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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기존 객체탐지는 경계 상자 회귀방식을 적용하였지만, 문자는 왜곡과 변형이 심한 특성을 가진 

객체로 U-net 구조의 이미지 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근 문자 탐지는 통계적 

모델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심층 신경망 기반의 모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분할을 통한 양방향 특징 결합 기법을 사용한 문자 탐지 모델을 제안한다. 이미지 분할 방식은 

메모리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특징 추출 단계에서 경량화된 네트워크를 적용하였

다. 또한, 객체 탐지에서 큰 성과를 보인 양방향 특징 결합 모듈을 U-net 구조에 추가하여 추출된 

특징이 효과적으로 결합 되는 결과를 얻었다. 제안하는 모델의 문자 탐지 성능은 합성 문자 데이터셋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기존의 U-net 구조의 이미지 분할 방식보다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문자 탐지(text detection), 특징 결합(feature fusion), 이미지 분할(image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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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광학 문자 인식은 장면/영상 이해, 자율주행 및 즉시 

번역 등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며 컴퓨터 비전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된다. 광학 문자 인식은 전처리, 문자 탐지, 문자 

인식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문자 탐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 

경계 상자 회귀 모델보다 U-net 구조의 이미지 분할 방식 모델을 

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U-net 구조와 양방향 특징 결합 모듈인 BiFPN 

(Bidirectional Feature Pyramid Network)의 결합으로 탐지 성능

을 높이고, 경량화 특징 추출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메모리 

효율성을 높인 문자 탐지 모델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Segmentation Based Text detector 

이미지 분할을 이용한 모델은 대부분 완전연결층을 제거한 

FCN (Fully Convolutional Network)를 기반으로 한다. Baek et 

al. 2019[1]는 가우시안 히트맵과 약한 지도학습을 통해 단어 

단위 데이터에서 문자 단위 탐지방법을 제시했다. Ye et al., 

2020[2] 는 이미지의 특징을 전역, 단어, 문자 단위로 추출한 

뒤 다중 결합을 통해 합침으로써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탐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aek et at. 2019[1]의 가우시안 

히트맵 방식의 탐지를 적용했으며, 문자 단위의 특징을 결합했다.

1.2 Feature Fusion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효과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특징 결합을 적용한다. Ronneberger et at. 2015[3]는 

고수준 특징을 저수준 특징과 결합하고 이미지 분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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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t을 제시했다. Tan et al. 2020[4]는 고수준과 저수준의 특징

을 가중치를 이용한 양방향 결합 방법인 BiFPN을 적용한 객체 

탐지를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U-net 구조에 BiFPN 모듈을 

적용한 모델을 제시한다.

III. Methodology

1. Architecture

특징 추출기로 Efficient Net B4 모델을 채택했으며, 완전 

연결 층을 제거해 사용했다. 양방향 특징 결합을 위해 BiFPN 

모듈이 적용되었다. 효과적인 특징 결합을 위해서 BiFPN 모듈을 

반복 사용했으며 최종 모델은 6번의 특징 결합이 반복되었다. 

전체적인 모델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Fig. 1. Network architecture.

2. Training

문자 위치의 레이블은 Baek et al., 2019[1] 에서 제시한 방법인 

가우시안 히트맵을 이용해 생성했으며, 문자의 연결 여부도 

동일한 방식으로 레이블을 생성했다. 모델의 예측값과 레이블 

간의 MSE 오차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했다. 모든 이미지는 

같은 크기로 조정했으며, 기본적인 데이터 증강 기법들인 임의  

크롭, 회전, 반전, 밝기 조정 등을 적용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마지막 단계에 OHEM (Online Hard Example Mining)을 

적용했다.

IV. Experiment

1. Datasets/Training Strategy

실제 이미지에 문자를 합성한 SynthText 데이터셋을 사용해 

모델을 학습시켰으며, SGD Optimizer를 사용하여 최적화를 

진행했다. 초기 학습률은 0.01이며, 학습을 진행하면서 0.001까

지 학습률을 조정했다. 

2. Experiment Result

Model Precision F-score Params

VGG16+Unet 0.929 0.772 29.6M

Eff+Unet 0.911 0.756 15.8M

Eff+Unet+BiFPN 0.932 0.815 16.2M

Table 1. Result on SynthText Dataset

문자 탐지 성능은 Precision과 F-score를 기준으로 측정했으며, 

메모리 효율성은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VGG16을 사용한 모델과 Efficient Net B4를 사용한 모델은 

유사한 성능을 냈지만, 학습에 사용된 파라미터 수는 절반에 

가까운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양방향 특징 결합 

모듈을 적용한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 성능은 높으면서 낮은 

파라미터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경량화 특징 추출 네트워크와 양방향특징 

결합 모듈의 적용으로 메모리 효율성과 성능을 높인 문자 탐지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양방향 특징 결합 모듈을 문자 탐지 

이외의 일반적인 이미지 분할에서 사용 시 높은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양방향 특징 결합 모듈의 반복 수, 특징 

추출 수준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모델의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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