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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시대로의 돌입으로 인해 문서 기반의 업무

를 자동화하는 문서 처리 자동화 솔루션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문서 처리에서는 사람이 인쇄된 문서 또

는 이미지 파일 형태의 문서를 직접 보고 수작업을 

통해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때 내용을 다른 항목에 

잘못 입력하거나, 타이핑 실수 등으로 잘못된 내용이 

입력되어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문

서 처리 자동화는 사람이 직접 서류를 보는 대신 광

학 문자 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통해 이미지화된 문서에서 글자들을 인식하고, 해당 

문자들을 자동으로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한다. 문서 

처리 자동화를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피로를 경감할 수 있고, 사람이 직접 문서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실수를 경감시켜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최근 OCR 분야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됨으로

써[1-3] 인식 정확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하지만 문

서이미지에 OCR만 적용할 경우 문자는 잘 인식되지

만, 문서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 문서 처리 자

동화에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업무에서 

많이 쓰이는 표가 포함된 문서는 해당 표 내부 각각

의 항목에 해당 항목의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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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OCR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러한 항목별로 얻

을 수 있는 정보들이 무시된다는 문제가 있다. 문서

의 구조 또는 양식이 통일되어 있다면 항목별 고유 

위치를 기반으로 한 문서 처리 자동화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문서의 양식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양한 업체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문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각의 문서 유형마다 항목의 위치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문서 유형마다 항목을 구분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이는 선으로 둘러싸인 경우, 수평

선으로 행을 구분하고 열 항목은 공백으로 구분되는 

경우, 제목과 내용이 하나의 박스로 구분된 경우 등

의 형식이 있을 수 있다. 항목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각각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이전 연구[4]에서는 항목이 선으로 둘러싸였을 경

우의 표 구조를 인식하고 문자 인식을 통해 문서 처

리 자동화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전 연구의 방법은 항목이 선 없이 공백으로 나뉜 표

에 대해 표 및 표 항목을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표 유형에 대해서도 표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선으로 표 내 셀

들이 둘러싸인 경우나 박스로 항목이 둘러싸인 경우

는 수평선 또는 수직선을 검출하여 항목 영역을 검출

한다. 공백으로 항목이 분리된 경우에는 문자의 정렬 

형태를 기준으로 각 항목 영역을 검출한다. 줄 단위

로 단어 또는 문장 블록을 검출하고, 줄 단위로 같은 

문장의 배치가 반복되면 이를 하나의 표로 검출하고,

각각의 영역을 표 내부 항목으로 검출하는 것이다.

그 후 항목 영역별로 문자 인식을 수행하여 표 내부 

항목별 문자 인식 결과를 구조화된 텍스트 파일 형태

로 출력한다.

2. 관련 연구

2.1 영상 내 문자 인식 기술

OCR에서는 문자 영역 검출 단계를 통해 영상에서 

문자가 있는 영역을 검출한 다음, 해당 영역에 대해 

문자를 인식하는 문자 인식 단계를 수행한다. 기존에

는 기계학습을 통해 문자 영역 검출 및 문자 인식을 

수행하였다. 딥러닝 신경망이 등장한 이후, OCR에 

딥러닝을 적용함으로써 문자 영역 검출 및 문자 인식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최근에는 딥러닝을 통해 문

자 영역 검출 단계와 문자 인식 단계가 통합되는 추

세이다.

딥러닝 신경망을 이용한 OCR에서는 콘볼루션 신

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통해 

검출된 영상 특징으로부터 문자 영역을 인식하고, 각

각의 문자를 분류한다. 한 문장 내에서 특정 문자는 

앞 또는 뒤에 나타나는 문자와 연관성이 높다는 특징

이 있다. 이는 문장 또는 문자열은 일종의 시계열 데

이터로써, 이를 처리하는 신경망인 순환 신경망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장단기 메모리

(LSTM, Long short-term memory) 신경망 등을 적

용할 수 있다. 딥러닝을 통한 OCR에서는 이러한 특

징을 사용하여 CNN과 RNN을 통해 문자를 인식한

다. B. Shi[5]는 CNN을 통해 시각적 특징을 추출하

고,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Bi-LSTM, Bidirectional

LSTM) 구조의 신경망을 통해 문자열을 예측하였

다. J. Wang[6]은 게이트 순환 유닛(GRU, Gated re-

current units)을 통해 문자열이 가지는 시계열 데이

터의 특성을 처리함으로써 성능이 개선되었다. Z.

Cheng[7]은 Attention 알고리즘[8]을 적용하여 문자

를 인식하였다. 이때 해당 Attention 알고리즘을 통

해 가중치가 올바로 책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네트

워크를 통해 문자 인식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문자 영역 검출 단계와 문자 인식 단계를 통합하

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선형으로 구성된 

문자뿐만 아니라 곡선으로 이루어진 문자도 인식할 

수 있다. Aster[1]는 딥러닝을 통해 선형 형태로 정렬

되지 않은 문장이 포함된 이미지를 조작하여 선형으

로 정렬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장에 대해 문자 인식을 

하였다. TextSpotter[2]는 다중스케일의 특징을 검

출하는 특징 피라미드 신경망(FPN, Feature pyr-

amid network)을 적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문자에 대

해 정확한 문자 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 DocTr[3]은 

입력 영상에 대해 Self-Attention[8]을 통해 영상 내 

문자의 형태적 왜곡 및 음영을 감지하여 수정하여 

문자 인식 성능을 높였다.

2.2 표 항목 검출 방법

표 검출 및 표 내부 항목 인식 방법은 크게 수직선 

및 수평선 성분 검출을 통한 방법, 문자 배치를 분석

하여 표 항목을 검출하는 방법, 그리고 문서 이미지 

파일의 화소 분포를 통한 딥러닝 방법으로 분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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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선분 검출을 통한 표 항목 검출 방법[4,10]은 

영상 처리를 통해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의 선분을 

검출한 다음, 이를 통해 사각형의 항목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구현하기가 편하고, 선분으로 

둘러싸인 표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백으로 항목을 분류한 표에 대해서

는 표 영역 검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문자 

배치를 분석하여 항목을 검출하는 방법[11-13]은 문

자 영역을 검출한 후, 해당 문자들의 정렬 형태를 분

석하여 수직 방향으로 배치된 문자 영역 간 공간 폭

이 유사하다면 같은 열로 간주하여 표 및 항목을 검

출하는 방법이다. 해당 방법은 선분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표 형태에 대해서도 표 및 항목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표를 검출하는 경

우나 일부 표를 검출하지 못하는 오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문자 영역을 얻기 위해서 OCR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T.

T. Anh[14]은 선분 검출 방법과 텍스트 배치 방법을 

혼합하여 표 항목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러닝을 통해 

표 및 표 항목을 검출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P.

Forczmański[15]는 CNN를 사용한 객체 검출을 통

해 표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우표, 로고, 텍

스트 블록, 표 등의 항목을 라벨링한 문서 이미지 데

이터 셋을 통해 객체 검출 신경망을 학습시켰다. S.

R. Qasim[16]은 CNN과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GNN,

Graph neural network)가 조합된 딥러닝 신경망을 

통해 표 항목을 검출한다. CNN은 시각적 특징을 추

출하고, GNN은 추출된 시각적 특징을 바탕으로 그

래프로 구조화하여 표 항목을 검출한다. TableNet

[17]은 단일 입력 이미지에서 표 영역 검출과 열 검출 

두개의 결과를 출력한다. 해당 딥러닝 네트워크는 단

일 객체 검출 모델인 VGG-19를 사용하여 객체의 시

각적 특징을 추출한 후, 두 개의 디코더 구조를 통해 

결과들을 출력한다.

3. 다양한 표 유형에서 표 구조 인식을 통한 문서 

처리 자동화

3.1 딥러닝을 통한 문서 내 표 항목 분류

Fig. 1은 문서 영상에서 보이는 다양한 표 형태를 

보인다. 이때 Fig. 1(a)는 항목들이 사각형으로 둘러

싸인 형태이고, Fig. 1(b)는 표 내 각각의 내용이 상자

로 둘러싸인 경우, Fig. 1(c)는 일부의 수평선이 보조

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공백과 줄 바뀜으로 항목이 분

류된 경우이다.

Fig. 1(a)-(b)의 경우를 검출하기 위해 선분 검출 

기반의 방법[4]을 사용한다. 먼저 Canny 알고리즘을 

통해 영역 내 외곽선을 검출하고, Douglas-Peucker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외곽선을 이루는 꼭짓점을 검

출한다. 연결된 하나의 외곽선에서 꼭짓점이 4개일 

경우, 해당 외곽선을 표를 이루는 구분자로 검출한

다. 표 전체의 외곽을 둘러싸는 사각형이 검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검출된 사각형 간 포함관계를 조사

하여 2개 이상의 사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은 제외

한다. Fig. 2은 선분 검출 기반의 항목 검출 결과를 

보인다.

공백으로 항목들이 구분된 표에 대해서는 항목 간 

간격을 분석하여 표 및 항목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18]. 이를 위해 먼저 실행 길이 평활 알고리즘

(RLSA, Run-length smoothing algorithm)[19]를 통

해 문서 이미지를 이진화한다. 이는 문서 내 흰색 화

소에 대해 만약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임의의 거

리 l 화소거리 이내에 글자를 구성하는 화소가 존재

한다면 해당 화소를 255로 변환하여 이진화한다. 해

당 방법을 통해 Fig. 3(b)와 같이 표 영역을 그룹화할 

수 있다. 그 후 그룹화된 영역의 경계상자를 계산하

여 표 영역을 검출한다. 표 항목 요소들은 RLSA를 

(a) (b) (c)

Fig. 1. Various table types. (a) ruling lines surrounding table items, (b) boxes surrounding table item contents, and 

(c) items separated by spaces and lin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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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으로만 적용하여 Fig. 3(c)와 같이 구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 검출된 표가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표에 외부 영역의 경계 상자

와 내부 영역 경계 상자가 검출될 수도 있다. 이는 

검출된 표 경계상자 간 겹침 여부를 확인한 뒤, 겹치

는 경우 두 경계 상자를 합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하나의 표 내부의 항목 요소들이 수직 방향으로 

겹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같은 행에 속하는 항

목 요소들을 구할 수 있다. 즉 두 항목 요소들의 경계

상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단에 있는 경계 상자를 

A, 하단에 있는 경계 상자를 B라 했을 때, 아래 조건

을 통해 수직 방향으로 겹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ymin(A), ymax(A)), (ymin(B), ymax(B))는 각각 경

계 상자 A, B의 수직 좌표이다.

minA≦max B (1)

각 열에 속하는 항목 요소들을 구하기 위해 표 내

부 최상단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같은 열

에 속하는 항목 요소들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다는 

가정을 통해 열 방향으로 항목을 검출한다. 이를 위

해 위로부터 같은 행에 속하는 요소들의 개수를 센 

후, 해당 요소들의 개수가 1개가 되지 않는 맨 처음의 

행을 해당 표의 첫 행으로 한다. 그 후 각각의 요소들

에 대해 세 개의 기준점을 찍는다. 이는 항목 요소의 

경계 상자의 맨 왼쪽 끝과 오른쪽 끝, 그리고 중앙을 

기준으로 한다. 그 후 아래 행들 각각에 속한 항목 

요소에서 3개의 점 각각의 수평 좌표와 거리 차이가 

d이하인 구성 요소를 같은 열에 속한 항목으로 Fig.

4와 같이 구한다.

Fig. 5는 해당 방법을 통해 표 내부의 항목을 구조

화한 결과를 보인다.

3.2 표 항목 문자 인식을 통한 문서처리자동화

인식된 표 및 표 내부 항목을 토대로 문서 인식을 

(a)

(b)

(c)

Fig. 2. Table item detection when items are surrounded 

by lines. (a) original table image, (b) detecting 

table contour, and (c) detecting table item areas.

(a) (b) (c)

Fig. 3. Detection of table items by RLSA[18]. (a) original image, (b) table detection by RLSA in vertical and horizontal 

directions, and (c) items detection by RLSA in horizontal direction.

Fig. 4. Finding items in same column by thre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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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이때 문서 내 표의 형태에 따라 선분 검출 

기반의 방법과 항목 간격 분석 방법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항목 간격 분석 방법을 적용

하여 표 항목을 인식할 경우 선분으로 둘러싸인 표도 

인식이 된다. 하지만 Fig. 1(b)와 같이 상자에 항목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항목 간격 분석 방법으로 표 

항목을 인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표 검출 단계에서 두 개의 표 항목 검출 방법의 결과

를 제시한다. 만약 하나의 방법에서 표 항목 검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표 검출이 된 방법의 결과를 사

용하지만, 두 방법에서 모두 표 항목 검출이 되었다

면 사용자에게 두 결과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항목 내 문자 인식은 DocTr[3]을 사용한다. 해

당 엔진에 각각의 표 내부 항목 영역의 영상을 입력

하여 인식 결과를 얻는다. 그 후 구해진 표 구조를 

통해 쉼표와 줄 나뉨으로 항목이 구분되는 파일인 

CSV 포맷이나 JSON으로 출력하여 문서 처리 자동

화를 수행한다. Fig. 6은 입력 표에 대한 인식 결과를 

보인다.

4.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표 구조 인식 방법에 대해 모

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을 위해 선으로 항목

이 둘러싸인 표가 포함된 15장의 문서 영상과 공백으

로 항목이 구분되는 15장의 문서 영상, 총 30장의 문

서 영상을 사용하였다[20-21]. Fig. 8은 모의실험에 

사용한 문서 영상의 일부를 보인다. Fig. 7(a)는 항목

들이 선으로 둘러싸인 표이며, Fig. 8 (b)는 각 항목이 

공백으로 분리된 표이다.

Fig. 8은 Fig. 7(a)에 대해 표 항목 검출을 한 결과

이다. 이때 Fig. 8(a)는 선분 검출 기반의 표 항목 검

출 방법을 적용한 결과로, 선분 검출 기반의 표 검출

이 잘 되었음을 보인다. Fig. 8(b)는 제안한 항목 간격 

분석 방법을 통해 표를 인식한 결과이다. 해당 방법

Fig. 5. Structuring items in table.

(a)

(b)

Fig. 6. Recognition result for table image. (a) original image and (b) Character recognition result in CSV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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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느 정도 표 내 항목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Fig. 8(b)의 맨 오른쪽경우와 같이 한 항목 

내 글자 간 간격이 매우 클 경우 별개의 항목으로 

오인식된 것을 보인다.

Fig. 9는 Fig. 7(b)에 대해 표 항목 검출을 한 결과

이다. Fig. 7(b)의 표 유형들은 선분 검출 기반의 방법

으로는 표를 검출하지 못한다. 제안한 항목 간격 분

석 방법을 통해 표를 인식한 결과 항목들이 잘 인식

됨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표 항목 검출의 정확도를 측

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때 총 353개의 항목 

중 정상적으로 인식된 항목은 335개로 약 94%의 검

출 적중률을 보인다.

Table 1. Accuracy of table item detection.

Total table
items

Recognized Missing Misrecognized

353 335 18 15

(a) (b)

Fig. 7. Document images with table (a) table items surrounded by lines and (b) table items separated by spaces.

(a)

(b)

Fig. 8. Table item recognition results for table items surrounded by lines. (a) by detecting lines and (b) by analyzing 

arrangement of row.

Fig. 9. Table item recognition results for table items separated by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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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표가 포함된 서류 영상에 대해 다

양한 표 형태에서 표 항목을 인식하는 방법과, 이를 

통한 문서 처리 자동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선

분 기반 표 항목 검출 방법과 항목 구조 분석 기반 

표 항목 검출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표 형식에서도 

표 항목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표 항목 

영역을 OCR에 입력하여 인식 결과를 구조화된 텍스

트 파일 형태로 출력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통해 서

류 영상의 구조를 유지한 디지털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문서 처리 자동화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류 처리 업무 효율이 증가하고, 실수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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