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법 검사 엔진을 사용하여 다중 언어의 OCR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개요
아래는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간체), 일본어 및 한국어로 게티즈버그 연설의 일부를 발췌한 PDF 입니다. 이
문서는 개발자/사용자에서 Advantage OCR 엔진의 성능과 그 한계를 보여줍니다.

OCR은 일반적으로 인식 정확도가 낮은 순위의 문자들에 대해 “빈칸을 채워”로 언어 사전들을 참조합니다.
예를 들어, “Will”이란 단어에 대해, OCR은 마지막 문자가 “1” 인지 또는 “I” 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서
“Wil1” 또는 “Will” 중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확인.참조합니다.

Advantage 엔진이 자동으로 하나의 이미지(텍스트, 테이블 및 그래픽을 찾는)를 영역화할 때, 통상 하나의
영역내에 텍스트의 블록들을 그룹핑합니다. 사용자는 문서내에서 각각의 언어가 별도의 단락이 되며 별도의
텍스트 블록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텍스트의 각 블록은 하나의 별도 영역이 됩니다.

OCR이 텍스트의 언어를 식별하려고 시도할 때, 영역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PDF의 경우,
OCR은 각 영역에 포함된 언어를 식별하려고 시도합니다.
Advantage 엔진은 일반적으로 맞춤법 검사 엔진으로 알려진, 언어 사전들로 세가지의 다른 시스템들을
지원합니다.
특히, Hunspell은 가능한 많은 다른 언어 사전들을 갖고 있는 오픈 소스 맞춤법 검사 엔진입니다.
Advantage 엔진내에 Hunspell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획득하고 사용자가 지원을
계획하는 언어들에 대해 필요한 언어 사전들을 획득함으로서, 사용자는 Advantage 엔진이 영역마다 각각의
언어를 식별하려고 시도하게끔 할 수 있으며, 이로서 인식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Hunspell 맞춤법 검사 엔진 및 언어 사전을 획득하기
Hunspell 맞춤법 검사 엔진을 획득하고 이를 Advantage 엔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발 환경에 설치하는
방법은 아래의 온라인 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leadtools.com/help/leadtools/v19/dh/fo/leadtools.forms.ocr~leadtools.forms.ocr.ocrspellchec
kengine.html

OCR 다중 엔진 데모내에 Hunspell 맞춤법 검사 엔진을 사용하기
이미지를 로드
1) "\LEADTOOLS ??\Bin\Dotnet4\Win32\CSOcrMultiEngineDemo_Original.exe" 데모 프로그램을 실행
2) 시작에서, LEADTOOLS Advantage 엔진의 사용을 선택
3) 파일ㅣ종료 메뉴 항목에서 기본으로 로드된 이미지를 삭제
4) 파일ㅣ열기 메뉴 항목에서 PDF 셈플을 로드
Hanspell 맞춤법 검사 엔진을 선택하기
5) OCRㅣ맞춤법 검사 엔진 사용..: 하나의 선택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메뉴 항목
6) 드롭 다운에서, “Hunspell” 맞춤법 검사 엔진을 선택

언어 사전 목록
7) OCRㅣSpell Language 사용..: Hunspell 맞춤법 검사 엔진 사용이 가능한 모든 언어 사전들의 목록을
포함하는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메뉴 항목

각 영역에서의 검색을 위해 Advantage 엔진의 사용 가능한 언어들
8) 엔진ㅣ언어들 사용..: 각 영역에서의 검색을 위해 Advantage 엔진에 대하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들을
선택하는 대화상자. 셈플 문서의 경우, 언어들이 순서대로 있음을 확인합니다.

문서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저장
9) OCRㅣ문서 저장 : 문서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메뉴 항목
10) 유니 코드 인코딩 텍스트로 결과를 저장

결과

제한
한 영역의 언어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Advantage 엔진은 디폴트 언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디폴트
언어는 사용 가능한 언어들 대화상자에서 선택 가능한 언어들 목록의 첫번째 언어가 됩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언어들은 언어 사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dvantage 엔진이 하나의 아시아
언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의 경우에, 사용자는 문서에서 발견된 세가지 아시아 언어들의 하나만을 성공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두개의 언어들(영어와 러시아)은 가용한 언어 사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높은
정확도로 식별 및 인식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