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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저작권 관련 산업이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업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에 대한 소유

권 및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다.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문서 영상처리 기술과 딥 러닝 기술을 융합하여 교육용 도서 영상에서의 객체 자동 추출 및 분류 기술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술은 먼저 잡음을 제거한 후, 시각적 주의(visual attention) 기반 영역 추출 과정을 수행한다. 추출된 영역을 기

반으로  블록화 작업을 수행하고 , 각 블록을 그림인지 아니면 문자 영역인지를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그림 영역 주위를 검

색하여 캡션 영역을 추출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성능 평가 결과, 그림 영역은 최대 97% 정확도를 보이며, 그림 및 캡션 영역 추

출에 있어서는 평균 83%의 정확도를 보여 준다.  

[Abstract]

Despite the fact that the copyright has grown into a large-scale business, there are many constant problems especially in image 
copyright. In this study, we propose an automatic object extrac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scanned educational book 
image by combining document image processing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like deep learning. First, the proposed 
technology removes noise component and then performs a visual attention assessment-based region separation. Then we carry out 
grouping operation based on extracted block areas and categorize each block as a picture or a character area. Finally, the caption 
area is extracted by searching around the classified picture area.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it can be seen an 
average accuracy of 83% in the extraction of the image and caption area. For only image region detection, up-to 97% of accuracy 
i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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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네트워크 관련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물 활

용에 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시장 가치가 잔존

하는 저작물들은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

나 실제 저작물 권리 처리가 어려운 저작물들의 시장 거래

에 있어서 저작권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래 비용은 시장 

실패의 결과를 가져 온다. 한 예로, 카네기멜론 대학도서

관은 디지털화 작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작업 대상 도서 

중 22%가 발행자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과 디지털화에 필

요한 예산보다 저작권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더 크

다고 조사한바 있다[1].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수많은 저작

물들이 유통되고 있으며, 저작권은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으로 성장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

권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

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이미지 저작권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진행되는 

않는 상태이다[2]. 

교육학습 저작물 분야에서는 미 보상 저작물(원)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저작권법의 구조적 병목현상에 의

해 대량의 고아저작물이 발생하고 있다 [3],[4]. 수업 목

적 저작물 또는 교육 목적 저작물의 보상금 규모는 연간 

70억 원에 달하고 문서 내의 그림 저작물은 미보상건 저작

물 가운데 78%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 학습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 자동화 요구를 충족시키는 문서 영상 처리 (document 
image processing) 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문서 영상 처리는 

문서를 영상으로 취급함으로써 문서 내 특성이 다른 정보 영역

들(그림 영역, 어문 영역 등)의 식별 기술, 각각의 영역에 대응

하는 기술 등이 포함 된다 [5]. 이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인 문

서 내 객체를 분리 및 추출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기존의 문서 영상 처리 기술과 인간의 작업을 보조하거

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객체 자동 

추출 및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문서 영상의 전처리 

과정과 문서 내 객체 추출을 위해 기존 문서 영상 처리 기술을, 
추출된 객체를 그림과 어문으로 분류하기 위해 딥 러닝 기술을 

각각 사용함으로써 교육 학습 저작물 분야의 종래의 문제점인 

저작권료의 비효율적인 지급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문서 구조분석 

또는 자동 인식 시스템에 대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제3장에

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객체 자동 분리추출 및 분류 시스템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하여 논한다. 마지막 제5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기존의 문서 구조 분석 및 자동 인식 시스템에서는 전통적으

로 특정 집합에 있는 객체 간의 거리에 의해 나누는 voronoi 
diagram을 이용한 분리 기법[6]이나 입력 영상의 수평, 수직 방

향으로 RLSA (run length smoothing algorithm)를 적용하여 객

체가 존재하는 영역만 남기는 방법[7]과 RLSA의 결과로 나온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객체를 문단 단위로 추출하는 

RXYC (recursive x-y cuts)를 적용하는 방법[8] 등이 널리 사용

되어 왔다. 또한, 스캔된 문서 이미지를 인식하고자 할 때는 인

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스큐 감지 및 보정, 노이즈 

제거 등을 통하여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 된다 [9]. 
이러한 방법들은 문서의 영역을 레이아웃 기반으로 분리하

여 개별 문자를 추출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주로 단순한 레이아웃 (보통 맨해튼 레이아웃이라 부름)을 가

지고 구조화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진 학술지, 신문과 같은 

문서들을 처리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용 학습문서는 과목 및 출판사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접근 방법

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다루

는 다양한 문자 및 영상 데이터 구조를 가진 교육 저작물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과 문자 부분이 단

순히 구성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그림과 중첩된 문자 영역, 
배경 색상의 존재, 사각형이 아닌 그림 형태 등 매우 복잡한 구

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 교육용 문서의 예시

Fig. 1. Example pages of educational books with various 
types of structures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구조의 문서를 스캐닝 하여 만

들어진 영상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각적 지능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의 눈이 집중하는 영역을 추출하고

[10], 문서 내에서 텍스트 영역과 그림 영역을 분리하는 기법

[11]을 동시에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도 높은 그림 영

역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한다. 또한 추출된 그림 영역 

기반으로 그림의 캡션 영역까지 추출하는 기술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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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하는 객체 자동 분리추출 및 분류 기법

3-1 객체 자동 분리추출 및 분류 기법 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객체 자동 분리추출 및 분류 시스템은 

크게 노이즈 제거, 주의 기반 영역추출, 블록 추출, 블록 분류 그

리고 캡션 탐색 과정으로 구성된다. 문서 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정보 영역들을 정확히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역 분리추

출 방법보다 효율적이고 진보된 접근방법과 문제해결 방법이 

필수적이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교육용 문

서 저작물의 그림저작물을 대상으로 인간의 시각 시스템에서 

자극적으로 인지하는 영역을 추출하고 딥 러닝을 통한 학습을 

통해 효율적으로 그림 영역과 문자 영역을 식별하여 분류하게 

된다.

그림 2. 전체 시스템 흐름도

Fig. 2. Overall system flowchart

그림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구축한 객체 자동 분리추출 

및 분류 기법의 전체 시스템 흐름 도를 보여준다. 스캔 된 교육

용 문서 영상이 입력되면 문서 이미지의 노이즈 제거 및 시각적 

주의기반의 영역을 추출하는 전처리 과정이 수행된다. 주의 기

반으로 추출 된 세일리언시 맵 (saliency map)에 대한 이미지 영

상을 가지고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 블록 단위 객체분할 과정을 

수행해 의미 있는 영역에 대한 블록들을 추출한다.
추출된 블록들은 ResNet 기반의 딥 러닝 모델을 이용한 그림 

및 어문 이미지 학습을 통해 블록을 그림인지 어문인지 분류하

게 된다. 분류 된 블록들은 동일한 유형을 가지는 블록끼리 서

로 병합하는 그룹화 과정 (grouping)을 수행하고 추출 된 그림 

블록의 캡션을 찾는 캡션 탐색을 수행한다. 

3-2 객체 자동 분리추출 및 분류 기법 세부 모듈 구현

1) 전처리 과정

시각적 주의 (visual attention) 정보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장면에서 눈에 띄는 영역 혹은 객체를 집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인간의 색상지각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

하면 인간은 주변에 비해 밝기, 색상, 차이가 심한 영역과 윤곽

선에 대한 특징이 강한 영역에 대해 강한 자극을 받는다[12]. 본 

절에서는 도드라진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세일리언시 기반의 

인간의 주의 시각 정보 추출 기법을 사용하였다[13].
그림 3은 밝기, 색상, 윤곽선 특징을 활용한 주의 시각정보 

추출 맵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의 (a)는 특징 맵을 추출

하기 위한 가우시안 피라미드 구성을 나타낸다.  (b)는 가우시

안 피라미드로부터 추출된 밝기, 색상, 윤곽선에 대한 특징 맵

으로, 특징 맵 추출 식은 다음과 같다. 

   ⊖ ,         (1)
      ⊖    ,  (2)
     ⊖    ,   (3)
    ⊖  .                             (4)

여기서,  는 밝기 특징 맵으로  는 밝기 값을 나타낸

다. 와 는 영상의 scale을 나타내는 변수로,       , 
   ,  여기서    을 사용하였다.  와 

 는 빨강과 초록 색상의 특징 맵과 파랑과 그레이스

케일 색상의 특징 맵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gabor 
filter [14]로 추출된 특징 맵을 나타내고, 

  ∘  ∘  ∘  ∘는 방향에 대한 변수이다. 
 

그림 3. 시각 주의 정보 추출 맵 결과

Fig. 3. Output map of visual attention information 
extraction

추출된 특징 맵들은 밝기, 색상, 윤곽선 특징에 따라 중요도 

맵을 추출하여 모든 자극도가 표현된 하나의 주의 시각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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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다. 각 특징의 중요도 맵과 중요도 맵의 선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주의 시각 정보 추출 식은 다음과 같다.  

  




 ,         (5)

  




    ,                    (6)

  






 ,                                      (7)

  ∙ ∙ ∙(8)

여기서 는 밝기, 는 색상, 는 윤곽

선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내고, 은 주의시각정보로써, 각 

특징의 중요도 맵이   의 선형 조합으로 구성된다. 

2) 블록 추출

블록 추출 단계에서 전처리를 거쳐 이진화 (binarization) 된 

문서 이미지로부터 대상 객체를 블록 형태로 추출한다. 그림 블

록과 문자 블록을 구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문서 내에 존재하

는 모든 객체들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서 이미지로

부터 객체를 추출하기 위한 과정은 크게 컨투어 영역 (contour 
region) 계산, 연결 성분(CC; connected component) 생성, 바운

딩 박스 (bounding box) 추출로 구성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

진다.
전처리를 통해 문서 이미지의 대상 객체들이 흰색 영역으로 

남는다. 컨투어 계산은 포함 관계가 있는 영역들의 외곽선을 추

적하여 내부에 포함된 다수의 영역들을 단일화한다[15]. 이후 

연결 성분 (connected component) 분석을 통하여  픽셀 단위의 

연결성을 갖는 영역들을 레이블링 한다. 최종적으로 동일한 레

이블을 갖는 픽셀 영역을 직사각 형태의 바운딩 박스로 추출한

다.
그림 4 는 이진화된 이미지 픽셀이 주어졌을 때 컨투어 영역

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4의 (a) 와 같이 이진화된 

이미지에서 밝기 값을 갖는 픽셀을 추적하는 컨투어링

(contouring)을 수행하게 되면  (b) 와 같은 경계선을 얻게 된다. 
컨투어링은 밝기 값이 존재하는 픽셀의 모든 외곽선을 추적하

므로 (b) 와 같이 2개의 외곽선이 검출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c) 와  같이 대상 객체의 최 외곽선만을 추적하여 단일화된 컨

투어 영역을 얻게 된다.

 

그림 4. 컨투어 영역 계산 예시

Fig. 4. Example of contour region calculation

컨투어 영역이 계산된 이미지로부터 대상 객체들을 추출하

기 위해 먼저, 픽셀 밝기 값의 연결성을 검사하여 연결 성분

(CC)를 생성한다. 즉, 그림 5의 (a) 와 같이 연결성이 존재하는 

픽셀들을 동일하게 레이블링 하는 작업이다. 연결 성분(CC) 레
이블링이 완료되고 동일한 레이블 값을 갖는 영역의 경계 

(boundary)를 기준으로  그림 5의 (b) 와 같이 바운딩 박스 형태

의 객체 블록들이 추출된다.

그림 5. 연결 성분 분석 예시

Fig. 5. Example of connected component analysis
 
3) 블록 분류

블록 분류 단계는 추출된 이미지 블록을 그림과 어문으로 분

류하는 작업과 과분할 (over segmentation) 된 블록들을 병합하

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그림 블록과 어문 블록을 판단하기 위해 딥 러닝 모델을 적

용하였다. 그림 6은 딥 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그림, 어문 블록을 

분류하는 과정을 도시한다. 분류에 사용된 모델은 ResNet 기반

의 2-class 분류기이다.
 모델의 학습을 위해 국내 초, 중, 고 교과서 샘플 문서로부터 

추출한 데이터 셋 10,000개 (그림, 어문 각각 5,000개)를 사용하

였다. 모델의 학습에는 nVidia GeForce GTX 960 4G GPU를 사

용하여 약 48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림 6. ResNet 모델 기반의 2-class 분류기

Fig. 6. 2-class classifier based on ResNet model

분류가 완료되면 과분할 된 블록들에 대한 병합 작업이 수행

된다. 그림 7은 그림 블록과 어문 블록을 서로 병합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기본적인 병합은 동일한 카테고리(그림, 어문)에 속

하는 블록 중에서 거리가 가까운 블록들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문서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문들은 크기를 기준



교육용 도서 영상을 위한 효과적인 객체 자동 분류 기술 

1327 http://www.dcs.or.kr

으로 병합 대상을 한정(제목, 본문, 캡션 등) 할 수 있으므로 어

문 블록에 대해서는 글자의 크기와 거리를 동시에 고려한 병합 

전략을 적용하였다. 병합이 완료되면 그림 블록과 의미 있는 단

위(1줄 이상)로 병합된 어문 블록들이 출력된다.

그림 7. 블록 병합 과정

Fig. 7. Block merging process

4) 캡션 탐색 

그림 8. 어문의 크기를 고려한 캡션 검출 과정

Fig. 8. Process of caption detection based on text size

캡션은 그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
라서 그림을 추출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림 블록에 대한 캡션을 

추출하기 위해 캡션의 특성을 기반으로 탐색한다. 크게 3단계

로 캡션의 특성인 이미지와의 근접성, 글씨 크기 등을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후보리스트를 추출해 낸다. 첫 번째로는 캡션과 그

림의 근접성을 이용하여 그림을 중심으로 상, 하, 좌, 우 4개의 

블록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상하좌우 블록은 그림 블록과의 거

리와 중심축에서 벗어난 정도에 따라 탐색하게 된다. 그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수식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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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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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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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arg


 

∩   

       (12)

캡션 블록이 CT일 때, 각 방향의 근접한 부분을 기준으로 상, 
하단은 y축, 좌, 우측은 x축을 비교하여 이미지 블록 IB와 텍스

트 블록 TB 간격을 얻는다. 그와 동시에 반대 축은 그림의 중심

에서 크게 벗어나는 블록을 제외하기 위해서 그림, 텍스트의 중

심 간격을 얻는다. 두 얻은 간격을 동시에 고려해 가장 작게 하

는 텍스트 블록의 인덱스를 얻게 된다.
4개 방향의 텍스트 블록이 선택된 후, 두 번째 단계는 캡션의 

특성의 하나인 작은 글씨를 이용하는 단계이다. 캡션은 본문의 

글씨보다 크기가 작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 8과 같이 본 연

구에서는 텍스트 블록의 y축 방향으로 히스토그램을 측정하여 

글자 크기를 추출한 후, 앞 단계에서 추출한 4 방향의 텍스트 블

록 중 일정 임계값 (threshold value)이하인 블록만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35를 임계값으로 설정하였다.

작은 글씨를 가진 텍스트 블록이 선택 되면,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캡션일 확률이 높은 텍스트 블록 top k개 중 top 1을 탐색

하기 위해 그림 블록과 텍스트 블록의 중심점 간의 거리를 구하

는 단계이다. 그림 블록과 텍스트 블록의 중심점 간의 거리는 

아래의 맨해튼 거리 (manhattan distance)를 이용하여 아래 수식 

(1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rg


  

 

        (13)

topk 1에 해당하는 캡션블록  는 이미지 블록 IB와 텍

스트 블록 TB사이의 맨해튼 거리가 가장 짧게 하는 텍스트 블

록의 j번째 인덱스를 i번째 값으로 가지게 된다.
topk 1으로 선택된 블록을 먼저 top k 캡션 후보 리스트에 저

장하고, 차례로 작은 글씨로 선택되었던 블록들이 일정 임계값

(threshold value) 이하의 거리를 가지면 캡션 후보 리스트에 저

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출한 그림에 대해 캡션의 후보리

스트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캡션 후보 선택을 위한 임

계값으로 실험을 통해 결정된 40을 사용하였다.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객체 자동 분리추출 및 분류 기법에 

대하여 분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시중에서 사용되는 교

재를 스캔한 문서 영상을 120장과 입력 문서의 120장에 대하여 

ground-truth 영상을 제작하였다. 객체 검출의 정확도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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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인 IoU (intersection over union)를 활용하

여 측정하였다. IoU는 검출 목표로 하는 ground-truth의 영역과 

검출 영역으로 예측 된 영역의 교집합 영역을 계산함으로써 두 

영역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의 일종이다. 

그림 9. 교육용 교재 이미지에서 검출 된 그림의 예시 (녹색 경계 

박스: 예측 된 그림 영역, 빨간색 경계 박스: 
ground-truth의 목표 영역)

Fig. 9. An example of detecting a figure in an educational 
book (The predicted bounding box is drawn in 
green color and the ground-truth bounding box is 
drawn in red color)

그림 9는 스캔 이미지에서 검출 된 객체 영역의 예를 보여준

다. 빨간색 경계 박스는 ground-truth의 검출 대상 영역을 의미

하고 녹색 경계 박스는 실제로 예측 된 목표 객체의 영역을 나

타낸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수식 (14)와 같이 0.7 이상의 교

차하는 영역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 

∩


 .                         (14)

교과서는 일반적인 문서와는 다르게 학생들에게 시각적 자

극을 주어 관심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페이지의 구성에서 

객체의 배치, 색상 등이 자유롭고 화려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

서의 구조와 텍스처의 복잡 도에 따라 난이도를 상, 중, 하로 분

류하였다.
그림 10은 난이도 별로 분류 된 교육문서 이미지의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10의 (a)는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서 이미지

를 보여준다. 난이도 ‘하’는 추출하고자 하는 객체와 배경의 구

분이 명확하고 객체 이외의 배경에 텍스처가 존재하지 않은 맨

해튼 레이아웃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10의 (b)는 다중 객체가 겹쳐서 배치되어 단일 대상으

로 취급되는 경우로  난이도 ‘중’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0의 

(c)의 이미지는 복잡한 레이아웃 구조와 화려한 배경이 같은 영

역에 존재하며 목표 객체와 꾸밈 텍스처가 중첩된 경우의 문서

로 난이도 ‘상’으로 분류하였다.

                (a)                         (b)                             (c)

그림 10. 난이도에 따른 교육용 이미지 분류 예시: (a)난이도-하 

(b)난이도-중 (c)난이도-상
Fig. 10. Examples of three type images according to the 

difficulty level (a)Low level (b)Mid level (c)High 
level

성능평가에서 120장의 문서를 각 난이도에서 각각 40장의 

문서를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객체 추출 정확도 측정은 

아래의 수식 (15)를 통하여 계산 가능하다.

                


×.                                       (15)

여기서 는 수식 (14)의 0.7이상의 IoU를 만족하는 영역

의 개수를 의미하고 는 ground-truth의 전체 영역의 개수를 

의미한다. 

표 1. 교육용 문서에서 그림 영역 추출 정확도

Table. 1. Accuracy of image area detection for educational 
book image

 Difficulty
level Low level Mid level High level Avg. value

Extraction
Accuracy 97% 83% 62% 81%

표 1은 성능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그림 영역 추출 정확도를 문서의 난이도에 따라 보여 준다. 제
안하는 기법 평균 81%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복잡한 문서구조

를 가지고 있는 난이도 ‘상’에서는 객체와 배경을 완벽하게 분

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2%의 다소 낮은 분리 추출

결과를 보여주지만, 난이도 ‘하’에 대해서는 97%의 높은 정확

도를 보여준다.

표 2. 교육용 문서에서 영상 및 캡션 영역 추출 정확도

Table. 2. Accuracy of figure and caption area detection for 
educational book image

 Image area Caption area All
Extraction
Accuracy 81% 8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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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교육용 문서 영상의 캡션을 포함한 전체적인 추출 정

확도를 보여 준다. 추출한 블록 영역과 ground-truth 영역을 비

교하여 위의 수식(15)에 따라 평가를 했을 때, 그림 영역에 있어

서는 81%의 정확도를 보였다. 캡션에 대한 ground-truth 영역이 

어문으로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정확도는 86%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두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전체 평균 정확도는 83%의 

성능을 보였다.  
그림 11은 제안하는 기법의 그림 및 캡션 추출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빨간색 영역은 ground-truth의 경계 박스를 나타내고, 
녹색 과 파란색 경계 박스는 예측 된 그림 영역과 캡션 영역을 

의미한다. 그림 1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의 구조와 달리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육용 학습문

서에 대하여 시각적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객체를 분리함

으로써  지재권 분석에 필요한 객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것

을 보여준다.

그림 11. 그림 및 캡션 영역 추출 결과 영상

Fig. 11. Results of extracting figure and caption areas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교육 저작물용 객체 자동 추출 및 

분류 시스템 기술을 제안하였다. 전처리 단계에서 인간의 시각 

주의 기반 정보 추출 기법을 사용하여 이미지와 비 이미지 영역

에 대한 분류를 우선 수행하여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또한 추

출된 블록에서 있어서 그림 블록과 어문 블록을 판단하기 위해 

ResNet 기반의 딥 러닝 모델을 융합한 시스템 기술을 구축하였

다. 분류된 이미지에 대해 상응하는 캡션을 탐색하는 과정을 추

가함으로써 저작물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성능 평가에서 그림 및 캡션 영역 추출 

실험 결과로 평균 83%의 정확도로 높은 성능 지표를 보여주었

다. 추후 전처리 과정에서 그림 및 캡션 영역을 더 정확히 분류

해내는 기법을 적용하고, 딥 러닝 구조를 고도화한다면  더 높

은 정확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문서 저작물 관리 시스

템의 자동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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