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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지로부터 글자를
감지하고 인식하는 방법이 상당 부분 단순화되어 관련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에서 글자를 감지하는 방법
(Text detection)으로는 기존의 물체 감지 신경망을 수정하여 이
용하거나, 픽셀/문자/단어/문장 수준에서 구성요소를 학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문자 수준의 글자 감지는 단어, 문
장 수준의 학습을 통한 글자 감지보다 단어 내에서 구성될 수
있는 문자의 다양한 형태에 강인한 특성을 보여준다. 문자 수준
에서 글자를 감지하는 초기 모델인 CRAFT는 예측 성능이
Feature map의 크기에 의존적이며, 실시간 처리에 어렵다는 특
징이 있다. 본 초록에서는 CRAFT의 동작 원리를 소개하고, 성
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서, Graph Convolution Network를 적용
하는 연구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를 이용해 글자의
방향을 학습한 연구, Back-bone을 더 가벼운 모델로 대체하여
연산 시간을 줄인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글자 감지 모델의 성
능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1. 서

론

차량 번호판 인식을 위해 사용되던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을 넘어, 주변 사물에서 글자를 감지하는
STR(Scene Text Recognition)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글자 감지
작업을 위해서는 CCA(Connected Component Analysis) 등의
Rule-based algorithm으로 영역을 추출했다 [1]. 이후
AlexNet[2]와 같은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기반의
신경망을 통해 물체의 감지, 분류 작업이 활성화되면서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였다. 이후 물체 감지 신경망이었던 SSD(Single
Shot Detector)를 수정한 Textboxes[3]를 통해 이미지를 입력받
아 글자를 감지하고, 감지한 글자에서 글자를 인식해 출력하는
End-to-End 신경망이 발표되면서 글자 감지, 인식의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이미지에서 글자를 추출하는 연구
는 글자의 감지, 인식, 감지와 인식을 한번에 처리하는
End-to-End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다. 글자의
감지는 이미지에서 글자를 감지하고 위치 좌표를 localization 하
는 작업을 의미하고, 글자의 인식은 특정 영역의 글자가 어떠한
글자인지 분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글자의 감지는 문장, 단어, 문자, 픽셀 수준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문자 수준에서 글자를 감지하는 Bottom-up 방식의
CRAFT[4] 모델은 단어, 문장 수준으로 학습한 다른 모델에 비
해 다양한 크기와 방향으로 출력된 문자에 대해 강인하게 감지
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Feature map의 크기에 의존적이고 기
존의 모델에 비해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지적이 있
다. 본 초록에서는 문자 수준으로 글자를 감지하는 CRAFT 모
델을 사례로 학습 원리와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2. 본

Dataset은 문자 수준으로 위치 좌표가 주석되어 있어, 문자 수
준으로 학습할 수 있다. CRAFT 모델은 사전 학습 단계에서 단
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자가 위치하는 영역, 문자와 문자 사이
의 영역을 학습한다. 단어의 문자 영역뿐만 아니라, 문자와 문자
사이의 영역도 학습함으로써,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들의 문맥적
정보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합성 이미지를 사전 학습한 신경
망을 ICDAR[5], TotalText 등의 실제 이미지 Dataset에서 전이
학습한다. 일반적으로 ICDAR을 비롯한 실제 이미지 Dataset에
는 단어/문장 수준의 주석은 되어 있으나, 문자 수준의 주석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 학습과 동일하게 문자 단위로 학습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문자의 명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단어의
길이 정보와 같은 간접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단어의 글자 수 대
비 예측한 문자의 개수를 측정하여 반영하는 약한 지도학습의
형태로 전이 학습을 진행한다.
2.2 문자 수준의 글자 감지 모델 성능 개선

CRAFT는 단어 내 문자의 문맥적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문자
와 문자 사이의 영역을 학습하는데, 글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 단어의 경우에는 영역의 학습 및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모델의 FPS가 상대적으로 저조해 실시간 처리에 어려움이 존재
한다. 해당 문제점들에 대해 성능을 개선한 연구를 소개함으로
써, 문자 수준의 글자 감지 모델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2.1 문자 간 관계 검출성능 개선 방법

CRAFT는 Unet[6] 구조로 이루어진 CNN 기반의 신경망이다.
문자와 문자 사이의 영역을 학습할 때, Convolution feature
map에 글자의 특징값이 기록되는데, 해당 픽셀에 인접한 지역적
인 정보를 취합하므로, 문자 간의 거리가 Feature map보다 크면
인접한 다른 문자를 찾을 수 없어 학습 및 추론이 불가능하다.
ReLaText는 2차원 Convolution이 아닌 GCN(Graph
Convolution Network)를 이용해 단어의 문맥적 정보를 얻는 것
을 제안한다. GCN을 사용하게 되면 문자의 간격이 Feature
map보다 클 때뿐만 아니라 더 좁게 위치할 때도 분별할 수 있
다.[7] 그림 1은 기존의 연구를 3종류로 나눠 (a), (b), (c)에 도
시하고 GCN을 도입한 결과를 (d)에 나타낸 결과이다. CRAFT
의 경우 (a)에 속하며 Feature map이 같은 단어 내의 다른 문자
를 감지하지 못해 분리되었으나, GCN을 도입했을 때 (d)와 같
이 문자 간의 관계를 감지하고 온전히 단어 전체를 감지한 결과
를 얻었음을 볼 수 있었다.

론

2.1 문자 수준의 글자 감지

CRAFT 모델은 자연적인 이미지에 임의의 글자가 합성된
SynthText Dataset으로 사전 학습을 진행한다. Synth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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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CN 도입을 통한 문자 간 관계 검출성능 개선
(a,b,c) 기존 연구 결과 (d)GCN 결과

2.2.2 문자의 방향 검출을 통한 성능 개선 방법

일상과 문서 속 글자 모두 인쇄 방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
질 수 있다. 글자를 감지하고, 인식 작업을 통해 이미지를 텍스
트로 변환해야 할 때, 인쇄 방향의 정보의 유무는 후처리에 많
은 영향을 줄 수 있다. DetectGAN[8]는 단어의 위치 좌표뿐만
아니라, 인쇄 방향의 정보를 얻는 방법을 제안한다. CRAFT의
경우, 이미지를 입력하고 Encoding, Decoding 과정을 거쳐 글자
의 위치 정보를 얻어낸다. DetectGAN은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4방향의 이미지를 생성한다. 각기 다른 방향의 4장의 이미지에
서 글자를 감지함으로써, 기존의 연구 방법보다 더 많은 정보를
통해 좋은 성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a)

론

CRAFT 모델을 구성하는 Unet의 Convolution 신경망은 문자
사이의 문맥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Graph Convolutional Network를 도입하여 feature 사이의 관계
를 정의하면, Feature map의 크기와 관계없이 문자 간의 관계
검출이 가능해지므로 글자 감지 성능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DetectGAN에 소개된 방식과 같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이용하여 이미지 내 글자의 인쇄 방향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다양한 다른 감지 모델과의 결합을 시도
해 성능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AN의 경
우에는 CRAFT와 예측성능이 비슷하면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
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CRAFT의 Unet은 PAN의 ResNet
에 비해 연산 과정에서 느릴 뿐만 아니라, 파라미터의 개수도
수 배가량 많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다만
PAN은 문자 수준에서의 글자 감지가 아닌 단어/문장 수준의 감
지기이므로, CRAFT와 같은 문자 수준의 글자 감지 모델과 함
께 앙상블 기법으로 활용하면 글자 감지 작업에서 좋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b)
<그림 2> DetectGAN 도입을 통한 문자 감지 성능 개선
(a) Overview (b) DetectGAN 결과

2.2.2 FPS 개선을 위한 방법

PAN[9]은 FPN[10]의 신경망을 수정한 모델이다. VGG16 기
반으로 만들어진 CRAFT의 Unet 신경망에 비해 PAN은
ResNet 기반으로 만들어져 더 빨리 연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AN은 속도와 성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Decoder의 여러층에
서 예측값을 얻을 수 있는 FPN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그림 3
과 같이 PAN은 CRAFT와 동일한 데이터 셋에서 유사한 예측
성능을 보이면서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a)

(b)

3. 결

(c)

<그림 3> CRAFT와 PAN의 성능 비교
(a) 데이터셋 검출성능 (b) PAN overview (c) CRAFT와
PAN의 FP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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