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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한국 작권 원회의 작권 R&D 과제(과제명 : 북스캔 어문/만화 작물 식별  복제방지 기술 개

발)에서 연구 인 북스캔 도서 작물 식별 기술연구로 북스캔 만화 작물과 함께 북스캔 도서를 효과 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북스캔 만화  도서 작물의 건 한 생태계 기반 조성을 목 으로 한다. 본 논문은 기 연

구된 북스캔 만화 작물 식별 시스템에 추가 으로 도서 작물 식별 시스템을 통합 구 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고화질 스캐 와 보정 소 트웨어들을 이용한 도서의 불법 복제가 확산되고 있어 만화와 함께 도서에 한 식

별 기술을 제공하여 무차별  복제로 인한 작권자들의 피해를 이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sound ecosystem of scanned cartoons and books through the effective 
identification technology developed as a part of the project granted from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Project 
title: Identification and Copy Protection Technology of Scanned Text/Comic Books). This study shows a model 
integrating the scanned book identification system with the existing system that identifies scanned cartoons. The 
model sugges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give a help in reducing the author’s damages due to the 
indiscriminate illegal reproduction, which tends to expand with high quality scanners and editing softw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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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마트 기기에 가장 합한 독서 콘텐츠로 주목을 받

으며 올해 시장 규모가 2950억 원에 이르고 2018년에는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상되는 웹툰을 심으로 

자책과 웹소설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출 시

장은 인쇄기기와 IT 기술의 발달로 출 의 장벽이 낮아

지면서 최근 작가들은 기성 출 사를 통한 방식에서 자

가 출  랫폼을 통한 개인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가 출  랫폼은 기존 출 사의 문턱이 높아 출 되

기 어려웠던 책들이 극 으로 출 되면서 다채롭고 다

양한 작가 발굴의 기회  아마추어 작가의 성장 배경으

로써 평가받으며 성장  확 되고 있다. 한 디지털 인

라의 발달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성능이 향상되

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고 보

이 확산되면서 국내 자책 업계의 매출규모가 지속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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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2014)

그림 1. 세계 일반 전자책 시장 성장 전망
Fig. 1. Growth forecast in consumer e-Books

로 증가하고 있다. 

로벌 컨설 업체 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PWC)에 따르면 세계 일반 자책 시장의 규모가 2014

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7.6%로 2015년에는 

135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19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망된다(그림 1).

자책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개인이 이용 가능한 스캐

의 보  확 와 스마트 장치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

하여 종이도서, 웹툰  자책 등을 짧은 시간에 고품질

의 디지털 이미지로 촬   캡처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

하는 앱 등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자책의 불법 복제  

유통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불법 복제된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기 해 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

의 OSP 사업자에 한 기술  조치 의무화 규정으로 웹

하드 서비스 업체는 특징  기반 콘텐츠 식별기술을 이

용하여 작물을 식별하고 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

고 있으나 만화  도서 등 출 물에 한 콘텐츠 식별기

술은 아직 웹하드의 출 물 필터링에 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간에 걸쳐 

수행 인 한국 작권 원회의 작권기술 R&D 연구 과

제 “북스캔 어문/만화 작물 식별  복제방지 기술”의 

1, 2차 년도 연구결과로 북스캔 만화 식별 기술을 개발
[1][2][4]5][6][7]하 으며 3차 년도 과제에서는 북스캔 도서 식

별을 개발하 다. 본 논문에서는 3차 년도의 연구 결과로 

북스캔 도서 작물 식별 시스템 개발을 해 II 에서는 

북스캔 도서 작물 식별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을 제시

하고 III 에서는 북스캔 도서 작물 식별 시스템을 제

안하고 IV 에서는 구   성능 V 에서는 결론  향

후과제를 기술한다.

II. 북스캔 도서 저작물 식별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북스캔 도서 작물 식별 시스템은 1, 2차 년도에 연구

된 북스캔 만화 식별 시스템에 식별 상이 그림보다는 

자 주의 구성된 도서 작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

능을 추가한 시스템으로 과제 체의 성능 요구사항은 

표 1과 같다. 3차 년도의 도서 작물 식별에 한 성능 

요구사항은 만화 도서 분류 기술과 고성능 도서 식별 처

리 항목이 해당된다.

항목 처리 요구 내용

만화 도서 분류 

기술
정확도 : 95%

고성능 도서 

식별 처리

식별시간 : 3 /권 이내

식별률 : 80% 이상

오인식율 : 1% 이하

고성능 만화 

식별 처리

식별시간 : 정상 1 /권 이내, 비정상/변형 3

/권 이내

식별률 : 정상 99% 이상, 비정상/변형 85%

이상

오인식율 : 1% 이하

다양한 이미지 

포맷 처리
JPG, PNG, GIF, TIF, BMP

다양한 장  

압축 포맷 처리
ZIP, ALZ, ARJ, EGG, RAR, PDF

다양한 

조 방식 처리

양면/단면, 일본만화/도서, 한국만화/도서 

조 방식 처리

다양한 변형 

형태 처리
회 , 이동, 왜곡, 밝기, 페이지 추가/삭제

표 1. 식별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Table 1.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identification system

1. 만화 도서 분류 처리

북스캔 시스템의 식별기술은 기 연구된 만화의 특징

을 이용한 만화 식별기술과 새로 연구된 도서의 특징

을 이용한 도서 식별기술로 구성되어 있어, 우선 으

로 식별 상이 만화인지 도서인지 구분하는 기술이 지

원되어야 하며 체 시스템의 식별 성능에 큰 향을 주

기 때문에 95%이상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2. 고성능 도서 식별 처리 

북스캔 도서 작물의 식별을 해 북스캔 만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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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식별 시스템 개념도
Fig. 2. Overview of the identification system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자 주로 구성된 도서에 

해서는 특징 으로서의 합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식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스캔 도서 1,890권에 해 

북스캔 만화 특징  추출  등록을 수행했을 때 1,485권

(78.6%)이 오식별이 발생하여 도서 작물의 식별을 

한 별도의 특징  알고리즘과 식별 기술이 지원되어야 

한다.

북스캔 도서 식별 시스템의 성능은 식별률과 식별시

간으로 평가된다. 식별률은 북스캔 도서의 크기, 포맷, 

장 방식, 변형유무에 계없이 80% 이상의 성능을 유지

하여야 하고, 식별시간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3 /권 이상

의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식별 시스템 환경이 클라이언

트-서버 모형으로 구 될 경우에도 네트워크 지연을 배

제할 경우 유사한 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3. 그 외 요구사항 처리 

고성능 만화 식별 처리, 다양한 이미지 포맷 처리, 다

양한 장  압축 포맷 처리, 다양한 조 방식 처리  

페이지 추가/삭제 처리는 1, 2차 년도에 연구  구 된 

기능  성능이 그 로 유지되어야 한다[1][2].

III. 북스캔 도서 저작물 식별 시스템

II 에서 설명된 북스캔 도서 식별 시스템 성능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해서 1, 2차 년도에 연구 개발된 북스

캔 만화 식별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 을 그 로 유지하면

서 북스캔 도서 작물의 식별 기능을 추가하여 통합 제

공하는 시스템을 구성한다[7][8][9]. 스캔 도서 작물을 식

별하기 한 도서 특징  추출기와 북스캔 작물이 만

화인지 도서인지를 구분해주는 만화 도서 분류기가 필요

하다. 북스캔 만화와 도서 작물의 특징  추출  식별

과정들이 네트워크를 통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로 연

계되어 작동하기 한 시스템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1. 식별 시스템 클라이언트

북스캔 만화  도서 작물의 식별 시스템 클라이언

트는 다양한 포맷으로 장된 북스캔 만화  도서 작

물로부터 이미지를 분리하고 정규화  보정작업을 포함

한 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그리고 만화 도서 분류기에

서 스캔 만화인지 스캔 도서인지 구분하여 각각 만화 특

징  추출기와 도서 특징  추출기를 이용하여 해당 특

징 을 추출한다. 일정 개수의 스캔 이미지에 한 특징

을 추출한 후 식별 요청기를 통해 식별 서버로 식별을 

요청하는 기능들을 포함하는 모듈들로 구성된다.

가. 소스 파일 처리기

북스캔 만화  도서 작물은 일반 으로 복수의 도

서들이 하나의 압축 일에 장되어 있으며 압축 일 

내에 다양한 장 포맷들이 재귀 인 형태로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으며 일의 크기도 수십 메가바이트에서 수 

기가 바이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소스 일 처리기

는 만화  도서 식별 과정의 성능 향상을 해 용량의 

북스캔 일의 내용을 모두 압축 해제하는 비효율 인 

과정을 생략하고, 특징  추출기가 페이지 단 로 지정

하여 메모리로 달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나. 정규화 처리기

정규화 처리기는 다양한 해상도로 되어 있는 소스 이

미지들을 일정한 크기로 재조정하고, 색도 차이에 한 

오류 가능성을 제거하기 하여 각 픽셀의 색 값을 256 

단계의 그 이 스 일로 정규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 보정 처리기

보정 처리기는 스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 

들을 제거하고 회  변형을 감지하여 수평상태로 보정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A Study on Integrated Identification System of Scanned Cartoons and Copyrighted Books

- 22 -

구분 (이미지 수) 만화로 정 도서로 정

만화 (13,902) 13,547 (97.45%) 355 ( 2.55%)

도서 (20,605) 991 ( 4.81%) 19,614 (95.19%)

표 2. 스캔 만화와 스캔 도서 분류 성능
Table 2.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scanned 

cartoon and book

그림 3. 스캔 만화 및 도서 분류 방법
Fig. 3. Classification method of scanned cartoon 

and books

라. 만화 도서 분류기

본 연구과제에서 북스캔 시스템의 식별기술은 만화의 

특징 을 이용한 만화 식별기술과 도서의 특징 을 이용

한 도서 식별기술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통합한 식별 시

스템 구성을 해서 식별 상이 만화인지 도서인지 구

분하는 기술이 필수 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스캔 만화와 스캔 도서의 구분은 주 수 스펙트럼을 

이용한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스캔 만화의 경우는 이미지

에 수직선과 수평선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수직  수평

에 한 주 수 성분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일반 인 텍

스트로 구성된 스캔 도서의 경우는 텍스트의 방향이 가

로 는 세로인지에 따라 한쪽 방향으로의 주 수 성분

이 포함된다. 이 스펙트럼의 차이를 이용하여 스캔 만화 

이미지와 스캔 도서 이미지를 구분한다.

표 2는 스캔 만화 13,902개와 스캔 도서 20,605개의 이

미지를 상으로 구분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 다. 

스캔 만화에 해서는 97.45%로 만화로 정하여 2.55%

의 오류율을 보 으며, 스캔 도서에 해서는 95.19%로 

도서로 정하여 4.81%의 오류율을 보여 스캔 만화  

도서 모두에 해 성능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95%이상의 

정확도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 다.

마. 특징점 추출기

만화 특징  추출기는 1, 2차 년도에 연구 개발된 추출

기를 사용한다
[1][2][4][5]

.

도서 특징  추출기는 스캔된 이미지로부터 특징  

정보들을 추출하여 식별 요청기에 보내는 기능을 수행한

다. 특징 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스캔 도서 이미지 에 

나열된 자들의  간격과 에 지 스펙트럼의 특성을 사

용하여 특징 을 추출한다. 그림 4는 자의 배열이 가로

와 세로로 구성된 페이지에서의 자간의  간격과 에

지 스펙트럼을 보여 다. 특징  추출시 용되는 역, 

임계치와 정보 표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

지만 본 과제에서는 스캔 만화의 특징 과 동일한 정보 

표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스캔 도서 식별 

시스템을 추가하면서 기 구축한 북스캔 만화 식별 시스템

을 가능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 도서 특징점 정보
Fig. 4. Books feature information

북스캔 만화 도서 통합 식별 시스템의 특징  추출 방

법은 그림 5와 같이 특징  식별 요청을 해 만화 도서 

분류기에서 페이지 별로 이미지에 해 만화인지 도서인

지를 구분하고 구분된 결과에 따라 만화 특징  는 도서 

특징 을 추출한 후 지정된 k 페이지에 한 특징 을 모

두 추출하여 이를 식별 서버로 송하여 식별 요청을 한다.

그림 5. 만화 및 도서 분류 알고리즘
Fig. 5. Classification algorithm of cartoon and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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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스캔 도서를 상으로 만화  도서 분류를 

수행한 를 보여 다. 도서의 경우에도 특정 페이지의 

부분이 그림으로 구성되고 만화와 같이 가로 세로에 

해당하는 주 수 성분이 많이 포함된 경우에는 스캔 도

서 특징  추출 알고리즘이 아닌 스캔 만화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 의 경우도 

마찬가지며, 이 게 구성하면 만화와 도서에 한 특징

 DB 테이블을 별도로 리하지 않아도 되며 서버에 식

별 요청을 할 때 북스캔 작물이 만화인지 도서인지 구

분하거나 는 구분자를 달할 필요가 없다.

그림 6. 스캔 만화 및 도서 분류 예
Fig. 6. Example of cartoon and scanned books

classification

바. 식별 요청기

식별 요청기는 식별 상이 되는 북스캔 일로부터 

추출된 특징  정보를 식별 시스템 서버로 요청하고, 식

별 시스템 서버로 부터 식별된 만화 는 도서의 메타데

이터 정보를 달받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 클라이언트 프로토콜 처리기

클라이언트 로토콜 처리기는 특징   메타데이터  

등록에 한 요청을 서버에 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식별 시스템 서버

북스캔 만화  도서 작물의 식별 시스템 서버는 클

라이언트로부터 특징   메타데이터 DB에 등록된 정

보를 사용하여 도서 식별 요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가. 특징점 식별 처리기

특징  식별 처리기는 클라이언트의 식별 요청기로부

터의 식별 요청을 처리하기 해 특징  DB에 한 검색 

기능을 수행한다.

나. 메타데이터 처리기

메타데이터 처리기는 클라이언트 식별 요청기의 요청

에 따라 식별된 만화 는 도서에 한 메타데이터 정보

를 클라이언트에 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 서버 프로토콜 처리기

서버 로토콜 처리기는 클라이언트의 특징   메

타데이터 등록에 한 요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IV. 구현 및 성능

스캔 만화  도서 특징  식별 연구를 목 으로 웹에

서 1만6천여 권의 스캔 만화와 6천여 권의 스캔 도서를 

신규로 수집하 으며 복도서를 정리하고 스캔 만화 식

별 기술 성능평가 기 에 한 연구[3]를 바탕으로 최종 

정리된 스캔 만화 7,120권과 스캔 도서 1,890권을 확보하

다. 구 된 시스템의 개발 환경은 표 3과 같다.

항목 사용 기술/환경

식별 요청 

클라이언트
Windows 7/8, Linux CentOS 6/7

식별 서버 Windows 7/8/2012서버

DBMS PostgreSQLv9.3

표 3. 구현 시스템의 개발 환경
Table 3. Development environment of the 
          implemented system

북스캔 만화  도서 식별 시스템의 식별 성능을 테스

트하기 해 웹에서 수집한 스캔 만화 7,120권과 스캔 도

서 1,890권의 총 9,010권에 한 특징  DB를 구축하고 

동일한 도서를 기 으로 식별시간과 식별률을 측정하

다. 표 4는 성능실험 결과를 보여 다. 실험결과 식별률

은 스캔 만화에 해서는 99.9%, 스캔 도서에 해서는 

100%로 체 식별률이 99.9%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로 

신규 연구 개발한 도서 특징 이 유일성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고 만화 특징 과의 통합 구성에 해서도 정상

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스캔 만화  도서 1권의 식

별에 소요된 시간은 만화  도서 분류와 특징 을 추출

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평균 0.24 , 서버에서 식별

에 소요되는 시간이 0.01 로 네트워크 연결 시간을 제외

한 시스템 응답시간은 0.25 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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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별 상 식별 오식별 식별률

만화 7,120권 7,116권 4권 99.9%

도서 1,890권 1,890권 0권 100.0%

합계 9,010권 9,006권 4권 99.0%

표 4. 식별 시스템 인식률 성능
Table 4. Identification performance of the system

VI.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한국 작권 원회의 작권기술 R&D 연구

로 수행 인  “북스캔 어문/만화 작물 식별  복제방

지 기술” 연구 과제의 3차년도 연구결과로, 북스캔 도서 

식별 시스템의 구  모델을 제시하 다. 제안된 모델은 

재 연세 학교 다차원융합 연구실과 공동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체 연구에 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

되고 있으며 3년간의 연구 개발한 시스템을 통합하고 이

에 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 그 동안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용화 서비스

를 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불법 만화  도서 복제물들에 한 정확한 식별과 

작권정보의 연동을 통하여 만화  도서의 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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