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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VGG 모델의 처리를 이용한 부품도면 문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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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계 서비스 부품 도면에서 숫자를 인식하기 하여 입력 상에 한 처리와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서

비스 부품 도면의 숫자를 인식하는데 있는 지시선과 도형에 의한 오검출 는 오인식을 개선하기 하여 수학  형태학 필터

링 처리를 한다. 숫자 인식을 하여 VGG-16 모델을 축소 변형한 7 개의 계층을 가지는 VGG 모델을 용함으로써 인식 성

능을 개선한다. 서비스 부품 도면의 숫자 인식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인식률 95.57%, 정확도는 92.82%로 종래의 방법에  

히 개선된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improving deep learning based numbers and characters recognition performance on parts 

of drawing through image preprocessing. The proposed character recognition system consists of image preprocessing and 7 

layer deep learning model. Mathematical morphological filtering is used as preprocessing to remove the lines and shapes 

which causes false recognition of numbers and characters on parts drawing. Further..  Further, the used deep learning model 

is a 7 layer deep learning model instead of VGG-16 model. As a result of the proposed OCR method, the recognition rate of 

characters is 92.57% and the precision is 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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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은 사람이 작성하거나 인쇄된 문자를 컴퓨터로 

편집할 수 있는 문자 코드 형식으로 변환 기술이다. 

OCR은 차량 번호  인식, 융 거래의 신분증  카

드 번호 인식, 융  의료 서류 워드 변환 등의 다

양한 산업 분야에서 용되고[1-3]. 최근에는 인공지

능 번역에도 용되어 문자를 인식하여 번역을 하는 

서비스 는 웹사이트 검색하는 서비스, 연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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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등 다양한 부분에서 OCR이 응용되고 있다[4]. 

기계부품 산업에서는 부품 도면(Parts book)을 제

작할 때, 설계 부품도면과 서비스 부품도면 두 종류를 

만든다. 설계 부품도면에는 부품의 상세한 정보를 포

함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막기 해 설계 부품도면

을 배포하지 않고, 서비스 부품도면을 별도로 제작하

여 배포한다. 서비스 부품도면의 제작은 일러스트 이

터(Illustrator)와 같은 그래픽 도구를 사용한다. 각 부

품에 한 명칭과 설명을 하여 서비스 부품도면에 

각 부품에는 숫자와 문자을 연결한다. 도면의 숫자 

는 문자를 부품 명칭과 연결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수

행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부품도면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도면

의 숫자 는 문자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

다. 서비스 부품도면의 숫자를 인식하기 하여 일반

인 문서의 문자 는 숫자 인식에 리 사용되는 

있는 OCR 오  소스(Open source) Tesseract 

OCR[5]을 용하 으나, 일반 문서에 해서는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지만, 서비스 부품 도면의 숫자 인식

률은 히 낮다.

본 논문에서는 처리와 딥러닝을 기반으로 서비스 

부품도면의 숫자와 문자 성능 향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부품도면 OCR의 구성은 처리와 딥러닝 

모델로 구성된다. 서비스 부품도면의 숫자와 문자에 

한 오검출 는 오인식의 원인이 되는 지시선과 도

형을 제거하여 인식률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해 

수학  형태학 필터링(mathematical morphology 

filtering)을 처리로 용한다. 숫자 인식은 도면 숫

자 크기를 고려하여 기존 VGG-16을 변형한 축소 

VGG(Mini-VGG) 모델을 이용한다. 제안하는 방법으

로 도면 100장에 한 숫자인식 실험 결과, 인식률

(Recall) 95.57%, 정확도(Precision)는 92.82%로 종래

의 방법에 하여 히 개선된 결과를 얻었다.

Ⅱ. 축소 변형 VGG 모델 

VGG-16 모델은 컨벌루션(Convolution), 풀링

(Pooling), FC(Fully connected)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16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커  크기를 3×3 

으로 반복 수행함으로써 커  크기가 큰 컨벌루션과 

응할 수 있도록 한다[6-7].  

VGG-16 모델을 축소 변형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데이터 입력 크기가 기존의 224×224를 신 28×28로 

7 계층으로 구성된다. 커  크기(Kernel size)는 3×3

으로 VGG-16과 같다. 표 1은 축소 변형 VGG 모델

을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축소 변형 VGG 모델 구조

Fig. 1 Structure of mini-VGG model

layer(type) size

conv1_1 Convolution 28x28x1

conv1_2 Convolution 28x28x1

pool_1 Avg Pooling 14x14x1

conv2_1 Convolution 14x14x2

conv2_2 Convolution 14x14x2

pool_2 Avg Pooling 7x7x2

fc1 FC 512

fc2 FC 256

fc3 FC 10

softmax FC 10

표 1. 축소 변형 VGG 구조

Table 1. Mini VGG architecture

부품도면의 문자와 숫자 크기는 넓이 30부터 40까

지, 높이 20에서 30까지 작은 크기의 이미지로써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 손실을 이기 해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작은 축소 변형 VGG가 하다. OCR 애

리 이션에 학습된 모델을 용하여 숫자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도 추론 속도도 계층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축소 변형 VGG가 속도가 빠르다. 인식률 정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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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축소 변형된 모델이 부품

도면 OCR에 하다. 축소 변형 VGG 모델은 크기

가 작은 객체에 하여 기존 VGG-16보다 우수한 성

능을 보인다.

Ⅲ. 제안하는 처리와 결합한 OCR

3.1 제안하는 OCR 구조 

일반  문서와 달리 지시선과 도형을 포함하는 서

비스 부품도면의 OCR은 지시선이 ‘1’ 는 ‘7’로 문자

로 오인식되거나 부품의 도형이 ‘0’으로 오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시선과 도형을 제거하는 처리 수행한 후에 딥

러닝 추론 과정을 거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부품도

면 OCR 처리 과정를 나타낸 것이다. 부품도면에서 

슷자와 좌표정보를 기록한 실측정보(Ground Truth)를 

일(txt)로 기록한 후 실측정보(Ground Truth) 일

을 활용하여 딥러닝 학습 DB를 제작하고 학습한다. 

부품도면의 지시선과 도형에 의한 오검출을 이기 

한 처리를 통하여 지시선과 도형을 제거하고 학

습 모델을 용하여 검출  인식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시선과 도형을 제거하기 한 

처리로 수학  형태학 필터를 활용하고, 학습  추론

을 한 축소 변형 VGG 모델을 용한다.

3.2 수학  형태학 필터링 처리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해 오검출의 원인이 되는 

지시선과 도형을 제거하기 하여 수학  형태학 연

산을 수행한다. 수학  형태학 연산은 마스크(Mask)

를 이용하여 객체를 확장  축소하여 객체의 형태를 

변형하는 상처리 연산이다. 기본 으로 침식

(erosion), 팽창(dilation) 연산이 있고 이를 복합 으

로 사용하여 객체를 변형 시킨다[8].

침식 연산은 객체의 각 픽셀에 마스크를 용했을 

때 마스크가 255값을 가지는 픽셀에 해 입력 상

도 255값을 가져야 결과값 255가 된다. 상 치에

서 한 픽셀이라도 0값을 가지게 되면 결과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객체가 축소되는 상이 나타난다. 상

의 객체와 배경 사이에 잡음이 있을 때, 잡음을 제거

하거나 임의의 작은 객체를 제거하는데 응용되며 최

솟값 필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연산이다[9].

팽창 연산은 각 픽셀의 마스크를 용했을 때 마스

크의 유효 역에 존재하는 픽셀들을 모두 255값으로 

밝게 한다. 객체가 팽창하게 되는 상이 나타난다. 

상의 내부 구멍이나 공간을 채우거나 짧게 끊어진 

역을 연결하는데 사용되며 최 값 필터의 역할을 

하는 연산이다.

침식 연산과 팽창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에서 열림 

연산(opening)과 닫힘 연산(closing)있다. 열림 연산은 

침식 연산을 수행한 후에 팽창 연산을 수행하여 객체 

역에서 세부 역을 제거하는 연산이다. 닫힘 연산

은 빈틈이 팽창 연산을 수행한 후에 침식 연산을 수

행하여 객체 사이의 빈틈을 채운다[10].

 

그림 2. 제안하는 OCR 구조

Fig. 2  The proposed OCR structure 

본 논문에서는 침식 연산을 먼  수행한 후에 팽창 

연산을 수행하는 열림 연산을 사용했다. 객체를 축소

하는 최소값 필터 침식 연산을 통해 지시선과 도형을 

제거하고, 팽창 연산을 수행하여 인식해야 할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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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침식 연산 과정에서 축소된 것을 팽창한다. 그

림 3은 처리 과정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형태소 

마스크이다. 본 논문에서는 3x3의 십자(cross)형태의 

마스크를 사용하 다.

(a)

(b)

그림 3. 수학  형태학 연산 처리 결과 (a) 

침식연산, (b) 팽창연산 

Fig. 3 Results of mathematical morphology (a) 

Erosion, (b) Dilation

그림 4는 (a)는 서비스 부품도면의 원 이미지이며, 

(b)는 처리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추론 한 결과이

다. ©는 처리를 수행한 결과이다. (b)에서 지시선 

 도형을 “1” 는 “7”로 둥근 모양의 도형은 “0”으

로 오검출  오인식 되지만, (c)에서는 부분의 지

시선과 도형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시뮬 이션 결과  검토

4.1 실험 환경

제안하는 OCR 성능 검증을 하여 부품도면에서 

0부터 9까지 28×28 크기의 숫자를 31,249개를 추출하

여 데이터셋를 구성하 다. Ubuntu 16.04, NVIDIA 

Titan X 12GB 환경에서 축소 변형 VGG모델을 사용

하여 학습한다. Windows 10, Visual studio .NET C# 

환경에서 OpenCV 3.4 버 을 이용하여 처리 과정

을 수행하고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애

리캐이션을 개발하 다.

4.2 실험 결과

성능 평가 사용한 부품도면의 해상도는 3,000×1 

,800 이다. 그림 5는 처리와 결합한 축소 변형 VGG 

OCR를 용한 결과이다. 

(a)

(b)

(c)

그림 4. 서비스 부품도면에 한 OCR  처리 결

과.  (a) 원본 상, (b) OCR 처리 결과 (c)  수학  

형태학 필터링 용 결과 

Fig. 4 Results of OCR and pre-processing. (a) original 

image, (b) a result of OCR (c) a result of 

mathematical morphology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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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한 OCR 결과 

Fig. 5 The Result of the proposed OCR

입력 도면 데이터에 한 결과를 텍스트 일로 로

그 일을 제작하여 기존에 있는 GT텍스트 일과 

비교하여 TP(True Positive), TN(True Negative), 

FP(False Positive), FN(False Negative)을 계수하여 

식 (1), (2)와 같이 인식률(recall)과 정확도(precision)

를 계산한다. 그리고, 인식률과 정확도의 조화 평균으

로 F1 척도를 식 (3)과 같이 계산하여 비교한다.

 
 (1)

  
 (2)

  
 (3)

표 2는 부품도면에 한 OCR 성능을 비교한 결과

이다. 서비스 부품도면 100장을 활용하여 OCR 성능

을 비교한다. 실험 결과 데이터 입력 크기가 224×224

인 기존의 VGG-16 모델을 사용했을 때 인식률과 정

확도가 73,89%, 정확도 58.0% 이며, 축소 변형 VGG

를 용하면 인식률과 정확도가 각각 96.04%, 87.01% 

로 VGG-16 모델에 비하여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안하는 OCR, 즉, 수학  형태학 처

리와 결합한 축소 변형 VGG 모델의 경우 인식률과 

정확도가 각각 95.57%, 92.82%로 축소 변형 VGG에 

비하여 오검출  오인식이 히 개선되었다.

Models VGG-16 Mimi-VGG
proposed 

OCR
Recall 73.89% 96.04% 95.57%
Precision 58.00% 87.01% 92.82%
F1 score 66.10% 91.30% 94.17%

표 2.  부품도면 OCR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f OCR of 

service parts book

Ⅴ. 결  론

본 논문은 기계 산업의 서비스 부품도면의 문자와 

숫자 인식률을 개선을 하여 수학  형태학 처리

와 축소 변형 VGG 모델을 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수학  형태학 처리 과정은 도면의 지시선과 

부품이 오인식되어 인식률을 하시키는 요인을 제거

하며, 도면 숫자 크기를 고려해 기존 VGG-16이 아닌 

축소 변형된 VGG 모델을 용하여 정확도를 개선시

킨다. 서비스 부품도면 100장에 한 OCR 성능 평가

를 F1 척도로 비교한 결과, 제안하는 OCR인 수학  

형태학 처리와 결합한 축소 변형 VGG의 결과가 

94.17%로 가장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고, 인식률

(Recall) 95.57%, 정확도(Precision) 92.82%의 결과를 

얻었다. 제안한 OCR이 서비스 부품도면 숫자 인식에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음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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