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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기기의 화와 함께 필기체 인식의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기 데이터는 데이

터에 존재하는 분산(variance)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의 복잡도가 격히 증가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용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식기를 학습시키기도 어렵고 학

습시간도 길어진다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한 앙상블 기법을 제시

하 다. 제안한 방법론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축 되는 필기 데이터를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하여 일정

량의 데이터가 모일 때마다 새로운 약분류기(weak learner)를 추가함으로써 앙상블 모델을 구축한다. 필

기체 인식을 해서 많이 사용되는 인공신경망은 필기 데이터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데이터 내의 분산

도 같이 커지는 문제로 인하여 학습 시간이 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진  학습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보다 효율 인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키워드: 앙상블 모델, 배깅, 온라인 필기체 인식, 온라인 학습, 진  학습

Abstract Today’s mobile devices offer more intuitive touch interfaces and support handwriting 

recognition. The within class variance of handwritten characters causes the growth of complexity in 

handwriting recognition as data grows. Because of it, more time and efforts are required to train the 

recognizer as data grows. We propose the ensemble method with batch incremental learning. The 

proposed method adds the new weak learner to ensemble model, when incremental data reaches certain 

amount. The ensemble method with batch incremental learning reduces the training tim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with large data set. It also tends to cancel out overfitting problem caused by high 

variance.

Keywords: ensemble model, bagging, online handwriting recognition, online learning, increment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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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필기체 인식은 손으로 쓴 씨를 종이나 사진, 터치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서 입력 받아 인식하는 기술이다. 

모바일 기기의 화로 터치 인터페이스의 요성이 

커지면서 필기체 인식은 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고, 모바일 기기 상에서의 필기체 

인식의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필기 데이터는 작성자의 필기 습

과 방법에 따라서 같은 문자라도 그 모양이 크게 변화

하게 되며, 동일한 작성자의 경우에도 씨를 입력하는 

환경  방법에 따라서 모양  크기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필기 데이터는 데

이터에 존재하는 분산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서 학습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가장 일반 인 상황은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학습 시간

의 지수  증가 는 학습을 해 사용한 모델이 수렴

하지 않고 발산하게 되는 것이다. 필기체 인식의  다

른 어려움은 많은 클래스 수이다. 어 알 벳에는 총 

52개의 클래스( 문자 26개, 소문자 26개)가 존재하고, 

여기서 숫자나 특수문자 등이 추가되어 클래스 수가 증

가하게 되면 필기체 인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1].

온라인 필기체 인식에서는 학 문자 인식(optical cha-

racter recognition, OCR) 등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로부

터 얻어낸 오 라인 특징(offline feature)와 함께 획순

과 획의 방향 등의 온라인 특징(online feature)를 동시

에 사용하게 된다. 텍스트 이미지로부터 오 라인 특징

을 추출하기 해서는 히스토그램(histogram), 에지맵

(edge maps), 이미지 사 (image projections) 등의 방

법이 주로 사용되며, 온라인 특징을 추축하기 해서는 

문자의 획을 는 순서, 방향, 속도 등의 추가 인 정보

를 이용하게 된다[1-3].

최근 필기체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해 회귀형 신경

망(recurrent neural network)[4]이나 심층학습(deep 

learning)[5], KNN과 SVM을 결합한 하이 리드 모델

[6]을 이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

만 온라인 특징 혹은 오 라인 특징 둘  하나만을 사

그림 1 소문자 a와 문자 A의 입력 

Fig. 1 Examples of Lowercase ‘a’ and Uppercase ‘A’

용하고, 막 한 계산능력과 오랜 학습 시간을 필요로 한

다는 단 이 있다. 한 기존의 방법들은 체 데이터를 

일 처리(batch) 방식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데이터

의 변화에 응하기 힘들다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온

라인 특징과 오 라인 특징을 모두 사용하는 앙상블 모

델의 진 인 학습을 통해서 증가하는 학습데이터를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제안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분산이 큰 필기체 데이터에 해

서 안정 인 성능을 보이는 앙상블 모델을 빠른 시간 

안에 학습할 수 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제시한다. 

2. 배깅(Bagging)

Bagging(bootstrap aggregating)은 Breiman이 처음 

제안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약분류기의 측 결과를 결

합함으로써 단일 분류기보다 신뢰도가 높은 측 값을 

얻는 앙상블 방법  하나이다[7,8]. 체 데이터 T에서 

복원추출을 통하여 n개의 데이터 집합 T1, T2, …, Tn을 

생성한 후 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약분류기 h1, 

h2, …, hn 을 만든다. 이 게 만들어진 약분류기들의 

측 값을 취합한 후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일반

으로 다수결(majority voting)이나 가 치 투표(weighted 

voting)에 의해 측 값을 결합한다. 그림 2에 bagging 

알고리즘의 수행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Bagging 알고리즘은 구 이 쉽고 학습을 체 데이

터의 일부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비교  빠

그림 2 배깅 알고리즘

Fig. 2 Bagg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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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약분류기의 결합 과정

Fig. 3 Combination of Weak Learners

르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모델의 학습속도가 

데이터의 크기에 선형 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각각의 

약분류기를 병렬 으로 학습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도

움이 되지 못하지만, 필기체 인식의 경우와 같이 데이터

의 크기 증가에 따라서 학습속도가 지수 으로 증가하

는 경우에 있어서는 체 데이터를 사용한 단일 분류기

에 비하여 월등히 빠른 학습 속도를 보여 다.

그림 3에 약분류기 들의 결합 과정이 나와 있다. 약분

류기의 측 결과가 결합되는 앙상블 기법의 경우 상 

분류기 들의 다양성(diversity)이 요구되며, 약분류기가 

학습데이터에 해 과 합(overfitting)되어 있어도 결합

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균형 데이터(imba-

lanced data)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사용된다. 일반직인 

필기체 인식 데이터의 경우에도 언어  특성에 의해서 

클래스 별 데이터의 개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4장에 기술되어 있다.

3 증가하는 데이터를 이용한 진  학습

일 처리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일반 인 

bagging 알고리즘은 복원 추출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

운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

습데이터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상황에는 용하기가 

쉽지 않다. 일 처리 방식이 아닌 온라인 학습을 이용한 

온라인 bagging 기법이 Oza[9]에 의해서 제안되었지만 

Oza가 제안한 방법 역시 고정된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포아송(poisson) 분포에 기반한 복원추출을 통해서 새로

운 데이터 집합을 만든 후에 학습만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 다. 그림 4에 online bagging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Online bagging 알고리즘은 

batch 알고리즘보다 데이터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에 합하고, 데이터의 크기가 큰 경우에 더 유용하며 

실행시간이 더 빠르다는 장 이 있다.

그림 4 온라인 배깅 알고리즘

Fig. 4 Online Bagging Algorithm

복원 추출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집합을 만드는 일

반 인 bagging 기법과 달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

법은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축 되는 데이

터가 일정 크기에 도달했을 때, 이 축 된 데이터를 학

습 데이터 집합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약분류기를 만들

어서 기존의 앙상블 모델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 게 생

성된 각각의 약분류기들은 테스트 데이터에 해 인식

한 결과를 내고, 최종 결과는 약분류기들간의 다수결을 

통해 결정(Decision)한다. 다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없

는 경우, 측 값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최종 결

과로 결정한다.

그림 5에 제안한 방법론을 이용한 앙상블 모델의 구

축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데이터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 

추가되는 데이터나 클래스들을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 모델을 새로 학습하지 않고 추가

되는 데이터만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학습

이 가능하다. 한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진 학습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약분류기들을 이용하는 앙상블 기법의 

특성으로 인해서 과 합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분산이 

큰 필기체 데이터에 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 게 생성된 각각의 약분류기들은 

앙상블 모델을 구축하여 테스트 데이터에 해 인식한 

결과를 내고, 최종 결과는 약분류기들간의 다수결을 통

해 결정한다. 다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측 

값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최종 결과로 결정한다.

좀 더 구체 으로 설명하면, 최 에 구축되는 필기체 

인식기는 가용한 체 필기체 데이터를 n-등분한 데이

그림 5 진  학습을 통한 앙상블 모델 구축

Fig. 5 Ensemble Method with Incremental Batch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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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약분류기로 구성된 앙상블 모

델이다. 이러한 필기체 인식기를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

하면서 새로이 수집된 데이터의 크기가 n-등분한 데이

터의 크기와 같아졌을 때, 필기체 인식 엔진에서는 새로

운 약분류기를 학습시켜서 기존의 인식기 모델에 추가

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이 추가되는 데이터

를 이용한 성능향상이 가능해진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여 단계별로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다.

1단계에서는 앙상블 모델 기반의 필기체 낱 자 인식

기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를 하여 기존의 기술들과 마

찬가지로 미리 수집한 필기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된다. 

이 때 미리 수집한 필기체 데이터는 n-등분되어지고, 

n-등분된 각각의 필기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 n개의 

약분류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게 만들어진 약분류기

들을 이용하여 구축된 앙상블 모델을 이용하여 필기체 

낱 자 인식기가 구축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구축한 필기체 낱 자 인식기

와 사용자의 입력장치로 이용될 단말장치를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각각의 사용자는 각자의 단말

을 통해서 필기데이터를 입력하게 되고, 이 데이터는 데

이터 리장치에 의해서 장된 후에 앙상블 필기체 인

식기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 후 인식된 결과가 각각의 

사용자에게 제시된다.

3단계에서는 2단계를 통하여 데이터 리장치에 의해 

수집된 사용자 필기 데이터가 일정 개수에 도달하게 되

면 이 새로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앙상블 모델의 

확장에 사용될 새로운 약분류기를 만들게 된다.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약분류기가 

기존의 앙상블 모델에 추가됨으로써 앙상블 필기체 인

식기의 갱신이 완료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4.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론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다수의 사

용자로부터 수집된 138,084개의 온라인 필기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 고, 99,353개의 UNIPEN[10] 

Train-R01/V07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 다. 

각각의 데이터는 소문자의 모양이 동일한 일부 경우

와 동일한 형태의 알 벳이 존재하는 숫자 0,1을 제외한 

숫자와 알 벳 소문자, 그리고 ?!@ 3종류의 특수문자

로 이루어진 57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618개의 

특징(온라인: 256개, 오 라인: 362개)를 사용하 다.

그림 6에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의 클래스별 데

이터 수가 나와 있다.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 모두 

불균형한 데이터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각각의 데이터에

서 클래스별 분포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반

(a) Training data

(b) Test data

그림 6 클래스별 데이터 개수

Fig. 6 Number of Data Samples in Each Class

으로 소문자 모음의 빈도가 문자나 숫자, 특수문자 등

보다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 UNIPEN 데이터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각각의 데이터에 한 기존 연구의 성능이 나와있다(1a: 

숫자, 1b: 문자, 1c: 소문자, 1d: 특수문자, 2: 혼합, 3: 

혼합)[11].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가 지속 으로 축 되는 상황을 

가정하기 하여 체 학습데이터를 다섯 개로 나 어

서 각각에 하여 약분류기를 학습시킨 후에 이를 이용

하여 앙상블 모델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앙상블 모델을 한 약분류기로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하

다. 다섯 개로 나  각각의 데이터집합을 이용해 만든 

약분류기의 성능분석 결과가 그림 7에 나와 있다. 사각

형 이 있는 실선이 학습에러이고 마름모 이 있는

표 1 UNIPEN 데이터 구성  성능

Table 1 UNIPEN Data: Number of Characters and Accuracy

Category # of Data Accuracy (%)

1a 15953 96.4

1b 28069 91.3

1c 61360 81.2

1d 17286 73.6

2 122668 72.6

3 67352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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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데이터 집합 별 성능

Fig. 7 Accuracy of Each Data Set

실선이 체 학습데이터를 이용한 테스트 결과, 삼각형 

이 있는 실선이 UNIPEN 데이터를 이용한 테스트결

과이다. 체 데이터집합을 분류하여 새로운 데이터 집

합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각 데이터집합의 분포를 균

등하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이지만 본 실험에

서는 다양한 분포를 가진 학습데이터가 추가되는 상황

에서도 제안한 방법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하여 

학습데이터의 분포에 차이를 두었다.

그림 8에 제안한 앙상블 모델을 이용한 성능이 나와 

있다. 데이터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새

로이 추가된 데이터의 분포나 난이도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추가되는 데이터의 분포 변화에 상 없이 

제안한 모델이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해서 실험은 그림에서와 같이 다섯 개로 나 어진 데

이터의 결합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해 보았다. 결합 순서

를 바꾼 세가지 실험 모두에서 새로운 약분류기가 추가

됨에 따라서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의 (a)에서는 새로이 추가되는 데이터의 분포

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다섯개로 나

뉘어진 데이터를 임의의 순서 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약분류기를 차례로 추가하여 앙상블 모델을 구축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의 (b)와 (c)에서는 각각 높

은 성능의 약분류기부터 추가하여 앙상블 모델을 구축

한 결과와 낮은 성능의 약분류기부터 추가하여 앙상블 

모델을 구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약분류기의 수가 을 경우에는 일부 약분류기

의 잘못된 단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만, 약분류기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결과를 

단하게 된다. 그림 9에 약분류기의 개수에 따른 앙상블 

결과에 해 실제 실험 결과를 이용한 설명이 나와 있다. 

그림 9의 (a)에서 3개의 약분류기를 이용했을 경우에 

입력된 ‘a’를 ‘o’로 잘못 단하고 있지만, 약분류기의 개

수가 5개로 증가하 을 경우에는 올바른 단을 내리는

(a) Data Complexity in Random Order

(b) Data Complexity in Increasing Order

(c) Data Complexity in Decreasing Order

그림 8 앙상블 모델의 성능

Fig. 8 Experimental Results of Ensemble Method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조  다른 경우로 그림 9

의 (b)에서는 3개의 약분류기가 모두 매우 낮은 신뢰도

로 다른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앙상블 결과의 정확

도가 떨어지지만, 약분류기의 개수가 5개로 증가하 을 

경우에는 정확한 단을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체 학습데이터를 사용한 인공신경망이 제안한 모델

과 같은 정도의 학습에러를 얻기 해서 7일 정도의 학습

시간이 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한 정확도가 76%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데 반해, 제안한 모델은 각각의 분류기

를 학습하는데 4-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테스트 데

이터에 한 정확도도 80%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표 1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연구결과가 숫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72% 정도

의 성능밖에 나오지 않는 것에 비해서 제안된 모델은 10% 

이상의 향상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앙상블 모델의 진 인 학습을 통해

서 증가하는 학습데이터를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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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correct Decision of Majority Voting

(b) Low Reliability of Weak Learer

그림 9 약분류기의 개수에 따른 앙상블 결과

Fig. 9 Ensemble Resul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Weak Learner

방법을 제안하 다. 학습데이터에 다양성을 두어 약분류

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산이 큰 실제 필기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에서 단일 분류기보다 학습시간과 성능 모

두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약분류기가 추가됨에 

따라 신뢰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진 학습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약분류

기들을 이용하는 앙상블 기법의 특성으로 인해서 과

합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분산이 큰 필기체 데이터에 

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장 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불균형 데이터인 필기체 데이터에 해서도 

안정 인 성능을 보여 다.

제한된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데이터가 지속 으로 증

가하는 상황을 가정한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못하

지만, 데이터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해서 그에 따라 계

속해서 증가하는 약분류기를 모두 사용하여 앙상블을 

하는 것은 실 으로 비효율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가지치

기(pruning)이나 최근성이나 성능등의 기 으로 선정된 

제한된 개수만의 약분류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추가 인 온라인  오

라인 특징의 사용과 이의 다양한 결합을 통한 성능 향

상 문제와 함께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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