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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화질 하 모델에 기반한 다  인식기 결합을 이용하여 화질 상에 한 인식 성능을 개선하기 한 방

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화질 하 모델을 이용해 특정 화질에 각각 특화된 복수의 인식기들을 생성한다. 인식 과정

에서는 인식기들의 결과를 가  평균에 의해 결합함으로써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 이 때, 각 인식기의 가 치는 입력 상의 

화질 추정 결과에 따라 동 으로 결정된다. 입력 상의 화질에 특화된 인식기에는 큰 가 치를, 그 지 않은 인식기에는 작

은 가 치를 지정한다. 그 결과, 입력 상의 화질 변이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수의 인식기를 사용하

기 때문에 화질 상에 하여 단일 인식 시스템보다 더욱 안정 인 성능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다  인식기 결합 방법은 

화질을 고려하지 않은 다  인식기 결합 방법이나, 화질을 고려한 단일 인식 방법과 비교하여 더 높은 인식률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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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ultiple classifier combination method based on image degradation modeling to improve 

recognition performance on low-quality images. Using an image degradation model, it generates a set of classifiers each 

of which is specialized for a specific image quality. In recognition, it combines the results of the recognizers by weighted 

averaging to decide the final result. At this time, the weight of each recognizer is dynamically decided from the estimated 

quality of the input image. It assigns large weight to the recognizer specialized to the estimated quality of the input 

image, but small weight to other recognizers. As the result, it can effectively adapt to image quality variation. Moreover, 

being a multiple-classifier system, it shows more reliable performance then the single-classifier system on low-quality 

images. In the experiment, the proposed multiple-classifier combination method achieved higher recognition rate than 

multiple-classifier combination systems not considering the image quality or single classifier systems considering the 

imag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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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휴 용 카메라의 보 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로 촬

한 문서 상을 인식하기 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카메라로 취득한 상의 경우 제한된 해상도나 

통제되지 않은 촬  환경 등의 이유로 상의 화질이 하되

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화질 상 인식

DOI: 10.3745/KIPSTB.2010.17B.3.233



234  정보처리학회논문지 B 제17-B권 제3호(2010.6)

을 한 기술의 발 이 요구된다. 화질 문서 상을 인식

하기 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화질 입

력 상으로부터 고화질 상을 복원한 후 인식하는 방법[1, 

2]과 화질 상을 인식기 학습에 참여시킴으로써 화질 

하에 한 인식기의 응력을 높이는 방법[3-5]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  인식기 결합을 통해 화질 변이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다  인식 시

스템은 많은 연구에서 단일 인식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

왔다[6, 7]. 제안하는 시스템은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되, 서

로 다른 화질의 데이터로 학습됨으로써 차별화 된 복수의 인

식기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식기들은 동일한 범 와 스 일

의 클래스별 수, 는 거리를 출력하면서도 서로 강한 상

보성을 갖는다. 인식 과정에서는 인식기들의 결과를 가  평

균하여 최종 인식 결과를 결정한다. 이 때, 입력 상과 유사

한 화질의 데이터로 학습된 인식기에는 높은 가 치를, 그

지 않은 인식기에는 낮은 가 치를 지정한다. 입력 상의 

화질에 따라 인식기들의 가 치를 동 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화질 변이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화질 문서 상 인식  화질 

하 모델에 한 기존 연구들을 소개한다. 3 장에서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화질 하 모델 기반 다  인식기 결합 방

법에 해 설명하고, 4 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

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화질 문서 상 인식

화질 상에 한 인식기의 응력을 향상시키기 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화질 상을 인식기 학습에 참여시

키는 것이다. Ishida는 고화질의 명도 상에 다양한 강도의 

블러링과 서 샘 링을 용하여 다양한 화질의 학습 상을 

생성하 다[3].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인식기를 학습시킴으로

써 화질 상에 한 인식기의 응력을 개선하 다. 고화

질 상만을 학습에 참여시켰던 기존의 방법에 비해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단일 인식기만으로 다양한 화질 

변이를 모두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화질 상

에 한 응력을 강화하기 하여 화질 상을 학습에 많

이 참여시킬 경우 고화질 상에 한 성능이 하될 수 있다.

Omachi는 이진 상에 한 화질 하의 향을 모델링함

으로써 화질 하에 한 인식기의 응력을 개선하 다[4]. 

Omachi는 입력 상과 각 클래스의 유사도를 Mahalanobis 

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하 는데, 이진 상의 화질에 따라 공

분산 행렬을 조정함으로써 화질 하에 한 응력을 개선

하 다. Omachi의 방법은 인식 상이 이진 상인 인식 시

스템에 합하다. 그런데, 인식 상이 명도 상일 경우 화

질 하가 있더라도 상에 남아있는 정보의 양이 이진 상

보다 많다. Omachi의 방법은 이와 같은 명도 상의 장 을 

활용하지 않는다.

Liu는 명도 상의 화질을 명도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하여 

상 하 세 단계로 분류한 후 각 화질에 특화된 인식기로 인

식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5]. 학습 단계에서는 학습 상을 

화질에 따라 세 단계로 나 어 세 개의 서로 다른 인식기를 

학습하 다. 인식 단계에서는 입력 상의 화질을 추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인식기를 선택하여 인식하 다. Liu의 

시스템은 특정 화질에 특화된 복수의 인식기로 구성되었으나, 

실제 인식에는 하나의 인식기만을 사용하고 그 외의 인식기

들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인식 시스템의 장 을 충분

히 활용하지 않았다. 

2.2 화질 하 모델

카메라를 이용해 상을 취득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왜곡 

 블러링에 의한 화질 하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화질 하 모델에 의해 표 할 수 있다. 리 사용되는 화질 

하 모델은 (그림 1)과 같다[1]. 촬  상이 되는 물체, 

는 장면을 X라 하고 카메라에 의해 취득되는 상을 Y라 하

자. X로부터 Y가 생성되는 과정에는 변형, 블러링, 서 샘

링 등의 화질 하가 발생하며, 잡 도 포함된다.

(그림 1)의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NXMBSY +⋅⋅⋅= (1)

여기에서 M은 왜곡, B는 블러링, S는 서 샘 링, N은 잡

을 각각 나타낸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화질 

하  인식 성능 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블러링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러링에 의한 화질 하에 

을 두었다.

블러링은 주로 PSF(point spread function) 커 에 한 

컨볼루션으로 모델링된다[2, 8]. Chiang은 블러링을 (그림 2)

과 같이 가우시안 커 을 이용한 컨볼루션으로 모델링하 다

[8]. 원 상이 이상 인 에지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한 후 블

러링이 포함된 입력 상을 이상  에지와 가우시안 PSF 커

의 컨볼루션으로 생성된 블러드 에지 모델(blurred edge 

model)로 나타내었다. 이 때 화질 하의 정도는 가우시안 

커 의 표 편차에 의해 표 된다.

(그림 1) 화질 하 모델

(그림 2) Chiang의 블러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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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질 하 모델 기반 다  인식기 결합에 의한 

화질 상 인식

3.1 시스템 개요

인식기를 특정 화질의 데이터로 학습시키면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화질의 입력 상에 한 응력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인식기만으로 다양한 화질 문자 상을 모두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화질 하가 심한 상의 

경우 해당 화질에 응된 인식기라 해도 좋은 성능을 얻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각 특정 화질에 응된 복수의 

인식기를 결합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다  인식기 결합을 이용한 화질 상 인식 방법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3)와 같다. 인식 시스템은 특정 화

질에 특화된 다수의 인식기로 구성된다. 상이 입력되면 각 

인식기를 이용하여 인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결합하여 

최종 인식 결과를 출력한다. 각 인식기는 특정 화질에 특화

되어 해당 화질의 상에 해서는 우수한 성능을 갖는다. 

결합 과정에서는 다  인식기의 클래스 별 인식 결과들을 조

합하여 입력 상의 화질을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각 인

식기에 가 치를 지정한다. 입력 상의 화질과 유사한 화질

에 특화된 인식기에는 높은 가 치를, 그 지 않은 인식기에

는 작은 가 치를 지정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결합에 참여하

는 모든 인식기가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며 학습 가능한 방

법일 경우 용 가능하며, 인식기의 종류나 개수 N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림 3) 화질 하 모델 기반 다  인식기 결합

3.2 화질 별 인식기 생성

최근에는 인식기를 구 하기 하여 신경망, 통계  인식

기, SVM 등 학습 데이터로부터 기계 학습이 가능한 알고리

즘들이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인식기들의 특성  성능은 

그 인식기의 학습 과정에 사용한 샘  데이터의 성질에 크게 

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이용하여 (그림 

4)과 같이 각 인식기들을 각각 서로 다른 화질의 학습 상

으로 학습함으로써 특정 화질에 특화된 인식기들을 생성하

다. 결합에 참여하는 인식기들은 모두 동일한 학습  인식 

방법론을 사용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화질의 데이터로 학습

되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즉, 고화질 상으로 학습된 

인식기는 고화질 상에 특화된 성능을 갖고, 화질 상으

로 학습된 인식기는 화질 상에 특화된 성능을 갖는다.

다양한 화질의 학습 상을 수집하는 것은 실 으로 쉽

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화질 하 모델을 이용하면 고화질 

상으로부터 다양한 화질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2]. 가우시안 PSF 커 을 이용한 화질 하 모델을 사용할 

경우 커 의 표 편차를 이용하여 화질 하의 정도를 조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식에 있어서 실질 인 화질 하의 

향은 커  뿐 아니라 입력 상의 크기와도 계가 있다. 동

일한 커 을 사용할 때 실질 인 화질 하의 향은 입력 

상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즉, 동일한 정도로 화질이 하된

다 하더라도 입력 상이 작은 경우는 인식 성능이 격히 

하되지만, 입력 상이 큰 경우는 별로 향을 받지 않는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우시안 커 의 표 편차 신 표

편차와 입력 상의 크기에 한 비를 이용하여 화질을 나

타내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된다.

bY = σy/hx (2)

bY는 입력 상 Y의 실질  화질 하도를, σy와 hx는 가우

시안 커 의 표 편차와 원본 상 X의 높이를 각각 나타낸

다. 고화질 학습 상 X에 하여 bY만큼 화질을 하시키기 

한 커 의 표 편차 σy는 bY와 hX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림 4) 화질별 인식기 생성

3.3 다  인식기 결합

신경망, 통계  인식기 등 학습 가능한 인식기들은 입력 

상이 주어졌을 때 각 클래스별로 수, 는 거리의 의미

를 갖는 측정치(measurement)를 출력한다. 단일 인식 시스템

에서는 이 값이 수일 경우 최 값을 갖는 클래스를, 거리

일 경우 최소값을 갖는 클래스를 인식 결과로 선택한다. 

다 인식기 결합 방법은 크게 추상화(abstraction) 수 의 

결합, 순 (rank) 수 의 결합, 측정치 수 의 결합으로 분류

할 수 있다[6]. 이  측정치 수 의 결합은 성능이 가장 우

수하다. 그러나, 인식기들의 측정치가 유사한 범   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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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질 경우에 한해 직  용할 수 있으며 그 지 않을 경

우 별도의 측정치 정규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제안하는 방

법과 같이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되 학습 데이터를 차별화

함으로써 상보성을 확보한 인식기들은 유사한 범 와 스 일

을 갖는 측정치를 출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규화 과정 없이

도 측정치 수 의 결합이 가능하다.

다  인식 시스템에 상이 입력되면 각 인식기는 출력한 

클래스 별 수( 는 거리)를 출력한다. j번째 인식기가 출력

한 c번째 클래스의 수를 sj(c)라고 하자 (1≤ j≤N, 1≤c≤

C). N은 결합에 참여하는 인식기의 수, C는 인식의 상이 

되는 클래스의 수를 나타낸다.

입력 상이 주어졌을 때 각 인식기의 정확도는 입력 상

과 그 인식기의 학습 데이터 간 화질의 유사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인식기에 입력 상의 추정된 화

질과 그 인식기가 학습된 화질 간의 유사도에 의해 가 치를 

지정한 후 그 가  평균을 통해 인식기들의 결과를 결합하

다. 이 때, 가 치는 가우시안 가 치 함수를 이용하여 결정

하 다[9]. 입력 상 Yi의 화질을 bi라 하고, j번째 인식기가 

특화된 화질을 bj라 하면 j번째 인식기의 가 치 wj는 식 (3)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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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가우시안 분포의 표 편차 σ는 실험 으로 결정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  실험을 통해 높은 인식율을 

나타내는 값을 선택하여 사용하 다.

각 인식기의 가 치가 결정되면 다음 식을 이용하여 인식 

결과 c
*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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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c)가 거리 등 부정 인 척도일 경우에는 argmax 신 

argmin을 사용한다. Liu의 방법이 여러 인식기  한 개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에 반해 제안하는 방법은 모든 인식기

의 결과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입력 상의 화질을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Chiang는 입력 상의 지역 에지가 이상  에지와 가우시안 

PSF의 컨볼루션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입력 상으

로부터 가우시안 PSF를 역으로 추정하 다[8]. 이 방법은 가

우시안 PSF를 사용한 화질 하 모델에 합하지만, 복잡도

가 높아 실제 인식 시스템에 사용할 경우 속도가 많이 하

된다. Liu는 학습 데이터를 상 하 3종류의 화질로 구분하고 

각 화질의 데이터로부터 명도 히스토그램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참조 특징을 생성하 다. 인식 단계에서는 입력 

상의 명도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추출한 특징을 참조 특징과 

비교함으로써 입력 상의 화질을 추정하 다[5].

본 연구에서는 특정 화질에 특화된 인식기가 학습 상과 

유사한 화질의 입력 상에 하여 높은 수를 출력하는 

을 이용하여 각 인식기의 클래스 별 수로부터 화질을 추정

하 다. 결합에 참여하는 인식기들이 각각 특정 화질에 특화

되었기 때문에, 입력 상에 하여 체 으로 높은 수를 

출력하는 인식기는 입력 상의 화질과 가장 가까운 화질에 

특화된 인식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력 상에 하여 

높은 수를 출력하는 인식기를 선택한 후, 그 인식기가 학

습된 화질을 입력 상의 추정 화질로 선택하 다.

모든 조합의 인식기 j  클래스 c에 한 sj(c)는 <표 1>

과 같이 NxC 크기의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입력 상에 

하여 가장 높은 수를 출력하는 인식기는 sj(c)  큰 값

을 갖는 K개의 원소들에 하여 순 를 반 한 가  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표 1>의 행렬  큰 값을 갖는 원소 K개를 

sj(k)(c(k)) (1≤k≤K)라고 하자. 여기에서 j(k)와 c(k)는 각각 

k번째 원소의 행(인식기)과 열(클래스)를 의미한다. 입력 

상의 화질에 가장 합한 인식기, 즉 화질 추정치 bi는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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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에 의해 결정된 bi는 식(3)의 가 치 계산에 사용된

다. 제안하는 방법은 별도의 상 분석이나 별도의 특징 추

출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각 인식기들의 출력만을 이용해 화

질을 추정하기 때문에 은 계산만으로도 입력 상의 화질

을 효과 으로 추정할 수 있다.

클래스1 클래스2 클래스3 … 클래스C

인식기1 S1(2) S1(3) S1(4) … S1(C)

인식기 2 S2(2) S2(3) S2(4) … S2(C)

인식기 3 S3(2) S3(3) S3(4) … S3(C)

… … … … … …

인식기N SN(2) SN(3) SN(4) … SN(C)

<표 1> 각 인식기의 클래스별 수 sj(c)

4. 실 험

제안하는 방법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한  인

식에 용하여 성능을 측정하 다. 실험 데이터로는 ETRI 

문자 상 데이터의 인쇄 한  상을 사용하 다[11]. ETRI 

데이터는 한  2350클래스에 하여 클래스당 300자의 샘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자 클래스 520

개를 실험에 사용하 으며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2:1의 비율로 나 어 사용하 다. 실험은 Q6600 2.4MHz 

CPU와 4GB 메모리를 갖는 PC에서 Visual Studio 6.0을 이

용해 실시하 다.

다양한 화질의 상을 생성하기 하여 식(2)의 bY를 0.01

에서 0.1까지 0.01의 간격으로 변화시키며 각 원본 상에 블

러링을 가하 다. 원본 상을 포함하여 모두 11단계의 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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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F MLP

테스트 상 화질 테스트 상 화질

1 2 3 1 2 3

인식기 

응 화질

1 99.71 77.27 15.59 95.19 67.9 12.89

2 46.49 99.72 76.2 88.06 94.63 45.25

3 1.9 70.63 99.57 18.53 60.81 85.13

<표 3> 입력 상의 화질 하 정도에 따른 인식기 별 성능

1 2 3 평균 오류율
각 방법론 비 

오류감소율

A 80.9 95.4 82.1 86.11 13.89 95.90%

B 82.1 96.3 85.5 87.95 12.05 95.27%

C 98.9 97.3 99.6 98.59  1.41 59.57%

D 96.3 97.6 99.5 97.76  2.24 74.55%

E 92.2 97.8 93.8 94.58  5.42 89.48%

F 99.2 99.6 99.5 99.43  0.57 -

G 99.0 98.9 92.9 96.91  3.09 81.55%

H 98.9 97.3 99.6 98.59  1.41 59.57%

<표 4> 결합 방법에 따른 인식 성능 (LDF)

이 사용되었다. <표 2>는 이와 같이 생성한 상 데이터의 

이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의 화질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복

잡도가 증가하고 화질 측정의 정확도가 하될 뿐 아니라, 

각 인식기가 지나치게 화질에 민감해 진다. 따라서 본 실험

에서는 11단계의 화질을 소수의 그룹으로 결합하여 다  인

식기 구성에 사용하 다. 사  실험을 통해 그룹의 수를 변

화시키며 성능을 측정한 결과 3개의 그룹으로 나 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 다. 이 때, 각 그룹은 bY가 각각 

0~0.02, 0.03~0.06, 0.07~0.10인 데이터들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방법을 다양한 인식 방법에 용하 을 때의 효

과를 측정하기 하여 문자 인식에 리 사용되는 LDF 

(Linear Discriminant Function)와 MLP(Multi-Layer Perceptron) 

등 두 가지 인식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12,13]. LDF의 

경우 인식 성능의 향상을 하여 LVQ (Learning Vector 

Quantization)를 용해 유사 문자에 한 구분력을 강화하

다[14]. LDF는 부정  척도인 클래스별 거리를 출력하기 때

문에, 식(4)에서 argmax 신 argmin을 사용하 다. 특징 추

출 단계에는 문자 인식에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NCGF 

(normalization-cooperated gradient feature)을 이용하 다

[15]. 특징 벡터는 8가지 방향에 하여 8 x 8 그물망(mesh)

을 이용해 추출된 512 차원의 벡터를 사용하 다.

원본 bY=.01 bY=.03 bY=.05 bY=.07 bY=.10

<표 2> 실험에 사용한 상 데이터의 화질

4.1 다양한 화질의 입력 상에 한 각 인식기 성능

먼  다양한 화질의 테스트 상에 한 각 인식기의 성능

을 악하기 하여 여러 화질의 테스트 데이터들을 각 인식

기에 입력하여 성능을 측정하 다.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

다. 각 행은 인식기가 응된 화질을, 각 열은 인식률 측정에 

사용된 테스트 상의 화질을 나타낸다. 

각 화질의 테스트 상에 하여 동일한 화질에 응된 인

식기는 매우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다른 화질에 

응된 인식기에서는 인식률이 크게 하되었다. 이러한 인

식률의 하는 실험자의 상보다도 훨씬 격하 다. 이는 

인식 성능에 있어서 화질 변화의 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므로, 다양한 화질의 입력 상에 하여 좋은 

인식 성능을 얻기 해서는 입력 상의 화질과 인식기가 

응된 화질 간의 상  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다  인식기 결합 방법에 따른 인식 성능

제안하는 결합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다양한 인

식기 결합 방법들과 비교하 다. 각 인식기에 용한 인식 

방법, 특징 추출 방법, 화질의 단계 수 등은 모두 동일하다. 

실험에 사용된 인식기 결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입력 상의 화질을 반 하지 않은 방법

A. 각 인식기의 1  후보만을 이용한 투표[16]

B. 각 인식기의 복수 후보를 이용한 다  투표[16]

C. 모든 인식기가 출력한 클래스 별 측정치  최 값

•입력 상의 화질에 따른 가 치를 용한 결합 방법

D. 각 인식기의 1  후보에 가 치를 용한 투표

E. 각 인식기의 복수 후보에 가 치를 용한 다  투표

F. 제안하는 방법

화질 추정을 한 상수 K와 가 치 결정을 한 식 (3)의 

상수 σ는 사  실험에 의해 좋은 성능을 보인 값을 선택하

다. 실제 사용된 값은 LDF에 하여는 K=3, σ=2.0, MLP에 

하여는 K=3, σ=0.5이다. 한, 제안하는 방법을 화질 응

을 이용한 단일 인식 방법들과 비교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과 비교하 다. 이  G는 방법론 으로 Ishida의 방법과 

동일하며 H는 화질 추정 방법을 제외하면 Liu의 방법과 동

일하다[3,5]. 다만, 다양한 결합 방법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실

험 환경을 통일하기 하여 학습 데이터의 조합을 다소 수정

하 다. 

•화질 응을 용한 단일 인식 방법

G. 모든 화질의 데이터로 학습된 단일 인식기[3]

H. 입력 상의 화질에 가장 가까운 화질에 응된 단

일 인식기[5]

각 결합 방법 별 인식 성능의 측정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LDF가 MLP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

다. 두 가지 인식 방법 모두에서 6가지 다  인식기 결합 방

법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제

안하는 방법은 한, 화질을 고려한 단일 인식 방법들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두 방법  높은 성능을 보 던 

LDF의 경우 제안하는 방법의 에러율을 단일 인식 기반 기존 

방법들인 G, H와 비교하면 각각 81.55%, 59.57%의 오류 감

소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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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평균 오류율
각 방법론 비 

오류감소율

A 88.8 88.0 54.6 77.13 22.87 60.79%

B 87.5 87.9 60.1 78.50 21.50 58.29%

C 94.4 92.7 85.0 90.70 9.30 3.58%

D 94.4 92.7 85.0 90.70 9.30 3.58%

E 94.4 92.6 85.0 90.67 9.33 3.93%

F 94.8 93.3 85.0 91.03 8.97 -

G 94.2 93.3 76.7 88.07 11.93 24.86%

H 95.7 93.6 81.5 90.27 9.73 7.88%

<표 5> 결합 방법에 따른 인식 성능 (MLP)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화질 하 모델에 기반한 다  인식기 결합

을 이용하여 화질 상을 효과 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하 다. 화질 하 모델에 기반하여 다양한 화질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식기들을 학습함

으로써 특정 화질에 각각 특화된 다수의 인식기를 생성하

다. 결합 과정에서는 입력 상의 화질을 반 하여 각 인식

기의 가 치를 결정하 다. 제안하는 다  인식기 생성  

결합 방법은 인식기 상호간에 상보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다양한 화질 변이에도 잘 응할 수 있어 화질 상을 효

과 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ETRI 데이터에 

포함된 한  520 클래스의 문자 상에 하여 실험을 실시

하 다. 다양한 화질의 상이 입력될 경우 각 인식기의 성

능은 그 인식기가 학습된 화질에 매우 크게 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나 인식 과정에 입력 상의 화질이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함을 정량 으로 확인하 다. 한, 다양한 결합 방법을 

비교 평가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  인식기 결합 

방법이 기존의 다  인식기 결합 방법이나 화질 응을 용

한 단일 인식 방법 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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