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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신경망을 이용한 한  필기체 인식
(Hangul Handwriting Recognition using 

Recurrent Neural Networks)

김 병 희
†
      장 병 탁

††

                              (Byoung-Hee Kim)    (Byoung-Tak Zhang)

요 약 온라인 방식의 한  필기체 인식 문제를 분석하고 순환신경망 기반의 해법을 모색한다. 한  

낱 자 인식 문제를 순서데이터 이블링의 에서 서열 분류, 구간 분류, 시간별 분류의 세 단계로 구

분하여 각각에 한 해법을 살펴보며, 한 의 구성 원리를 고려한 해결 방안을 정리한다. 한  2350 자에 

한 온라인 필기체 데이터에 GRU(gated recurrent unit)의 다층 구조를 가지는 서열 분류모델을 용한 

결과, 낱 자 인식 정확도는 86.2%, ･ ･종성 구성에 따른 6가지 유형 분류 정확도는 98.2%로 측정되었

다. 유형 분류 모델로 획의 진행에 따른 유형 변화 역시 높은 정확도로 인식하는 결과를 통해, 순환신경망

을 이용하여 순서 데이터에서 한 의 구조와 같은 고차원  지식을 학습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키워드: 순환신경망, 한 필기체 인식, 딥러닝 응용, 한  구성 원리를 고려한 인식, 온라인 필기체 인식

Abstract We analyze the online Hangul handwriting recognition problem (HHR) and present 

solutions based on recurrent neural networks. The solutions are organized according to the three kinds 

of sequence labeling problem - sequence classifications, segment classification, and temporal classifi-

cation,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al constitution of Hangul characters. We present a 

stacked gated recurrent unit (GRU) based model as the natural HHR solution in the sequence 

classification level. The proposed model shows 86.2% accuracy for recognizing 2350 Hangul characters 

and 98.2% accuracy for recognizing the six types of Hangul characters. We show that the type recog-

nizing model successfully follows the type change as strokes are sequentially written. These results 

show the potential for RNN models to learn high-level structural information from sequential data.

Keywords: recurrent neural networks, Hangul handwriting recognition, deep learning application, 

online handwriting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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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필기체 인식은 컴퓨터가 다양한 형태의 필기 입력을 

인식하는 문제이며, 인공지능 분야의 표 인 응용문제 

 하나로 여 히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이다. 이미 쓰인 

필기 정보를 이미지로 입력받는 오 라인 방식과, 펜

의 움직임 정보(좌표, 필기면  여부)를 입력으로 하

는 온라인 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필기체 자 인식의 경우, 기존에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언어와 문제에 따라 경험 으로 선정한 특성값(feature)

을 추출하여 분류 알고리즘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

이었으나, 최근에는 문제의 종류에 무 하게 딥러닝이라

는 공통의 임 하에서 해법을 구성하고 있다. 컨벌루

션 신경망(CNN)과 순환신경망(RNN)이 숫자 인식[1], 

어 인식[2], 국어 인식[3], 아라비아어 인식[4] 등에

서 낱 자와 문장 인식 모두 기존 방법 비 큰 성능 

향상을 보인 바 있으며, 90% 후반 의 높은 성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동향과는 달리, 한  필기체 인식 

문제의 경우 학계에서의 연구는 다른 언어에 비해 상

으로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은닉마코 모델(HMM) 

는 동  베이지안망(DBN) 기반의 온라인 인식 기법

이 주로 사용되는 와 에[5,6] 최근 컨벌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오 라인 인식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7,8].

본 논문에서는 한  필기체 인식 문제에서 온라인 방

식의 해법 체계를 정리하고, 한  낱 자 인식 문제에 

해 순환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기법의 유용성을 실험

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보고한다.

2. 한 필기체 인식 문제

이 에서는 온라인 필기체 인식 문제에 한 일반

인 분석과 한  필기체 인식의 특성을 정리한다. 온라인 

필기체 인식 문제의 핵심 과제는 순서데이터 이블링

이며,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문제로 구분된다[9].

․서열 분류(sequence classification): 하나의 서열 데

이터별로 하나의 이블이 부여되는 문제. 한 순서데

이터에 한 이블의 길이가 1로 제한된다.

․구간 분류(segment classification): 순서데이터 내에

서 구간별로 이블이 주어짐. 후 문맥(context)이 

요한 단계이며, 구간과 해당 이블이 맞춤(align)이 

되어 제공되는 것을 제로 한다.

․시간별 분류(temporal classification): 이블도 서열 

형태로 주어지며, 이블 서열의 길이가 입력 데이터 

서열의 길이 이하라는 조건 외에는 이블 서열에 

한 조건이 없는 설정이다. 이블이 부여되는 구간의 

경계가 사 에 알려져 있지 않다.

온라인 방식의 한  낱 자 인식 문제에서, 낱 자 내

의 체 획(strokes) 정보를 입력으로 하고, 자 는 

자의 종류  하나를 출력으로 하는 경우 첫 번째 설

정인 서열 분류 문제에 해당된다. 성, 성, 종성별로 

각 획이 구분되고 해당 자음 는 모음이 명시 으로 

부여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 설정에 해당하

는 구간 분류 문제이다. [6]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다룬 

바 있으나, 구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에 사람이 개입

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고 필기체 

인식기를 학습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구간 정보가 사

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순서 로 성, 성, 종성에 

해당하는 자음 는 모음을 이블로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 시간별 분류 설정의 해법을 용할 수 있다.

3. 한 필기체 인식 방법

이 에서는 한 필기체의 온라인 인식에 용 가능

한 알고리즘을 정리한다. 딥러닝을 통해 표상 학습(repre-

sentation learning)이 가능하고 종단(end-to-end) 방식

의 해법을 추구하는 을 고려하여 특성값(feature) 추출

에 한 논의는 제외한다.

순서가 있는 데이터에서 이블을 측하는 문제에는 

통 으로 HMM이 리 사용되었으며, CRF(conditional 

random field)도 좋은 선택지  하나이다. HMM 모델

에서는 은닉 상태가 주어진 경우 시간에 따른 입력값은 

무 하다는 가정을 하므로, 서열상의 거리가 먼 입력 간 

계가 원활하게 반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 

안으로 순환신경망(RNN) 계열의 알고리즘이 연구되

었다[10].

고 인 RNN[11,12]은 싸이클이 있는 망 구조를 허

용하며 역  과정에서 미분값의 소멸로 인해 안정

인 학습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응용에 제한이 있다. 이

를 해결한1) 표  기법인 LSTM(Long Short-Term 

Memory)[9,13]이 최근 딥러닝 모델의 핵심 도구  하

나로 각 을 받고 있다. LSTM은 여러 게이트를 이용

한 정보의 선택  달을 통해 장기간 연 성을 성공

으로 반 한다. 서열의 순방향뿐만 아니라 역순 정보까

지 고려하는 양방향(bi-directional) 순환신경망 모델은 

음성인식, 어 필기체 문장 인식 등의 문제에서 공통

으로 용하는 해법이다. 특히, ‘시간별 분류’문제의 경

우 CTC(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출력층

의 도입은 필수 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14,15].

한  낱 자에 한 온라인 방식 인식에 한 해법으

로, ‘서열 분류’ 단계의 설정에는 LSTM  구조를 간

소화한 GRU(Gated Recurrent Unit)[16]를 바로 용

1) 미분값의 폭증 문제도 존재하며, 이 경우 미분값의 상한선을 고정

(clipping)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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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 Short-Term 

Memory
(b) Gated Recurrent Unit

그림 1 표 인 두 순환신경망 모델의 hidden unit 구조

[17]. LSTM은 입력(i), 망각(f), 출력(o) 세 개의 

‘게이트’를 두고, GRU는 리셋(r), 업데이트(z) 두 

개의 게이트로 메모리와 정보 흐름을 조 한다.

Fig. 1 Structure diagrams of two representative recurrent 

neural network models [17]. The LSTM contains 

three gates (input, forget, and output). The GRU 

controls memory and information flow using reset 

(r) and update (z) gates

할 수 있다(그림 1). 그러나, 성․ 성․종성의 순서가 

있는 한 의 구조  특성을 반 하여, 자음, 모음, 받침

용 자음의 순서를 부분  이블로 활용한다면, ‘시간별 

분류’ 설정의 해법을 용할 수 있으며, CTC 기법을 활

용할 수 있다. 낱 자의 ･ ･종성 구성은 고정된 정보

이므로 부분 이블로 반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서

열 분류 단계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4. 실험  결과

이 에서는 한  낱 자 인식 문제를 ‘서열 분류’ 단

계(2  참조)에서 순환신경망 모델을 구 하고 성능 평

가를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다.

실험에 사용한 한  필기체 데이터는 미공개 규모 

데이터베이스이며 KS완성형 2350 자 각각에 해 500

개씩의 샘 로 구성된 데이터(A)와, 다른 환경에서 수집

한 자당 50개 샘 로 구성된 데이터(B)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샘 은 온라인 방식의 필기체 정보, 즉 펜의 

치(x, y)와 상태 정보(up/down)를 담고 있다. 자 

크기에 해, 가로축과 세로축  긴 축의 길이를 1.0으

로 조정하는 정규화를 용하 다. 데이터 A  80%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20%와 데이터 B를 테

스트 데이터로 용하 다.

순환신경망 모델로는 LSTM보다 간결하며 성능 차이

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더 나은[17,18] GRU를 용하

다. 다양한 길이를 가지는 데이터로 학습하기 해, 입력 

서열을 마스킹 이어에 통과시켜 지정 길이(600 points)

보다 긴 부분은 삭제하고, 지정 길이보다 짧은 데이터의 

경우 입력 데이터 이후는 0으로 채워 학습과 평가에 반

되지 않도록 하 다. 마지막 GRU층의 출력값을 dropout

그림 2 온라인 방식으로 한  낱 자와 유형을 인식하기 

한 순환신경망 구조 사례. 펜 의 좌표와 

획의 순차  입력 패턴을 다층 순환신경망을 통해 

고정 길이의 메모리 패턴(이 그림에서는 GRU 3번

째 층의 셀 배열)으로 요약하고 분류하는 학습을 

수행한다.

Fig. 2 An example RNN model for online Hangul character 

recognition. This multi-layer model is trained 

with sequences of point coordinates and strokes to 

summarize them into a fixed length memory 

pattern and recognize labels based on it

그림 3 한 의 성(C), 성(J), 종성(Z) 구성에 따른 

여섯 가지 유형 구분[6]

Fig. 3 Six types of Hangul character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starting consonant (C), middle 

vowel (J), and the final consonant(s) (Z)

(확률 0.5)을 용한 완 연결망에 연결하고 softmax를 

이용한 낱 자별 확률을 얻는다. GRU의 은닉노드의 수

와 층 개수의 다양한 조합에 해 라미터의 수, 학습 

속도와 인식 성능을 검하 다. 이와 같은 구조의 신경

망의 한 를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 다.

실험은 2350가지 한  낱 자 인식 문제와, 한 의 

성･ 성･종성 구성에 따른 6가지 유형(그림 3) 분류 

문제로 구성하 다. 표 1에 낱 자 인식, 유형 인식 실

험의 설정과 성능에 한 정보를 정리하 다. 표 2, 표 3

과 그림 4에 모델 간 성능 비교 결과를 요약하 다.

표 2에서 다음과 같은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기존 온

라인 필기체 인식기법  Lipi Toolkit[19]의 특성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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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순환신경망을 이용한 한  필기체 인식 기법의 환경 설정과 인식 결과

Table 1 Hangul handwriting recognition results (Environments: [S/W] Ubuntu 14.04, Keras 1.0.6, backend=Theano 

0.8.2, [H/W] Intel i5-6600, Titan X D5 (VRAM 12G) * 1 node, RAM DDR-4 64G)

Problems
Model Configuration

<# parameters>

Configuration 

for Learning

Highest Accuracies Elapsed

TimeTest Set A Test Set B

Character 

Recognition

Masking - GRU[64] * 3 

Layers - Dropout(0.5) - 

Dense[2350] <215,797>

optimizer=adam,

objective function = 

softmax cross-entropy,

batch size = 128

97.2% 86.2% ～110 hr

Six type 

Recognition

Masking - GRU[64] * 3 

Layers - Dropout(0.5) - 

Dense[6] <62,982>

99.7% 98.2% ～2.5 hr

표 2 한  낱 자 인식성능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recognition accuracies for 2350 

Hangul characters (%). The recognition using 

features learned by RNN (last three rows) are 

conducted using the default setting of each 

classifier in Weka 3.8.0

Model Classifier Test Set A Test Set B

LIPI ToolKit
1-Nearest 

Neighbor
73.0 61.0

GRU[64] ×

1 layer Softmax 

Regression

+

Dropout

94.7 80.9

GRU[64] ×

2 layer
97.1 85.8

GRU[64] ×

3 layer
97.2 86.2

Features from 

RNN (GRU[64] ×

3 layer)

Naive Bayes 96.1 80.4

Decision Tree 92.9 74.7

1-Nearest 

Neighbor
96.9 85.8

표 3 한  자의 여섯 가지 유형 인식 정확도(%)

Table 3 Recognition accuracies of six character types

Model
#

parameters

Fine-tuning

Output Layer

Learning

All Layers

A B A B

GRU[32] ×

1 layer
3,654 - - 98.8 96.6

GRU[64] ×

1 layer
13,446 92.3 90.4 99.4 98.1

GRU[64] ×

2 layer
38,214 90.7 89.0 99.5 98.1

GRU[64] ×

3 layer
62,982 87.5 86.8 99.7 98.2

1-최근 이웃 분류기를 용한 성능을 기 으로, 1) 순

환신경망 인식기의 성능이 월등히 높으며, 2) 순환신경

망으로 학습한 필기체 정보 요약 메모리 패턴은 기본

인 분류 알고리즘으로도 인식 성능이 높은 우수한 특성 

값으로 사용 가능하다. 3) 순환신경망의 출력 정보에 soft-

max와 드랍아웃만을 용한 분류기의 성능이, 특성이

그림 4 모델의 용량에 따른 학습 성능 비교

Fig. 4 Performances vs. model capacities (x axis: epoch)

다른 분류 알고리즘과 비교해 성능 면에서 뒤처지지 않

는다.

일반 으로 순환신경망 분류모델의 성능은 은닉노드

와 층의 수에 향을 받을 것으로 상되나, 표 2, 표 3

과 그림 4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층의 

수를 늘릴 때의 성능 향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모델의 용량(매개변수의 수)이 어느 이상이 되는 경우 

최고 성능의 차이는 유사하다. 모델 용량이 커질수록 

은 반복학습으로도 성능이 향상되지만, 무 큰 경우 학

습 과정 간에 불규칙한 성능 출 임이 찰되었다. 참

고로, 다층 구조의 학습 결과 모델에서, 최종 층 이 의 

메모리 패턴을 특성값으로 용한 분류 성능은 상

으로 낮았다(정확도 25% 미만).

순환신경망 기반 인식기로 한  구조에 한 보다 고

차원 인 패턴 인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해 한  

6유형 인식 모델을 학습하 다. 이학습 에서, 낱

자 인식을 학습한 순환신경망에서 출력층을 한  6유

형 층으로 체하고 출력층의 가 치만을 학습하는 미

세 조율 결과, 테스트 데이터 A, B 기  인식 정확도는 

87～92%이고, 과다학습 상이 나타났다. 체 순환신

경망을 학습한 경우에는 100%에 가까운 인식률을 보

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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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 한  유형에 한 획 단 의 순차  인식 과정 사례 분석. 

유형을 정확히 인식한 경우(a, b), 획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 유형의 확률이 순차 으로 최 로 측된다. 유형

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c)의 사례에서는 성과 성

을 이어 쓰는 과정에서 복모음 ‘ㅞ’가 제 로 인식되지 

않았다.

Fig. 5 Analyses of Hangul sequential recognition types for 

every end-of-stroke points. In correctly recognized 

cases (a, b), as strokes are added, corresponding 

types eventually get high probabilities. In an 

incorrect case (c), the initial consonant and a part 

of the vowel are drawn in one stroke, causing 

misconception of the complex vowel ‘ㅞ’.

학습한 순환신경망으로 임의 길이의 필기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림 5에 테스트 데이터에서 획 단 의 한  

유형 인식 결과에 한 상세 분석 사례를 정리하 다. 

정자에 가깝게 획을 순서 로 쓰는 경우 유형이 정확히 

인식되지만(a, b), 성과 성의 획을 합쳐서 쓰는 경

우 잘못 인식되는 사례(c)를 볼 수 있다. 획의 진행에 

따른 유형의 변화 한 정확히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 인식률이 높은 을 활용하여, 유형 

인식 후 유형 내에서 해당 낱 자를 인식하는 계층  

인식도 가능하다. 표 1에서 보고한 두 모델을 결합하여, 

빔 탐색(n=2)으로 두 계층의 측 확률의 곱이 가장 높

은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낱 자 인식을 진행한 결

과, 표 1의 낱 자 인식기의 성능이 테스트 데이터 A는 

97.3%, B는 86.5%로 약간 향상되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  온라인 필기체 인식 문제에 한 

분석과 순환신경망 기반의 해법을 정리하고, 규모 데

이터에 한 실험을 통해 2350 자에 한 낱 자 인식 

정확도 86.2%, 6가지 한  유형 인식 정확도 98.2%의 

성능을 확인하 다. 순환신경망 모델이 온라인 한  필

기체 데이터를 학습하여 낱 자뿐만 아니라 한 의 

성, 성, 종성 구조와 조합도 인식할 수 있음을 살펴보

았다.

후속 연구로는 시간별 분류 단계의 해법으로 양방향

(bi-directional) 순환신경망을 용하고[14][20], ･ ･

종성을 반 한 CTC 층을 추가로 구 하는 방향을 고려

하고 있다. 한 어 필기체에서 이미 성공 으로 용

된 바와 같이[14], 순환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문장 단

의 한  온라인 필기체 인식을 시도하는 것이 유의미

한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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