각함으로써 

 

 

그림 5-2. 전처리 과정 

Figure 5-2. P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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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상학적 표면에 물을 떨어트리면 물은 낮은 고도(minima altitude)에서부터 흘러 

들어가 높은 고도(maxima altitude)까지 물이 차 들어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가

장 낮은 높이에서부터 수면 높이를 점차로 증가시키면서, 고도를 넓히는 과정으로 서

로 다른 catchment basin이 서로 접하게 될 경우 가상의 댐을 쌓아서 물이 찬 부분을 

서로 분리하고, 인접한 영역의 유사성을 조사하여 유사한 영역을 서로 합치는 과정이

다. 

Watershed 알고리즘은 영상 처리 분야에서 인접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군집화 하

는 과정을 통해 영상을 분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기법으로 본 논문에서 오프

라인 필기체 문자 영상의 이진화를 위해 적용한 Watershed 알고리즘은 4단계로 구성

된다. 1 단계는 기울기 영상 변환으로 프리윗 연산자를 이용하여 원 영상으로부터 고

도를 가진 경사 영상(gradient image)으로 변환한다. 2 단계는 지역적 저고도 탐색을 

위해 8방향 이웃 필셀 탐색 조건을 이용하여 경사 영상으로부터 지역적 저고도 값을 

가진 픽셀들을 추출한다. 3단계는 영역 분할을 위해 지역적 저고도로부터 높은 고도로 

범람과정을 수행하여 유사한 영역을 분할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영역 병합(region 

merging)을 위해 평균값의 차(mean difference)를 이용하여 유사한 영역에 대한 병합

을 수행한다. 

 

가가가가.... Catchment basin Catchment basin Catchment basin Catchment basin    

Catchment basin 은 지역적인 minima들로 구성된 클래스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Catchment basin은 식과 같이 모든 영역 D에서 minima im 가 다른 지역적 minima 

클래스 jm 에 접할 때까지의 클래스로 정의한다. 

 

)},()(),()(:}{|{)( jfjifiji mxTmfmxTmfiIDxmCB +<+∈∀∈=   (5-1) 

 

Catchment basin은 지역적인 영향권 내의 집합으로써 영상 분할의 기준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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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Watershed Watershed Watershed Watershed    

Watershed( wf )는 Catchment basin 영역이 아닌 부분을 의미한다. 

Watershed( wf )는 식과 같이 영상의 전체 영역 D에서 Catchment basin에 보수를 취

한 값으로 정의한다. 

 

c
i

Ij
w mCBDf ))(( ⊂=

∈
UI                                          (5-2) 

 

Watershed 는 영상 분할의 기준이 되는 Catchment basin들의 경계면을 이루면서 

Catchment basin 들의 상호 작용의 기준이 된다. 

 

다다다다....    기울기기울기기울기기울기    영상영상영상영상    변환변환변환변환    

Watershed 영상 변환의 첫 번째 단계로 오프라인 필기체 한글 문자 데이터에 기

울기 연산자를 적용하여 기울기 영상을 얻어낸다. 기울기 연산은 프리윗 연산자를 이

용하였다. 기울기 영상 변환을 통해 오프라인 필기체 한글 문자의 배경 영역과 문자 

영역을 에지부분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분리를 수행함과 함께 영상의 고도를 이용한 

Watershed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한 전 단계를 수행한다. 대부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이루어진 한글 문자 특성을 고려하여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이루어진 

한글 문자 특성을 고려하여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 민감한 프리윗 연산자의 특징과 

결합한다. 

 

라라라라....    지역적지역적지역적지역적    저고도저고도저고도저고도    탐색탐색탐색탐색  

기울기 영상에서 8방향 이웃 픽셀을 조사하여 지역적으로 낮은 고도를 가진 픽셀

을 탐색한다. 



 - 57 - 

    

pixel.neighbor 8:

)}()(|)({min

})(|{

)(
min

min

8

min

−

<=

=∈=

⊂

i

pNr

h

N

pfrfrfh

hpfDpX

                                  (5-3) 

 

지역적으로 8방향 이웃 픽셀 탐색 조건이 임계값 설정은 위의 식과 같이 전체 공

간 D에서 픽셀의 명도 값 함수 )( pf 가 지역적으로 낮은 명도 값 minh 과 같은 값을 

가지는 픽셀의 위치와 값을 저고도 값으로 설정하고, 이 값이 8방향 이웃 픽셀 탐색 

조건의 임계값으로 설정되어 전체 공간 D에서 8방향 지역적 저고도 값을 저고도 값과 

거리를 척도로 해서 추출한다. 

 

마마마마....    영역영역영역영역    분할분할분할분할    

낮은 고도를 가진 픽셀로부터 지역적으로 가장 높은 고도를 가진 픽셀을 하나의 

영역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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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위의 식과 같이 낮은 고도 minXh 에서부터 낮은 고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픽셀들

( IZ  : influence zone)안에서 낮은 고도 minh 에서 높은 고도 maxh 로 영역들을 합한다. 

결국 같은 영향권을 가지는 픽셀들로 영역이 분할된다. 

 

바바바바....    영역영역영역영역    병합병합병합병합    

분할된 영역들을 인접 영역과의 유사성을 평가하여 유사도가 있는 영역들을 병합

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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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영역의 유사도는 서로 다른 인접 영역의 평균값의 차를 이용하여 구하고, 분

할된 영역 )( pR 와 인접한 다른 분할된 영역 )(rR 의 평균 값의 차 meandiffR 는 위의 

식과 같이 구한다. 얻어진 평균값의 차는 임계값 비교로서 유사도를 판단한 후 영역을 

병합한다. 여기서 평균값은 영상에서의 형태상의 강도를 의미한다. 최종적인 

Watershed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변환된 영상은 영상의 평균값 즉 영상에서의 강도 

값으로 표현하였다. 

 

2. 2. 2. 2. 조건조건조건조건    검사검사검사검사    마스크를마스크를마스크를마스크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세선화세선화세선화세선화    

세선화는 인식기에 적용할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골격선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골격선

의 품질은 필기체 문자 인식시 문자의 동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획의 추출과 인식의 성능 

향상에 큰 영향을 준다. 오프라인 필기체 한글 문자의 획 추출은 세선화 과정에 크게 의존

하고 있다. 세선화 과정은 문자의 구조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골격선을 추출하는 과정

으로 세선화 과정의 성능은 문자에 있어서의 인식을 위한 특징 추출의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세선화 결과 영상에 대한 평가 기준은 패턴의 연결성의 보존과 가능하면 한 픽셀의 

두께를 갖는 골격의 추출, 가장 자리 부분의 잡영 처리, 세선화 수행 시간으로 평가한다. 

 



 - 59 - 

 

 

본 논문에서는 필기체 문자 영상에 적합한 watershed 알고리즘을 이용한 영상 분할 

결과에 반복적인 모폴로지 방법을 이용하여 세선화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5-

3과 같은 조건 검사 3×3 마스크 1을 영상 분할 결과에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3×3 마스크

를 만족하는 중앙 픽셀을 탐색하여 탐색된 중앙 픽셀이 끝점이 아니고 연결 픽셀 수가 1

이면 제거할 픽셀로 표시를 한다. 3×3 마스크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모든 픽셀에 대해 수행한다. 

 

∑ ++ ××−= )( 21 KKKKn NNNNC                                     (5-6) 

 

여기서 필기체 문자 영상의 연결 패턴 유지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연결 픽

셀 수는 식 (5-6)과 같이 계산한다. KN 는 주변 픽셀을 나타내고 1N 은 오른쪽 픽셀을 나

타낸다. }7,5,3,1{=S 의 집합을 가지고 만약 255<KN 이면 1=KN 이고, 그렇지 않으면 

0=KN 이 된다. 

위의 모폴로지 과정이 끝나면 모든 픽셀에 대해 그림 5-4와 같은 조건 검사 마스크 2

 

● 문자화소 ○ 배경화소 ×don’t care 

 

그림 5-3. 조건 검사 마스크 1 

Figure 5-3. Mas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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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하는 픽셀 영역을 탐색하여 조건에 만족하는 픽셀 영역의 중앙 픽셀에 대한 연결 

픽셀 수가 3보다 작을 시 중앙 픽셀을 골격에서 제거한다. 또한 그림 5-5와 같은 조건 검

사 마스크 3을 만족하고 문자 영역인 연결 픽셀 수가 3이면 중앙 픽셀을 골격에서 제거한

다. 위와 같이 이진화 영상을 조건 검사 마스크 1, 2, 3을 통해서 골격선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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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조건 검사 마스크 2 

Figure 5-4. Mas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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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조건 검사 마스크 3 

Figure 5-5. Mas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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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속성속성속성속성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생성생성생성생성    

입력된 원본 이미지를 인식과정에 입력하기 위해서 이진화 과정과 세선화 과정을 

거치면 세선화 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정에서는 이렇게 얻어진 세

선화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식과정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징점(끝점, 분기점, 꺽인점)은 그래프의 노드로 표현하고, 

각각의 노드 사이에 연결된 글자성분은 그래프의 에지로 표현되는 속성 그래프를 생

성하여야 한다. 

세선화된 이미지에서 속성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자에서의 끝점과 

분기점을 검색한다. 이를 위해서는 3*3 윈도우를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주변 픽셀의 개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특징점 추출에서 얻어진 끝점과 분

기점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의 4 단계를 거친다. 

    

Step 1. Step 1. Step 1. Step 1. 모든모든모든모든    끝점이나끝점이나끝점이나끝점이나    분기점은분기점은분기점은분기점은    노드로노드로노드로노드로    변환하고변환하고변환하고변환하고    그래프에그래프에그래프에그래프에    추가한다추가한다추가한다추가한다....    

끝점이나 분기점은 모두 글자에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각각 노드 

집합 ),...,,{ 21 NnnnN =  에 각각의 좌표와 함께 입력시킨다. 

 

Step 2. Step 2. Step 2. Step 2. 모든모든모든모든    끝점으로부터끝점으로부터끝점으로부터끝점으로부터    글자이미지를글자이미지를글자이미지를글자이미지를    검색해검색해검색해검색해    나가면서나가면서나가면서나가면서    끝점에끝점에끝점에끝점에    도달하거나도달하거나도달하거나도달하거나    분기점에분기점에분기점에분기점에    

도달할도달할도달할도달할    때까지때까지때까지때까지    단위단위단위단위    벡터를벡터를벡터를벡터를    생성한다생성한다생성한다생성한다....    

먼저 끝점으로부터 체인코드를 이용하여 글자이미지를 검색해 나가면서 일정간격

을 진행한 다음 단위 벡터를 생성한다. 이때 사용하는 단위 벡터의 길이( LT )는 실험에

서 좋은 성능을 보인 글자 높이( CH )의 10분의 1값으로 사용하였다. 단위 벡터의 길

이가 임계길이(단위벡터의 기준길이의 2분의 1)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끝점이나 분

기점에 도달했을 경우는 이전 벡터에 합류시킨다. 만약 이전 벡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

우는 이 벡터를 무시한다. 

다음 끝점에서의 단위벡터 생성이 끝나면 분기점과 분기점 사이의 단위벡터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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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지 않는 글자 이미지에 대해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단위 벡터를 생성한다. 

 

SSSStep 3. tep 3. tep 3. tep 3. 연결된연결된연결된연결된    단위단위단위단위    벡터의벡터의벡터의벡터의    각도를각도를각도를각도를    비교하여비교하여비교하여비교하여    단위벡터를단위벡터를단위벡터를단위벡터를    결합하거나결합하거나결합하거나결합하거나    꺽인점으꺽인점으꺽인점으꺽인점으로로로로    표시표시표시표시

하여하여하여하여    노드를노드를노드를노드를    추가한다추가한다추가한다추가한다....    

서로 연결된 단위벡터의 연결각도를 계산하여 두 단위 벡터의 연결각이 임계각도

보다 클 때는 연결된 부분을 꺽인점으로 표시하고 노드로 변환하여 그래프의 노드 집

합에 추가한다. 두 단위 벡터간의 연결각이 임계각도보다 작을 때는 두 벡터를 결합하

여 새로운 단위 벡터를 생성한다. 두 단위벡터의 결합여부를  비교하는데 사용한 임계

각도는 본 실험에서는 16 방향각의 1방향각 차이(=11.25˚)로 정의하였다. 허용 임계각

도를  작게하면 노드가 과도하게 생산이 되고, 허용 임계각도를 높이면 글자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효과가 있다. 그 예는 그림 5-7과 같다. 

 

Step 4. Step 4. Step 4. Step 4. 연결된연결된연결된연결된    노드노드노드노드    사이에사이에사이에사이에    남은남은남은남은    단위벡터는단위벡터는단위벡터는단위벡터는    에지로에지로에지로에지로    변환해서변환해서변환해서변환해서    그래프의그래프의그래프의그래프의    에지에지에지에지    집합집합집합집합    

},...,,{ 21 NeeeE = 에에에에    추가한다추가한다추가한다추가한다....    

에지는 반드시 연결된 두개의 노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개의 노드 사이에 있는 

단위 벡터는 ID를 부여하여 에지로 변환한 다음 에지 집합에 추가한다. 이때 에지는 

방향에 대한 속성과 길이에 대한 속성, 양단에 연결된 노드의 ID를 갖는다. 노드의 경

우는 연결된 에지의 ID의 속성을 추가한다. 

 

4 단계의 과정을 마치면 노드와 에지로 이루어진 속성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속

성 그래프의 생성과정은 그림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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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단위 벡터의 임계길이( LT )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 (a) 5/CL HT = , 

(b) 7/CL HT = , (c) 10/CL HT = , (d) 15/CL HT =  

Figure 5-6. Shape variation of graph according to the change of unit vector length    

(a) 5/CL HT = , (b) 7/CL HT = , (c) 10/CL HT = , (d) 15/CL HT =  

 

그림 5-7. 단위 벡터의 결합에서 임계각도( AT )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        

(a) 0=AT , (b) 1=AT , (c) 2=AT , (d) 3=AT  

Figure 5-7. Shape variation of graph by the change of threshold angle( AT ) in the unit 

vector merge process (a) 0=AT , (b) 1=AT , (c) 2=AT , (d) 3=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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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속성 그래프 생성과정 

Figure 5-8. Process of attributed graph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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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2 2 2 절절절절    모델모델모델모델    파라메터파라메터파라메터파라메터    설설설설정정정정    

 

1. 1. 1. 1. 획획획획    모델모델모델모델    

획 모델은 총 32개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한 개의 획 모델은 두 개의 에지 각각의 

방향각에 대한 확률분포와 에지간의 연결각에 대한 확률분포로 구성이 되었다. 본 연

구에서 각각의 획 방향을 측정하는데 16 방향각을 사용하였는데 획 모델은 평행선

(
o0 ,

o180 ), 수직선(
o90 ,

o270 ), 좌우 대각선(
o45 ,

o135 ,
o225 ,

o315 )의 8 방향 각의 조합

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에지와 연결각에 대한 확률 분포를 그림 5-9와 같이 

주변각에 대해 고려하여 16 방향각으로 분할하여 확률을 결정하였다. 또한 두 에지의 

결합각은 방향각이 큰 에지의 각에서 방향각이 작은 에지의 각을 뺀 각으로 결정하였

다. 획 모델의 파라메터는 각 획 모델의 모양에 따라 직접 결정하였다. 

 

 

 

 

φ
φ

φφ

 

 

그림 5-9. 획 모델과 16방향각의 차이 

Figure 5-9. Difference between stroke model’s direction and 1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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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자소자소자소자소    모델모델모델모델    

자소 모델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모두 각각 모델링 하였으므로 총 51개의 모델

을 생성하였다. 자소 모델의 파라메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글자를 자소로 하나하나 

분리하는 수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시간적, 인력적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획 그룹의 분할과 결합 방법, 그리고 한글의 6형식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하여 입력 글자에서 각각의 자소를 분할해서 파라메터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하나의 자소 모델은 획 모델 32가지의 출현 빈도의 확률분포로 파라메터를 설

정하기 때문에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라메터를 측정하였다. 

훈련과정에서는 훈련하는 데이터의 라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획 그룹의 분할과 

결합 방법이 인식과정과는 다르다. 인식과정에서는 획 그룹의 결속 확률을 이용하여 

임의의 다수 개로 분할하는 반면, 훈련과정에서는 그룹의 수를 각 글자의 형식에 맞는 

개수로 분할 가능하다. 또한 형식에 따라 각 그룹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림 5-7과 같이 그룹 확률의 임계치를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위치에 획 그룹

이 정렬될 때 각 자소의 정해진 위치의 획 그룹을 이용하여 자소 모델의 파라메터를 

수정한다. 

제안한 자소모델은 통계를 이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아래의 식과 같이 전체 훈련된 

자소에서 각각의 획 모델이 출현한 횟수를 확률로 계산해서 파라메터로 결정한다. 각 

자소 모델의 획 모델 빈도확률은 식 (5-7)과 같다. 

 

grapheme of data  trainingofnumber  total

model stroke of occurance ofnumber  total
)( =SPo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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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글자글자글자글자    모델모델모델모델    

글자 모델은 글자내의 각 자소간의 상대적 위치관계를 확률로 모델링 하였기 때문

에 한글에서 사용하는 완성형 글자의 수인 2350자를 각각 모델링 하여야 한다. 글자 

모델의 파라메터는 각 자소간의 상대적 위치를 수평관계, 수직관계, 좌대각 관계, 우대

각 관계로 정의하여 통계를 통한 확률로서 표현한다. 자소 모델의 훈련과 동시에 이루

어지며, 자소들간의 상호 위치에 대한 확률은 식 (5-8)로 구할 수 있다. 

 

character of data  trainningofnumber  total

direction of occurance of numbers total
)( =DP                  (5-8) 

 

4. 4. 4. 4. 훈련훈련훈련훈련    과정과정과정과정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각각의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 데이터를 각각의 

자소로 구분해서 분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지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분할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고 시간과 노동력이 매우 많이 들어가게 되어 거의 불

가능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획 그룹의 결합과 분해방법을 통해서 자소를 분할하

여 자소 모델과 글자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훈련 데이터에서는 훈련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먼저 훈련 대상이 

되는 글자의 레이블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글자의 형식과 훈련 대상이 되는 각각의 

자소를 알 수 있다. 또한 형식이 구분되기 때문에 형식에 따라서 목표하는 획 그룹의 

수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훈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 1Step 1Step 1Step 1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속성 그래프를 생성한다. 

Step 2Step 2Step 2Step 2    

속성 그래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획 그룹을 구분하고 획 그룹의 결속 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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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다. 

Step 3Step 3Step 3Step 3    

획 그룹의 개수와 위치가 형식에 따라 만족하는지 검사하여, 만족할 경우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는 획 그룹의 분할과 결합을 이용하여 조건이 만

족할 때까지 반복한다. 

Step 4Step 4Step 4Step 4    

획 그룹을 이용하여 해당하는 자소 모델과 글자 모델의 파라메터를 수정한다. 

 

제안한 훈련과정의 순서도는 그림 5-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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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모델 훈련과정 순서도 

Figure 5-10. Flowchart of models trai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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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  3  3  3 절절절절    인식과정인식과정인식과정인식과정    

 

1. 1. 1. 1. 획획획획    모델모델모델모델    매칭매칭매칭매칭    

인식 대상 이미지를 입력 받아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속성 그래프를 얻을 수 있

다. 속성 그래프 >=< ENG , 와 32개의 획 모델과의 매칭은 식 (3-5)와 같이 두 에

지의 방향각과 결합각에 대한 파라메터를 모두 곱해서 가장 큰 확률값을 출력하는 획 

모델이 자소 모델 매칭을 위한 후보 집합에 포함된다. 

 

 

 

 

 

 

 

그림 5-11. 획 모델 매칭의 개요도 

Figure 5-11. Overview of stroke model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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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자소자소자소자소    모델모델모델모델    매칭매칭매칭매칭    

획 모델 매칭에서 생산된 획 모델 그룹을 대상으로 자소 모델 매칭을 수행한다. 

본 과정은 아래와 같이 두 단계로 진행된다. 

 

Step 1. Step 1. Step 1. Step 1. 획획획획    모델모델모델모델    그룹을그룹을그룹을그룹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자소자소자소자소    모델의모델의모델의모델의    매칭매칭매칭매칭    

자소 모델의 모두 32가지의 획 모델의 빈도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획 모

델의 조합에 대해 확률을 계산한다.  

 

Step 2. Step 2. Step 2. Step 2. 임계값을임계값을임계값을임계값을    넘는넘는넘는넘는    자소는자소는자소는자소는    글자글자글자글자    모델모델모델모델    매칭매칭매칭매칭    후보집합에후보집합에후보집합에후보집합에    포함포함포함포함    

일정 임계값을 이상을 출력하는 자소는 출력 확률과 함께 글자 모델 매칭 후보 집

합에 포함한다. 본 실험에서는 임계값을 0.7로 정하였다. 자소 모델 매칭의 개요도는 

그림 5-12와 같다. 

 

 

 

 

 

 

그림 5-12. 자소 모델의 매칭 개요도 

Figure 5-12. Overview of grapheme model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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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글자글자글자글자    모델모델모델모델    매칭매칭매칭매칭    

자소 모델 매칭의 결과로 글자 모델과 매칭할 후보 집합의 조합에 대해서 글자 모

델과 매칭을 수행하는 과정은 다음의 3 단계를 거친다. 

 

Step 1. Step 1. Step 1. Step 1. 자소의자소의자소의자소의    조합이조합이조합이조합이    글자가글자가글자가글자가    될될될될    수수수수    있는지있는지있는지있는지    확인확인확인확인    

후보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자소의 조합을 대상으로 글자 조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글의 글자로 조합이 불가능한 경우 후보 집합을 무시한다. 

 

Step 2. Step 2. Step 2. Step 2. 글자글자글자글자    모델과모델과모델과모델과    자소의자소의자소의자소의    조합조합조합조합의의의의    매칭매칭매칭매칭    수행수행수행수행    

글자로 조합이 가능한 자소 조합에 대해서 대상 글자에 대한 모델과 매칭을 수행

하는데 식 (3-8)을 이용하여 각 자소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확률을 모두 곱하여서 

글자모델과의 매칭확률을 출력한다. 

 

Step 3. Step 3. Step 3. Step 3. 글자글자글자글자    인식인식인식인식    확률확률확률확률    값을값을값을값을    계산계산계산계산    

글자 조합에 참여한 자소 모델의 매칭 확률과 글자 모델과의 매칭 확률을 이용하

여, 최종적으로 글자에 대한 인식확률은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max(arg)|( XpenaltyGMPXMPavgXCP iCG ××=      (5-9) 

 

)Stroke  totalof numbers )stroke unused of numbers((1)( ÷−=Xpentaly  

(5-10) 

 

위 식에서 )(Xpenalty 는 글자에서 생산된 획들 중에서 글자의 매칭에 참여하지 

못한 획의 개수에 대한 penalty를 정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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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  6  6  6 장장장장    실험실험실험실험    및및및및    결과결과결과결과    

 

본 연구에 대한 실험은 범용 한글 데이터 베이스 PE92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PE92 

에는 총 2350개의 한글 완성형 글자에 대해 각각 100 세트의 글자 이미지로 구성되어있

는데, 40 sets 은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60 sets 은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환경은 다음과 같다. 

 

• CPU : Intel Pentium-IV 1.8 GHz 

• Memory : 512 MB 

• OS : Microsoft windows XP for program running, Linux for database 

• Tool : Visual C++ 6.0 for main program, Matlab 6.5 for data analysis 

• Database : PE92 – 100 sets of 2350 characters 

 

본 실험에서는 인식 대상 글자의 수를 제한하면서 인식률의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한

글에서 주로 사용하는 글자 520 자와 한글의 완성형 글자 2350 자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 

표 6-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과에서 보듯이 520자에 대해서는 90.5%의 정확

도를 얻을 수 있었고, 2350자에 대해서는 88.7%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5번째 인

식 후보까지 고려한 결과 520자에 대해서는 95.5%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고, 2350자에 

대해서는 95.2%의 인식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5번째 인식 후보까지 고려해 봤을 때, 

비슷한 모양의 글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고, 전혀 다른 글자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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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형식별 인식률을 살펴본 결과, 그림 6-1과 같이 비교적 구조가 간단한 1형식과 

2형식에서는 높은 인식률을 얻은 반면, 5형식과 6형식의 글자에서는 인식률이 비교적 낮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5형식과 6형식의 글자는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여 

획 그룹을 분류하는데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특히 6형식의 글자의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접촉이 일어나고 많은 자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인식하기가 어렵다.  

본 실험에서는 훈련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인식률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훈련 데

이터의 크기를 1, 2, 5, 10, 20, 40과 같이 가변적으로 변화 시키면서 인식률의 변화를 측

정하였다. 그 결과 그림 6-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훈련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인식률이 증가하였고, 훈련 데이터가 1개 세트에서 2개 세트

로 증가할 때 급격한 인식률의 변화가 있었고, 그 후 훈련 데이터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점

점 인식률의 변화가 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인식률은 훈련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인식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훈련데이터의 양

이 많아 질수록 각 모델의 파라메터가 다양한 변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화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표 6-1. 제안된 방법의 인식 결과 

Table 6-1. Recognition Result of proposed method 

 

95.295.55th

90.392.32nd

88.790.51st

Recognition rate(%)

2350520Number of category(char.)

95.295.55th

90.392.32nd

88.790.51st

Recognition rate(%)

2350520Number of category(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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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글자의 형식별 인식률 

Figure 6-1. Recognition rate for charact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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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훈련 데이터 집합의 양에 따른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인식률 

Figure 6-2. Recognition rate for training data and test data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training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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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 연구의 결과[3,4]와 비교해 보면 완성형 글자를 기준으로 약 

1.0 % 정도의 인식률 향상을 기록하여 제안한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것

을 입증할 수 있었다. [3]의 경우에는 primitive 획 모델을 이용하여 계층적으로 모델을 구

성하였는데, 서로 다른 획 그룹에서 추출된 획 모델간의 결합으로 자소 모델이 출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출력된 모든 획의 조합에 대해서 매칭을 시도하여서 시간적인 복잡도가 

높은 단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했던 방법은 획 그룹을 분할하여 자소 모델 매칭에

서 동일한 획 그룹에서 출력되는 획 모델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4]의 경우에는 자소 모델 생산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설정하여 비 정상적

인 공간에서 자소가 생산되는 것을 차단하였지만, 제약사항을 설정하는 방법이 경험적 방

법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획 그룹을 분할하고 결합하는데 획 그룹간의 관계 확

률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과정이 확률 계산의 틀에서 표현되었다. 

 

 

 

본 실험의 결과 올바르게 인식된 글자의 예는 그림 6-3과 같다.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올바르게 쓰여진 글자는 물론 자소간의 겹칩이 발생한 글자나, 접촉이 발생한 글자, 각 자

소의 위치에 대한 변형이 있는 글자까지 잘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필기체 한글의 인식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표 6-2. 기존 방법들과의 인식률 비교 

Table 6-2. Performance comparison to the previous works 

 

88.787.786.3Rec. rate(%)

proposed
stocahstic

relationship[4]

heirachical random

graph[3]
method

88.787.786.3Rec. rate(%)

proposed
stocahstic

relationship[4]

heirachical random

graph[3]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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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인식에 성공한 글자들 

Figure 6-3. Character examples of recognized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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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에서 오 인식된 글자를 분석한 결과, 글자 오 인식의 원인은 다음과 같

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었다. 

 

1. ‘ㅁㅁㅁㅁ’     과과과과    ‘ㅇㅇㅇㅇ’     분류분류분류분류    실패실패실패실패 : ‘ㅁ’과 ‘ㅇ’은 한글인식에서 가장 구분하기 힘든 자음의 

종류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경우 두 개의 연결된 획들의 모양을 모델

링하였기 때문에 올바로 쓰여진 경우에는 ‘ㅁ’과 ‘ㅇ’의 경우에는 구별 능력이 

좋지만, 필기체 한글의 경우 ‘ㅁ’과 ‘ㅇ’에 변형이 심하게 나타나서 구별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ㅁ’과 ‘ㅇ’의 분류에 실패한 예를 그림 6-4에 나타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문맥정보을 이용하여 출력된 결과에서 유사한 

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나, 획 모델 사이의 상호 위치관계를 모델링 하거나 새로

운 획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 획획획획    그룹그룹그룹그룹    분할의분할의분할의분할의    실패실패실패실패 : 본 논문에서는 획 그룹간의 관계를 확률로 정의하고, 관

계 확률을 이용하여 획 그룹을 분할 하였다. 그러나 필기체 한글은 변형이 심하

고 겹침이나 하나의 자소간에도 분리현상이 심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서의 예외 상황이 발생한다. 획 그룹 분할 실패의 예는 그림 6-5와 같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험적 지식을 이용하여 확률적 관계분석에서 벗어

나는 변형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 모델링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3. 매우매우매우매우    비슷한비슷한비슷한비슷한    모양모양모양모양 : 그림 6-6에서와 같이 사람의 판단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없

게 쓰여진 글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는 문맥정보를 이용하여 구문적인 해

석으로 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4. 속성속성속성속성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생성과정에서생성과정에서생성과정에서생성과정에서    정보정보정보정보    손실손실손실손실 :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속성 그래프를 생성

하는 과정에서는 단위 벡터의 생성과 결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각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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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단위 벡터를 결합함으로써 중요한 정보가 되는 각도 차이 정보를 무시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임계길이를 넘지 못하는 단위 벡터는 각도의 판단없

이 결합되거나, 혹은 잡음으로 간주되어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결합

되거나 잡음으로 간주되었던 단위 벡터가 글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는 그림 6-7과 같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소적인 관점에서의 그래프 생성이 아닌 전체적인 관점으로 중요한 

획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5. 전처리전처리전처리전처리    과정에서의과정에서의과정에서의과정에서의    정보정보정보정보    손실손실손실손실 : 변형이 심한 글자의 경우에는 세선화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되는 경우가 있다. 세선화 과정에서 심각한 정보의 손실로 오인식 되

는 예는 그림 6-8과 같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자의 겹침 정

도를 분석해서 선을 분리할 수 있는 발전된 세선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문맥정

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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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ㅁ’  과 ‘ㅇ’  분류 실패의 예 

Figure 6-4. Examples of ‘ㅁ’  and ‘ㅇ’  classifica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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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획 그룹 분류 실패의 예 

Figure 6-5. Examples of stroke group segmenta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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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높은 유사도에 의한 실패의 예 

Figure 6-6. Examples of error because of high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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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속성 그래프 생성과정에서 정보손실의 예 

Figure 6-7. Example of information loss in the attributed graph gen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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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전처리 과정에서 정보손실의 예 

Figure 6-8. Examples of information loss in the p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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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획 그룹간의 관계 모델링을 통한 획 그룹의 분할과 결합을 이용한 매

칭 방법과 단순히 획 모델을 생산해서 자소 모델과 글자모델을 매칭한 방법과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6-9과 같이, 두 방법간에 인식률에서도 차이가 나고, 인식 속도면에

서도 획 그룹을 분할한 경우와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 많은 차이가 있어, 획 그룹간의 관계

모델링을 사용한 방법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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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획 그룹 분할의 효과 

Figure 6-9. Efficiency of Stroke group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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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7  7  7  7 장장장장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필기체 한글 인식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기체 한글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형에 강인하고, 훈련이 가능한 획 모델 기반의 모델들을 정의

하고 매칭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글자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획을 

확률적으로 모델링한 획 모델, 획 모델의 조합을 이용하여 확률적으로 모델링한 자소 

모델, 자소 모델간의 위치관계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한 글자모델이다. 획 모델은 서로 

연결된 두 개의 획을 하나의 모델로 모델링 하였는데, 두 획의 방향과 두 획이 결합된 

각도를 확률로 모델링 하였다. 또한, 획 모델을 추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추출된 획 모델간의 위치관계를 따로 정의 할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획 그룹의 작은 

차이에도 출력되는 획 모델의 개수와 종류가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

인 방법이다. 자소 모델은 자소에 해당하는 획 그룹에서 획 모델이 발생하는 빈도수를 

확률로 모델링 하였는데, 확률적인 계산이 매우 간편하고 효율적이다. 글자모델은 자

소 모델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모델링 하여서, 오인식된 자소 모델이 글자 매칭에 참여

하는 것을 차단하고 글자를 전체적인 모양을 잘 표현하였다. 제안된 세 가지의 모델이 

모두 확률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훈련이 용이하고, 획으로부터 글자에 이르기까지 계층

적 상향식 방법으로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자 특성을 매우 잘 표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글 구조적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획 모델간의 이웃관계를 확

률로 정의하고, 획 모델 그룹의 결속 확률을 정의하고, 획 그룹간의 이웃관계를 확률

로 정의하였다. 획 모델간의 이웃관계 확률은 획 모델 사이의 친밀성을 모델링하기 위

해서 정의 되었는데, 획 모델간의 에지의 공유, 거리, 연결성을 이용하여 확률로서 정

의 하였다. 획 그룹의 결속 확률은 획 그룹이 하나의 자소로 구성되었는지 아니면 여

러 개의 자소가 접촉이 되어서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서, 획 

그룹을 이루고 있는 모든 획 모델간의 이웃확률의 평균으로 정의 되었다. 획 그룹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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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관계 확률은 획 그룹간의 친밀성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정의 되었는데, 획 그룹간

의 거리와 연결성을 이용하여 확률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세 가지의 관계 확률

을 이용하여 획 모델 그룹을 분할하거나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획 모델에서 

글자모델로 이어지는 인식과정에서 전체적인 복잡도를 줄이고, 한글의 6형식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안한 모델과 관계 확률을 이용하여 한글 필기체 인식 시스템을 구성하였는데, 

글자 이미지를 입력 받아 Watershe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진화를 수행하고, 세선화 

작업을 거쳐서 속성 그래프를 생성하는 전처리 과정을 일원화 하였다.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각 모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정립하고, 훈련과정에서 구조적 관계를 이용

하여 수작업을 통해서 이미지를 자소로 구분해야 하는 노동적이고, 많은 시간을 소비

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제안한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인식률 88.7%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비해 

우수한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고, 인식의 속도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과 관계 확률이 한글 필기체 인식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획 모델과 추출 방법은 한글 인식분야 뿐만 아니라 한자와 같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글자는 물론, 영어권 글자를 인식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

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신경망이나 베이지안 망과 같은 인식기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모델링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필기체 한글 인식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획 모델기반의 모델들을 확

률로 정의함으로써, 훈련이 가능하고 모든 인식과정이 확률적인 계산의 틀안에서 이루

어져서 수학적으로 명료하다. 

둘째, 획 모델간의 관계를 확률로 정의 함으로써 경험적 방법이 아닌 수식적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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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획 그룹을 분할 함으로써, 모델의 매칭속도를 향상시키고 한글의 구조적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효과적인 필기체 한글 인식기의 개발로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구현한 인식기를 단어 단위 인식기나 문장 인식기로 확장하

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문맥정보를 이용하여 인식의 결과로 출력되는 후보 결과

들을 사용하여, 실용적인 인식률을 더욱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된 인식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여서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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