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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옛한글로 저술된 자료는 활자 인쇄본, 목판 인쇄본, 필사본, 고소설, 서간 등 방대한 자료

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옛한글을 전산정보화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에 의한 ‘입력’과정이 필요하다. 옛한글 문서의 전자문서화 작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옛한글을 전공한 연구자 개인의 노력으로 옛한글을 읽고 입력하여 전자자료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의 숙련도가 개인적인 작업능력의 향상에 머무르고 기술의 축적으

로 이어지지 못한다. 현재까지 극히 일부분의 옛한글 문서만이 소개되고 대부분의 자료는 수장

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어렵게 전자문서화된 옛한글 고문서도 전자기기 간의 호환성 

문제로 정보 공유 및 표시에도 어려움이 있다. 옛한글 문서의 전자문서화의 작업효율을 높이고 

전자문서화 기술의 축적을 위해서는 옛한글의 입력, 표시, 저장 방법의 개선을 비롯하여 옛한글 

문서의 이미지 분석을 통한 광학적 문자인식(OCR)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심어 옛한글, 옛한글 문서, 옛한글 글꼴의 비호환성, 전자문서화, 광학적 문자인식(OCR), 

이미지분석

ABSTRACT A vast amount of materials—such as prints, woodblock prints, manuscripts, old novels, 

and letters—written in old Korean and using old grammar and/or obsolete characters, are collected in 

many institutions, including the Jangseogak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Digitization of these 

texts has required a prolonged manual inputting process. Individual researchers, who majored in old 

Korean, have read and typed the characters into electronic documents, which depends upon individual 

skill, effort, and approach, and is particularly limiting because none can be significantly increased. To 

date, only a small proportion of the old Korean document collections, currently kept in storage, have 

been digitized and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Even the electronic formats of the texts prove difficult 

to displaying correctly, due to the incompatibility between the old Korean characters and the character 

set on today’s electronic devices. To improve the techniques and efficiency of digitizing old Korean 

tex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which will analyze images of old 

Korean documents, as well as input, display, and storage methods. 

Key Words Old Korean characters, Old Korean documents, Old Korean font incompatibility, Digitization,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Image analysis

1. 서 론 

옛한글로 저술된 자료는 활자 인쇄본, 목판 인쇄본, 필

사본, 고소설, 서간 등의 형태로 방대한 자료가 한국학중

앙연구원 장서각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옛한글 자료는 우리 말과 글의 변화과정과 시대상을 보여

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옛한글로 저술

된 자료에는 현대의 한글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 모음, 

받침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어처럼 띄어쓰기도 없이 

위에서 아래로 쓰여진 종서형식을 취하고 오른쪽에서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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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쓰여 있다. 옛한글 자료의 전자 정보화 및 전자 

문서화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Kim, 1990) 정보처리 환경에 따라 전자문서화를 위한 입

력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화된 자료도 정보처리 

환경 간의 호환성의 제약으로 정보의 공유에 어려움이 발

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옛한글 자료의 전자문서화는 옛한글을 전

공한 연구자 개인의 노력으로 옛한글을 읽고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옛한글의 전자정보화를 

위한 입력과정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자음, 모음, 받침 등

을 포함한 옛한글을 표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발음할 수 없거

나 뜻을 알 수 없는 옛한글 문서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것은 입력의 난이도가 훨씬 높다. 옛한글 전공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새롭게 전자문서화에 참여할 수 있

는 옛한글 전공자 육성의 전망도 그다지 밝은 편은 아니

어서 극히 일부분의 옛한글 문서만이 소개되고 대부분의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소장되어 있는 

옛한글 자료의 전자문서화 작업의 기술축적과 고효율화

를 통하여 옛한글 자료의 내용에 관한 심화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의 연구에 대한 기대도 높아

지고 있으나 옛한글의 경우에는 전공자들조차 문자의 판

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자동문자인식에 필

요한 옛한글 문자와 글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부터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AI를 활용하려면 

모든 옛한글에 대한 판독이 이루어져 옛한글의 자동 판독

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

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옛한글의 문집자료는 총 

455종류로 그중에서 5.1%에 해당하는 23종류의 자료만이 

원문 텍스트로 입력이 완료된 상태이다. 대부분이 필사본

으로 수려한 서체의 왕실자료부터 조악한 수준의 민간자

료까지 다양한 서체가 존재하여 활자체의 광학적 문자인

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Wikipedia, 2021a)

보다 난이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옛한글 자료의 전자문서화와 정보공유

의 어려움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고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옛한글 문서 입력의 대안으로 광학

적 문자인식 (OCR)방법을 제안한다. 이미지 분석을 통한 

옛한글 자료의 광학적 문자인식에 필요한 기술적인 고려

사항에 관하여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AI를 활용한 옛

한글의 광학적 문자 인식법의 개발에 앞서 서체의 개인차

가 큰 필사본 옛한글 자료의 광학적 문자인식의 기술적 

문제점의 파악과 광학적 문자인식의 요소기술의 개발과 

시연에 관한 내용에 국한하여 소개한다.

2. 옛한글 자료의 전자문서화

옛한글 자료를 전자문서화하여 내용을 보존, 연구, 소

개하기 위해서는 옛한글의 ‘입력’과정이 필수적이다. 모

든 작업이 옛한글 연구자들이 수작업으로 입력이 이루어

진다. 옛한글은 활자인쇄, 목판인쇄, 필사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현대 한글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 모

음, 기호, 철자 등이 사용되어 발음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의미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

작업으로 입력하는 과정도 현대 한글을 한글 자판 

(keyboard)으로 입력하듯 쉽게 입력할 수 없어 작은 양의 

옛한글 문서를 전자문서화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필사본의 경우에는 필체가 각기 다르고 흘림체

로 쓰여진 것이 많아 옛한글 전공자들의 경우에도 글자를 

읽어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활자로 인쇄된 옛한글 자료

에도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여진 것과 한글 글자의 크기

가 다른 것들이 함께 사용된 자료도 많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옛한글 문서의 전자문서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옛한글 자료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자 문서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입력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2.1. 현대 한글과 옛한글

옛한글 원문 정보를 전자문서화하여 공유하기 위해서

는 옛한글 자모(子母)를 정확하게 판독하여 입력할 수 있

어야 한다. 현대 한글과 옛한글에서는 사용되나 현대 한

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사용되는 자모의 차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현대 한글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 모음, 기

호가 옛한글에서는 237개나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까지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옛한글 

자료를 조사하게 되면 새로운 자모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2.2. 한글 전자문서화의 어려움

아스키(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미국 정보교환 표준부호) (Wikipedia, 2021b)

는 영문 알파벳(alphabet)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자 부호

화(encoding) 방법이다. 아스키는 컴퓨터, 인쇄기, 통신 장

비를 비롯한 문자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 장치에서 사용된

다. 아스키는 1바이트(1 byte = 8 bit) 중에서 하위 7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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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ucture comparison between (a) a 1 byte alphabet and (b) a 2 byte Korean character.

Current 
Hangul 

Characters

Single
Consonants (14)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Vowels (10) ㅏㅑㅓㅕㅗ ㅛ ㅜ ㅠ ㅡㅣ

Double
Consonants (16) ㄲ ㄳ ㄵ ㄶ ㄸ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ㅃ ㅄ ㅆ ㅉ

Vowels (11) ㅐㅒㅔㅖㅘ ㅙ ㅚ ㅝ ㅞ ㅟ ㅢ

Old Obsolete 
Hangul 

Characters

Single

Consonants (9) ᄼᄾㅿㆁᅎᅐᅔᅕㆆ

Vowel (1) ⋅

Symbols (2) 〮  〯

Double

Consonants 
(154)

Vowels (71)

Table 1. List of current and old Hangul (Korean)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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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를 사용한 문자 부호화 방법으로, 52개의 영문 알파벳 

대소문자와, 10개의 숫자, 32개의 특수 문자, 하나의 공백 

문자와 33개의 출력 불가능한 제어 문자들로 총128개로 

이루어져 있다. 1바이트 (8비트)단위의 데이터에서 앞에 

0을 사용하고 하위 7비트로 128 (27=128)가지의 문자를 표

시한다. 영문 알파벳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28가지의 조

합으로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비트

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최상위 1비트는 오류 검출

Figure 2. Unicode Hangul Jamo (Korean consonants and vowels) table (Unicod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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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신호(Parity bit)로 사용되고 있다. 영문의 경우에는 26

개의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합쳐도 52개 밖에 되지 

않고 풀어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비트의 정보로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지만 한글의 경우에는 1바이트(8비

트)의 부호로는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없어 새로운 부호 

체계가 필요하다.

한글의 부호화 방식은 크게 완성형과 조합형의 두 가

지로 나뉜다(Kim, 1990). 완성형은 한글의 낱자를 독립된 

문자로 인식하여 각각의 글자에 부호(code)를 부여하는 

방식이고 조합형은 한글의 창제원리를 반영하여 초성, 중

Figure 3. Unicode tables for Hangul Compatibility Jamo, Hangul Jamo Extended-A and Hangul Jamo Extended-B

for old Korean documents (Unicod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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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종성을 독립된 문자로 인식하여 자음과 모음의 조합

으로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조합형은 한글의 창제 

원리가 잘 반영되었고 간단한 계산으로 초성, 중성, 종성

을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2바이트(16비트)를 최

상위 1비트를 1로 하고 나머지 15비트를 5비트 단위로 분

리해서 해석해야 하는 정보 처리상의 부담과 다른 문자 

체계들과 호환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완성형은 한글

의 창제원리를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정보처리 능

력의 제한 때문에 조합형의 단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완성형이 국가표준으로 채택되어 사용되어 왔다. Figure 1

에 1 바이트 알파벳과 2바이트 한글 조합형 문자의 신호 

구성과 표현 가능한 문자수를 정리하여 표시하였다. 

정보처리능력에 부족했던 한글 전산화의 초기에 채택

되었던 초기 완성형에서는 현대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2,350자만을 지원하여 현

대 한글의 자모음으로 조합가능한 한글 중에서 많은 글자

가 표현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표준어에 있는 글자들도 

전자문서상에서 표현될 수 없었다. ‘가’로 시작되는 초기 

완성형에서 표현 가능한 조합은 ‘가각간갇갈갉갊감갑값

갓갔강갖갗같갚갛’의 18자에 제한되었다. 초기 완성형으

로는 비교적 간단한 조합형 글자인 ‘갘’자도 표현이 불가

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니코드

(Unicode) 통합 완성형이라는 이름의 부호체계를 도입하

여 기존의 2,350자료 표현이 불가능했던 8,822자를 추가

하여 현대 한글에서 사용되는 11,172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Wikipedia, 2021c; 2021d). 그러나 기존의 초

기완성형과 별도로 추가 지정되어 한글문자의 코드 값만

으로는 문자가 논리적으로 정렬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상

태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유니코드에는 (통합)완성형의 11,172자와 

Figure 2에 소개한 모든 자모의 조합형 한글 낱자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현대 한글과 옛한글을 모두 표현할 수 있

고(Wikipedia, 2021c; 2021d; Unicode, 2021) 2바이트의 조

합형 한글은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현대 한글 문서

에는 (통합)완성형을 사용하면 되지만, 옛한글 등 특수한 

목적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합형(첫가끝)의 한

글 낱자를 사용해야 한다. 조합형의 경우, 한글 자모 한글

자가 유니코드 한 글자(3바이트)로 취급되기 때문에 데이

터 길이가 3배로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적인 현대 한글을 표현할 때는 이용되지 않고, 주로 옛한

글을 표시할 때에만 이용된다. Figure 3과 Figure 4에 유니

코드에 사용되는 한글 자모의 부호표를 예시하였다 

(Wikipedia, 2021d; Unicode, 2021). (통합)완성형과 조합형 

낱자는 한 글자씩 따로 부호화되어 있고 그 조합은 무려 

160만 자 이상에 달한다. 풀어쓰기식의 알파벳에 비해 한

글의 전산정보화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한자의 수가 

약 5만자이고 이체자를 포함해도 88,884자에 불과한 점과 

비교해도 한글 문서의 전자정보화의 어려움은 쉽게 상상

할 수 있다. 

2.3. 옛한글 전자문서화를 위한 입력방법

옛한글의 입력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Figure 4에 

예시한 옛한글 자판을 이용한 온라인 한글 입력기(OHI) 

(Online Hangul Input, 2021)와 Figure 5에 예시한 국립국어

원이 제공하는 마우스로 원하는 글자를 선택하여 입력하

는 옛한글 입력기이다. 두 번째 방법은 운영체계의 시스

템에서 자판으로 입력된 신호를 옛한글로 변환하는 IME 

(Input Method Editor)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제

공하는 입력기와 날개셋 입력기(Wikipedia, 2021e)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

법으로 아래아 한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글 입력기이

다. 이처럼 옛한글의 입력방법마다 작동환경, 자판의 배

열, 연구자 개인적인 선호도가 다르며 호환성에도 문제가 

있다. 옛한글의 전자문서화에 성공하더라도 모니터나 프

린터의 환경설정이 맞지 않으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옛한글 문서는 활자나 목판으로 인쇄된 서적류부터 낱

장으로 필사된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순 한글

로 쓰여진 것,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여진 것, 한자에 한

글을 병기한 것, 한글에 한자를 병기한 것, 한자와 한글의 

배열과 크기가 복잡하게 쓰여진 것, 한글 편지, 한글 문서 

등이 있다. 옛한글의 경우 현대 한글과 철자와 의미가 다

른 경우가 많아 옛한글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읽을 수 있다고 해도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현대 한글을 입력하듯이 생각나는 대로 또는 읽은 대로 

암송하면서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흘림체 필사

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옛한글 자료의 연구에 있

어서 입력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자료의 내용을 연

구하는 데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어렵게 익힌 옛한글의 

독해능력이 연구자 개인의 능력으로 머무를 뿐 계승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옛한글 자료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광학적 문자인식

(OCR)기술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옛한글 자동 입력방식

의 구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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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reen captured image of old Korean character input service onlin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1).

Figure 4. A keyboard image for typing old Korean characters (Online Hangul Inpu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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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옛한글 자료의 온라인 열람과 검색

옛한글 자료를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열람이 가능해지

면 이상적이겠으나 옛한글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체가 많

지 않아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검색엔진에서 옛한글

로 검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우선 옛한글을 

입력하는 것도 쉽지 않고 호환성의 문제로 모니터 화면상

에서 옛한글로 표시하거나 프린터로 옛한글을 인쇄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Figure 6에 예시한 한국학중앙연

구원의 디지털장서각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옛한글 

자료의 이미지와 더불어 서지/해제, 본문(텍스트)의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자료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1).

유이양문록(뉴니냥문녹[劉李兩門錄])의 첫 장의 이미

지와 원문을 옛한글로 표기하고 있으며 한글과 더불어 한

자도 병기하고 읽기 쉽게 띄어쓰기를 한 가로쓰기로 표시

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검색과 열람을 가능하게 하려

면 옛한글 원문의 입력과 독해까지 완성되어야 한다. 옛

한글을 현대 한글로 번역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지 정보는 손쉽게 제공할 수 있

으나 옛한글 원문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면 옛한글 원문의 

입력과정이 필수적이다. 연구자들 개인의 노력에 의한 옛

한글 입력과정의 부담을 덜어 본문해석 등의 옛한글 자료

의 내용연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Figure 6의 오른쪽 옛한글 본문(기사보기, xml)에서 병

기된 한자와 띄어쓰기를 생략하여 옛한글을 지원하는 글

꼴(font)로 표시한 경우와 옛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궁서체

로 표시한 경우의 차이를 Figure 7에 예시하였다. 같은 내

용의 본문을 현대 한글과 같이 가로쓰기로 예시한 것을 

Figure 8에 표시하였다. 이처럼 옛한글이 바르게 입력된 

전자문서라고 하더라도 전자기기의 사용환경에 따라서 

의도한 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열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떤 전자기기의 운영체계의 환경 하

에서도 호환성으로 인한 문제에 구애됨이 없이 본문을 열

람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서 표시해 주는 방

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Figure 9). 세로쓰기, 

가로쓰기의 변환도 가능하게 하고 한자와 띄어쓰기를 추

가하거나 생략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열람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Figure 10).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려면 열람 및 검색시스템의 구상단계에서

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정

리하여 설계하는 실행에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Figure 6. Screen captured image of web service from Digital Archive of Jangseogak,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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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Old Hangul text in vertical text direction. (a) correctly displayed old Korean text 

and (b) incorrectly displayed old Korean text due to incompatibility.

Figure 8. Old Hangul text in horizontal text direction. (a) correctly displayed old Korean 

text and (b) incorrectly displayed old Korean text due to in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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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 Old Hangul text image after removing unnecessary mark (red library seal) and (b) vertically 

displayed old Hangul text.

Figure 10. Old Hangul text with supplemental information in Chinese characters and intentional spacings 

between words. (a) horizontally displayed text and (b) vertically displayed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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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의 광학적 문자인식(OCR)

본 연구에서는 옛한글 자료의 이미지로부터 광학적 문

자인식(OCR)기술을 통하여 옛한글 입력방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사진 또

는 스캔 이미지에서 임의의 부분의 한글을 OCR을 통해서 

한글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

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미지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로

는 WaferMasters, Inc.(California, USA.)의 PicMan (Kim et 

al., 2019; Yoo, 2020; Yoo and Yoo, 2021)을 사용하여 선택

된 영역 내의 한글을 가로 또는 세로방향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Figure 11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앞의 버스 정거장의 표지판의 사진에

서 PicMan으로 한글을 추출한 예를 들었다. 활자체의 현

대 한글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 해상도, 명암대비가 확

보되면 세로쓰기, 가로쓰기 모두 문제없이 한글을 추출할 

수 있었다.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 구독점이나 기호가 있

는 경우, 궁서체처럼 글씨의 굵기에 변화가 큰 경우, 세로

쓰기의 경우, 글씨가 작은 경우, 명암대비가 작은 경우 등

은 한글을 잘못 읽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PicMan에서 한글 OCR에 사용한 데이터베

이스가 가로쓰기의 활자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

이다. 

Figure 12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Word에서 

바탕체, 맑은 고딕체, 궁서체, 굴림체로 폰트 크기(font 

size)를 11pt와 16pt로 보통 활자체와 굵은 활자체로 글자

와 글자 간에 인위적으로 간격을 띄어 (a) 가로 또는 (b) 

세로방향으로 표시한 화면을 96dpi (dot per inch)의 이미

지로 저장한 것과 (c)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문

헌 자료인 유이양문록(뉴니냥문녹(劉李兩門錄))의 첫 장

의 마지막 부분의 세로쓰기 부분을 OCR로 문자인식을 시

도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활자체의 경우, 가로쓰기와 세

로쓰기 모두 16종류의 테스트 패턴에서 2종류에서만 

100%의 인식률을 얻었으므로 12.5%의 성공률을 얻은 셈

이다. 글자단위로 인식률을 계산하면 약 85%의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다.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ㅇ’을 ‘ㅁ’으로 읽

거나 ‘ㅏ’를 ‘ㅑ’로 인식하는 등 비슷한 모양의 음소로 인

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앙’을 세로읽기로 할 경우 

‘0 1 0’ 또는 ‘0 1 °’등의 숫자 또는 숫자와 기호의 조합으

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활자체의 경우에도 글자의 

크기가 작거나 글자의 모양에 멋을 낸 경우와 음소(자음, 

모음)끼리 너무 근접해 있는 경우 문자 인식의 오류가 증

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글자의 크기, 이미지의 해상도가 

OCR의 성능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를 조사하여 활용하

게 되면 활자체의 문자 인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필사본의 경우 글자체가 수려하고 고른 왕실문헌의 경우

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거의 모든 글자

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필사본의 특징상 글자와 

Figure 11. An example of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of Korean characters from a photograph of a 

posted sign at the bus stop in front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using image analysis software, PicMan.



266 | 보존과학회지 Vol.37, No.3, 2021

글자 사이에도 가는 먹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글자와 글자

를 구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옛한글 자모의 데이

터베이스가 준비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 민간자료의 

경우에는 조악한 서체의 자료가 많고 일부는 활자 인쇄본

도 있어 OCR인식의 대상을 결정하여 개발을 진행하는 것

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에는 옛한글 문집이 455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왕실자료

가 107종, 민간자료가 348종이다. 원문 텍스트까지 입력

된 자료는 모두 왕실문헌으로 23종에 불과하다. 왕실자료

의 21.5%, 전체자료의 5.1%만이 원문 텍스트의 입력이 완

료된 상태이다. 옛한글 자료를 소장한 다른 기관의 경우

까지 고려하면 옛한글 문서의 전자문서화 작업의 양은 옛

Figure 12. Trial examples of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of Korean characters with various fonts 

(Batang, Malgun Gothic, Gungsuh and Gulim), sizes (11 pt and 16 pt) and thicknesses (normal and bold) 

in (a) horizontal direction and (b) vertical directions and (c) an old Korean hand written document in vertical

direction using image analysis software, PicMan. Perfectly recognized words were highlighted by red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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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수작업에 의한 입력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교를 위하여 OCR로 알파벳, 일본어, 일본어 한자, 중

국어 번자체(繁字體), 중국어 간자체(簡字體)의 문자 인식

도 시도해 보았다. 문자의 종류에 따라서 종류에 맞는 데

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활자

체의 경우 약 70∼80% 정도의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다. 

인식률이 너무 낮으면 문서의 수정작업에 더 많은 작업시

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OCR기술을 활용하려

면 70% 이상의 인식률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옛한글 문서의 형태는 활자나 목판으로 

인쇄된 서적류부터 낱장으로 필사된 것까지 다양하다. 문

서의 내용도 순 한글로 쓰여진 것,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여진 것, 한자에 한글을 병기한 것, 한글에 한자를 병기

한 것, 한자와 한글의 배열과 크기가 복잡하게 쓰여진 것, 

한글 편지, 한글 문서 등이 존재하므로 PicMan에서 임의

의 지정된 영역의 한글과 한자의 문자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글자단위, 단어단위, 행 또는 열 단위, 문장단위 또

는 페이지 단위로 영역을 지정하여 문자를 추출하게 되면 

문자의 오인식률을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

게 작용하게 된다.  

4. 고찰 및 결론

OCR에 의한 한자 및 한자 초서의 판독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국내외의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어 왔다. 연구

자 개개인의 판독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활용함으로써 작업 능률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

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기술과 정보화기술을 활용한 

좋은 사례이다. 경북대학교 Digital Lachiveu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21)에서 한자 초서체 문서의 탈초 

작업과 번역작업이 시도되어 일정한 성과를 얻고 있으

며 일본의 나라문화재연구소(奈良文化財研究所)에서는 

목간(木簡)과 흘림체 문자의 해독 시스템으로 개발된

MOJIZO (Nar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2021)라고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나라

문화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일본의 동경대

학(東京大学)　사료편찬소(史料編纂所)가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로드된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글자

의 후보군을 표시해 주고 있다. 경북대학교의 Digital 

Lachiveum은 OCR로 판독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한 번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글자와 글자를 분리하여 판독하고 

해석 예문을 제시한다. 나라문화재연구소의 MOJIZO의 

경우에는 글자를 하나씩 분리해서 업로드해 주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아직까지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가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도 전자기술과 정보화기술을 옛한글 자료

에 적용하여 입력작업효율의 향상과 옛한글 판독기술 축

적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옛한글로 저술된 다양한 자료

의 형태와 전자문서화와 공유의 어려움에 관하여 옛한글

의 입력방식, 전자기기 간의 비호환성으로 인한 여러 가

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전자문서화의 가장 큰 걸

림돌인 옛한글의 입력방법을 기존의 옛한글 연구자 개인

의 노력에 의한 수동 입력방법에서 옛한글 문서의 스캔 

또는 사진 이미지로부터 이미지 프로세싱 소프트웨어에 

옛한글을 OCR로 인식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첫 단계로 이미지 상의 임의의 영역 내의 한글을 추출하

는 기능을 구현하여 광학적 문자인식기능의 가능성을 시

험하였다. 한글 및 옛한글 이미지를 사용하여 OCR로 한

글 인식을 시험한 결과 활자체의 현대 한글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 해상도, 명암대비가 확보되면 세로쓰기와 

가로쓰기 모두 문제없이 한글을 추출할 수 있었다. 띄어

쓰기가 있는 경우, 구독점이나 기호가 있는 경우, 궁서체

처럼 글씨의 굵기에 변화가 큰 경우, 세로쓰기의 경우, 글

씨가 작은 경우와 명암대비가 작은 경우 등은 추출된 한

글에 오류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옛한글의 경우에는 아직 학습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아 

읽을 수 없었으나 옛한글 문서 중에서 현대 한글과 같은 

글자의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한글을 읽어낼 수 있었다. 

옛한글과 한자가 함께 사용된 문서의 경우에도 OCR기능

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어의 한자와 

중국어 번자체와 간자체도 OCR로 인식이 가능한지 시험

하여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다만 한글과 한자가 함께 사용된 문서의 경

우 한글과 한자의 영역을 미리 지정해서 적용할 학습된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옛한글의 경우 전자기기 간의 호환성의 문제로 전자문

서화된 옛한글이라도 올바르게 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문서화된 옛

한글 문서를 Figure 9과 Figure 10에 예시한 바와 같이 텍

스트와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비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옛한글을 OCR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전자문

서로 변환된 옛한글 자료와 그 원문 이미지를 활용하여 

옛한글의 OCR인식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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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OCR인식에 활용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베이스처

럼 구축하여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많은 학습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옛한글의 판독률이 

높아지게 되어 옛한글 연구자 개개인의 판독능력에 의존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옛한글 자료의 판독기술의 축적으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작업은 개인 

단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중장기

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면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이 방대한 옛한글 자료

의 내용을 옛한글 연구자들만의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문화적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옛한글 문서의 

판독이 진행되어 많은 옛한글 문자와 글꼴에 대한 이미지 

정보가 확보되면 AI기술을 적용하여 옛한글 문자의 이미

지 정보만으로도 옛한글 문자의 판독이 전문가의 수작업

에 의한 입력에 버금가는 상당한 수준까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에 의한 옛한글 문자의 정확한 판독과 판독된 옛한

글 문자 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

다. 이것은 AI에서는 판독된 정답을 알고 있는 이미지를 

이용한 학습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PicMan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

하게 되면 OCR에 의한 문자인식 이외에도 문서 상의 글

자의 윤곽을 추출하여 글꼴에 관한 정보도 자료로 수집하

여 문화재 정보의 전자매체 상의 기록과 보존이 가능하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OCR에 의한 문자인식을 

통한 전자문서화와 교정기능과 더불어 문서의 변색, 손상 

등의 정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할 수 있어 보존과

학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Kim et al., 2019; Yoo, 

2020; Yoo and Yoo, 2021; Yoo et al., 2021). 수리 전의 사전 

조사와 기록은 물론 수리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의 응용에 있어

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기능을 추가하고 보완해 가

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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