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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딥러닝은 모델의 발전과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전문가 경험을 토대로 하는 알고리

즘을 훨씬 웃도는 정확도를 산출하며, 지속적인 발전

으로 현재는 인간의 시각보다 더 좋은 분류 정확도를 

보인다. 이때의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다양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예를 들어 자동차의 영상이라면 해당 

영상을 획득한 배경이나, 그것의 종류, 브랜드, 자동

차의 모양 즉, 정면, 측면, 후면 등, 최대한 다양한 

영상이 균형을 이루어 구성되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PCB 조립을 위해 사용되는 부품이 

제대로 부착되었는지, 혹은 상단 면 인쇄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등을 검사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세트 구성

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세

트의 구성들에 대해 딥러닝을 활용하여 검증 하고자 

하며, 검증 된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효과가 높은 데

이터세트를 코어세트로 정의하여 실제 PCB 조립 공

장에서 사용하는 검사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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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데이터를 수집한 공장 외에도 여러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일반적

으로 딥러닝에서 물체 검지(object detection) 모델보

다 분류(classification) 모델이 더욱 좋은 결과를 보

이므로 부품 상단면의 문자열을 단일 문자로 잘라내

어 딥러닝 분류 모델로 인식하고자 하며 단일 문자로 

잘린 상태에서 실험 하는 것을 가정한다.

Fig. 1의 왼쪽은 연구에 활용한 PCB중 하나의 예

시를 보여준다. 부품 상단 면에 인쇄된 글자들을 보

면 글꼴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과, 글자 크기가 부품 

크기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 부품에

서 클래스 0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Fig. 1의 오른쪽 

그림과 같다. 수집된 데이터의 극히 일부이긴 하나,

몇 가지 다른 글꼴과 색상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제외

하면 대부분이 중복된 영상이므로 편향성이 매우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3,4].

학습과 테스트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

록 실제 검사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와 협의를 하였으

며, 분할된 문자 영상을 약 5개의 조립 공장의 일부 

라인들에서 약 이 주 간 문자 영상을 획득 하였는데,

그 양은 모두 5,368,069장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는 PCB 생산 및 검사 공정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단 시간에 많은 양을 수집할 수 

있었으나 검수과정에서 의미 없는 중복데이터가 많

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한 라인 당 이주

동안 생산한 PCB는 공장별로 1개 혹은 2개 정도의 

종류였으므로 조립에 사용된 부품의 세트가 정해져 

있었으며, 분할된 문자 역시 고정된 세트가 반복적으

로 수집되는 것이다. 단, 가격 변동에 의해 부품 제작

사가 달라질 경우에만 100장 중 몇 장의 영상에 있는 

폰트 모양이 달라질 뿐이다. 따라서 수집한 데이터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데이터를 수집한 공장

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이겠지만, 다른 폰트를 사용해

서 표면이 인쇄된 부품을 사용하는 공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5].

여러 공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모델을 학습하

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PCB 조립 공장에서 데이터를 

장시간 오래 확보해야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할 때 발

생하는 영상 저장시간에 의해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

문에 공장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쉽게 허락해주지 않

아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또한 실

제로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품의 영상을 외부에 공

개하는 것을 꺼려하므로 연구자들이 실험을 위해 데

이터를 구하기가 힘들다[3-5].

이 연구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양은 충분하지만 질

적으로 충분한 데이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

에 수집한 한정된 데이터세트를 활용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데이터로 축소를 하고, 데이터 보강을 수행한 

뒤 몇 가지 방법 데이터를 섞어 딥러닝을 활용하여 

데이터세트를 검증한다. 이때 검증된 데이터세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코어세트(coreset)[6]로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 

하고 편향성이 낮은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격자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축

소하고, PCB에서 자주 등장하는 글꼴과 전경 배경색

을 적용하여 데이터 증강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다양

한 방법과 조건으로 데이터를 섞어 총 16가지의 데이

터세트들을 정의하여 데이터 조합과 양의 상관관계

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된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검증하여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세

트를 코어세트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장에서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

서 수집한 데이터세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다룬다.

(a) (b)

Fig. 1. Example of PCB. (a) the PCB and the top face of the part and (b) Examples of data collected by clas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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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데이터세트를 축소하고 보강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를 

논한다.

2. 관련연구

2.1 PCB 관련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연구 및 부품 조립 불량 검사 분야

PCB 불량 검사와 관련해서는 생산업이 국가 주요 

산업인 동남아시아 및 중국, 또한 국내에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미 다른 연구 분야에

서 딥러닝을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던 시기인 

2010년대 중반에는 PCB 분야에서 그다지 연구되지 

않았으나, 이후 최근 3년 정도 딥러닝이 활발하게 이

용된 것으로 보인다. PCB 분야 특성상 데이터베이스 

수급이 힘들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다고 해도 데

이터 자체가 대외비인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연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PCB 생산라인이 있

는 기업에서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

다[7-12].

본 연구의 주목적은 부품에 인쇄된 문자를 딥러닝 

기반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기

존 연구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부품을 분류하거나 

부품의 부착 불량 혹은 PCB 회로 불량에 관하여 딥

러닝을 적용한 연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PCB

검사에서는 아주 작은 오류나 결함이 있어도 폭발과 

같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

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정확도 면에서 

매우 뛰어난 딥러닝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2010

년 중반 이후 조금씩 등장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연

구는 딥러닝 단일 모델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연구가 데이터 양이 적고,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고 않다. 따라서 실제 생산라인의 환경

을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7-12].

빅데이터와 딥러닝은 필수적인 관계이므로 PCB

와 관련된 공개 데이터세트가 적다는 것은 곧 PCB

분야에 딥러닝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분석에 걸쳐 증

강, 유연성 높은 모델 혹은 학습 방법에 관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 데이터세트 검증을 위한 ResNet[13] 모델

일반적으로 망이 깊어진다는 인식에 따라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단순하게 망의 깊이를 늘린 모델에서 

더욱 나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한 [13]의 저

자는 잔차 특징값을 더하는 것으로 망을 늘릴 시 더

욱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ResNet 모델을 연구 및 발

표하였다. 최대 152 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매우 깊은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6개 레

이어를 사용한 ResNet을 활용한다. ResNet은 이전 

레이어의 입력을 다음 레이어에 더해주는 역할을 하

며 앞선 컨볼루션의 정보를 뒤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skip connection으로 칭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가 더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앞선 정보를 잃

지 않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ResNet을 사용하여 여러 조합의 

데이터세트를 검증하며, 그 이유는 과거에 제안된 모

델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징을 잘 추출하지 못하여 

최근에 제안된 모델에 비해 분류 정확도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최근에 제안된 모델일수록 

특징을 더욱 잘 추출하여 약간의 데이터 조합 차이에

도 큰 영향 없이 결과가 비슷할 것이다. 모든 데이터

세트의 조합을 좋은 모델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겠으나 이는 시간적으로 손실이 크고 결과

가 확연하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데이

터세트의 조합과 코어세트의 정의를 빠른 시간에 

ResNet과 같은 모델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데

이터세트의 검증을 딥러닝 모델로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제한된 시간과 데이터로 충분한 성능

을 보이는 코어세트를 제작하는 것이며, 여러 데이터

세트를 조합한 뒤 검증하는 시간을 최소화 하여 실제 

데이터를 학습 및 적용하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한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는 효과적인 데이터를 확인하

는 시간을 최소화 하고 데이터 보강을 수행해 학습 

및 적용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2.3 데이터 샘플링(sampling)과 격자 샘플링(grid 

sampling)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PCB 조립 부품 면에 

인쇄된 문자 데이터는 편향성과 중복성이 높고, 수집

한 장소에 따라 특징이 달라 질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의 각 클래스별로 사용 빈도가 다르다

는 문제가 있다. 숫자의 사용빈도는 영문의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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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높고, 다른 숫자보다 0과 1의 사용빈도가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는 

클래스 안에서도 발생하지만, 클래스 간에도 발생하

기 때문에 일괄적인 다운샘플링(down sampling)이

나 업샘플링(up sampling)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러

한 데이터의 고유 특성은 3절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

이다.

일반적으로 표준 분포를 따르는 임의 표본을 사용

하는 표본 방법과 달리, 이전에 제안한 연구 [3,4]에

서 격자 샘플링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는 색조 분포

를 통한 분포 별 샘플링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체 

RGB 영상의 색조를 HSV 색상 시스템으로 변환하고 

그 중 명도에 해당하는 V 값만 사용하여 영상 전체 

화소의 평균을 구한다. 그 평균을 활용해서 전체 화

소에 대해 표준편차 값의 평균을 구한 뒤 시각화 한

다. 그 후 x축과 y축을 5씩 잘라 격자를 구성하였으며

이때 5*5 격자 내에 분포하고 있는 점에 대한 분포 

비율을 저장한다. 이후 줄여야 할 데이터의 양이 같은

분포표에 동일 분포를 가지도록 한다. 즉 한 격자에 

10퍼센트의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총량이 줄더라도 

동일하게 10퍼센트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격자 내

에서는 항상 동일한 비율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이

때 격자 내의 데이터는 임의 표준으로 추출한다[3, 4].

다루어야 할 데이터는 배경과 전경이 명확하게 분

리되는 영상이며, 폰트의 모양에 따라 화소의 평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0’의 영상이더라도 

폰트가 두꺼운 경우 전경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폰트의 달라진 정도를 화소 평균과, 평균과의 

표준편차에 대한 평균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하였다. 또한, 전경 혹은 배경이 달라지는 경우

역시 다른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로 간주할 수 있다.

Fig. 2의 왼쪽은 ‘0’ 클래스에 대해 원래의 데이터 

분포를 보여주며, Fig. 2의 오른쪽은 격자 알고리즘

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축소하고 난 뒤의 결과를 보인

다. 이때의 x 축은 영상의 V채널 전체 화소 값을 더한 

후 화소의 개수만큼 나눠준 평균을 의미하며, y축은 

각 화소 값과 앞서 구한 평균의 차를 구한 값의 제곱

을 모두 더하여 화소 개수만큼 나눠준 후 이의 제곱

근을 구한 표준편차 값이다. 즉, 하나의 영상이 가지

고 있는 화소의 평균과 그 평균에서 얼마나 분포가 

넓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격자 내에 

데이터가 적은 경우 그 모든 데이터가 다운샘플링 

된 데이터에 포함될 것이며, 격자 내에 데이터가 너

무 많은 경우 몇 개의 데이터만 취함으로써 과적합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4,5]

에서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운샘플링을 수행한

다.

3. 데이터베이스 분석

3.1 데이터 전처리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조립 

및 검사 라인에서 사용하는 검사기에서 자동 수집 

된 것을 활용하였다. 이때 검사과정에서 사용되는 소

프트웨어는 부품면에 인쇄된 문자열에서 문자를 분

리하고 이것을 레이블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소프

트웨어가 전혀 오류가 없다면 딥러닝을 적용할 필요

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실제로 수집한 데이터를 열어보면 레이

블링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나, 대소문자를 하나의 

레이블로 분류하는 문제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자

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데이터 전처리를 위하여 Fig. 3과 같은 문제가 있

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혹은 단일 문자 영상으로 

Fig. 2. Data reduction using gri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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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라내어 제대로 된 레이블을 매겨주는 수작업을 수

행했다. 이러한 문제는 문자 간 간격이 너무 좁을 때 

제대로 잘라내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

자가 아니지만 마치 문자의 패턴과 유사한 경우 문자

로 볼 수 있어 발생한 오류이다[4].

3.2 클래스 정의

데이터는 총 52 개의 클래스로 정의 하였다. 원래 

총 클래스 수는 PCB 부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인 10 자리 숫자와 52 개의 대문자와 소문자 영문,

총 62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대로 사용하

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중 딥 러닝 모델에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

양은 같지만 크기만 다를 뿐인 형태의 대문자와 소문

자를 동일한 클래스로 결합하였다. 일반적으로 CNN

(Convoultional Neural Networks)의 풀링(pooling)

혹은 스트라이드(stride)를 적용한 컨볼루션(convo-

lution) 과정에서 물체의 크기에 강건한 특징을 추출

할 수 있기 때문에 C나, W와 같은 대소문자의 크기

만 다른 문자는 딥 러닝 모델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크기 차이가 같은 클래스로 이해 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모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클

래스를 하나로 합쳤다. Fig. 4는 클래스 구조와 각 

클래스의 데이터 샘플을 보여준다.

3.3 데이터 불균형 문제 분석

앞서 데이터의 문제를 몇 가지 언급하였다. 이 절

에서는 데이터가 클래스 내외적으로 가지는 데이터 

불균형에 대해서 다룬다. 이 연구에서 수집 한 데이

터는 한 공장에서 취급하는 PCB 문자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있다.

Table 1은 데이터의 불균형을 보여 주며 1개의 공

장에서 거의 2 주 동안 수집 한 데이터, 이것을 ‘데이

터세트 1’이라고 명칭하며, 그 수를 보여준다. 부품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 문자의 경우 하나도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은 클래스도 있으며, 0부터 9까지 숫자 

클래스를 모두 합하면 약 36만장에 달하는데, 총 개

수 대비 이는 거의 70%를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래스 0의 경우,

전체 데이터 개수의 13%를 차지한다. 대다수의 클래

스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일괄적인 

다운샘플링이 가능하다. 하지만 X, Z, e와 같은 클래

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데이터들을 수치적으로 

볼 때는 데이터가 매우 적은 편이어서 업샘플링으로 

다른 데이터만큼의 양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몇 개의 클래스에서는 거의 복제한 것과 

같아서 학습에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중복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각 클래스마다 몇 가지의 클래스 내 폰트 종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고, Fig. 5는 각 클래스별로 포

함된 영상 종류 중 폰트 종류가 적은 클래스 몇 가지 

예시를 보여준다. 즉 i, o, Z와 같은 클래스는 약간의 

화소 변화는 있지만 단일 영상이 중복되어 구성되어

있다. 특히 i의 경우 하나의 영상이 1551개가 구성되

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딥러닝 모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연구에는 너무 많은 편

향된 데이터가 있고 그 편향성이 약간의 화소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영상라고 봐야 하므로, 단순한 

업샘플링이나 다운샘플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

들다[14-16].

Fig. 3. Examples of error images.

Fig. 4. Class configuration and image of each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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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자 데이터 보강

앞선 절에서 살펴 본 데이터의 문제는 한정된 영

상이 반복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 인쇄된 표면과 같은 환경을 

구성하여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앞선 Table 1에

서 수집이 전혀 되지 않은 글꼴도 존재하였는데, 이

러한 글꼴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클래스로

서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데이터 수집에 협조해준 

기관에 문의 해본 결과 수집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품

의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용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어떠한 현장에서는 분

류할 필요가 없는 클래스가, 다른 현장에서는 분류되

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52개의 클래스

를 정의하여 데이터가 전혀 없는 클래스에도 데이터

를 추가해주어야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총 35 개의 무료 폰트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Fig. 6은 같이 PCB 보드에 자주 출현

했던 유사 색조를 설정하여 임의로 데이터를 생성한 

예시이다. 이때의 방법은 우선 배경이 흰색, 전경이 

검은색인 영상을 HSV로 채널 변환을 한 후 H채널을 

활용하여 영상 색상을 PCB에서 자주 등장하는 색상

으로 전경과 배경을 변경하였다. 이때 전경은 검은

색, 배경은 흰색이므로 전경과 배경만 한정하여 색상

을 변경할 수 있다. PCB 영상을 전처리 할 때 매우 

많은 영상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경험적으로 PCB

에 자주 등장하는 색상을 정의할 수 있었다. 생성된 

Table 1. Number of data by class.

클래스 개수 클래스 개수 클래스 개수 클래스 개수

0 68012 b 0 i 1551 q 0

1 59442 C 15601 J 1323 R 20619

2 45482 D 10035 j 0 r 0

3 40746 d 0 K 16012 S 9125

4 54839 E 5407 L 2374 T 3906

5 24877 e_ 512 l 0 t 1050

6 24816 F 2202 M 1021 U 679

7 30483 f 0 m 0 V 2336

8 8164 G 16224 N 2970 W 1495

9 7954 g 0 n 0 X 742

A 13173 H 2690 O 815 Y 1288

a 0 h 0 P 2871 y 0

B 17290 I 1051 Q 2919 Z 794

Total 522890

Fig. 5. Examples of classes with fewer font types in the class.

Fig. 6. Examples of generated data using random fore·background color and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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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실제 PCB에서 추출된 분할 문자 영상과 유사

하게 만들기 위하여 전경이 불포함 된 불필요한 외곽

을 잘라내는 방법을 통해 최종 영상을 생성할 수 있

었다. 그중 일부 한정된 양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데

이터세트를 생성하였다.

앞선 과정에서 생성한 폰트 데이터는 제한된 개수

로 격자 알고리즘을 적용한 오리지널 데이터와 섞어 

혼합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때의 데이터 개수가 클래

스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데이터 

보강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개수를 균등하게 맞추

었다.

각 클래스별로 영상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가우시

안 노이즈를 섞은 데이터를 만들어 데이터를 보강하

고, 실제 획득한 영상이 -5에서 +5도 정도의 회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약간의 회전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보강하였다.

앞선 모든 데이터 증강 및 보강과정을 수행 한 뒤 

Fig. 7과 같이, 전체적인 오리지널 데이터세트의 분

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빈 공간의 색조를 더 채워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의 왼쪽 그림은 오리지널 

클래스 0의 데이터 분포이며 데이터세트가 많아 상

대적으로 작은 점군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리지널 데이터를 4000장 기준으로 다

운샘플링하고, 4000장의 보강 데이터를 넣어준 Fig.

7의 오른쪽 점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채워진 분포를 

보여준다.

3. 제안한 방법

3.1 제안한 방법의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는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

해 데이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데이터 보강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한적인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나,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 하여 여러 환경에 적용해야한다고 가정한다.

보강된 데이터의 혼합을 여러 가지로 달리하여 데

이터세트를 검증하는 방법을 딥러닝으로 수행하고,

가장 결과가 좋은 데이터세트를 코어세트로 정의한 후

실제 환경에 적용 가능한 딥러닝 모델을 생성 및 적

용하고자 한다. Fig. 8은 전체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3.2 코어세트 정의를 위한 다양한 조합의 데이터베이

스 검증

여러 가지 조합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하여 낮은 

정확도를 가지지만 학습이 빠른 모델인 ResNet을 통

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증한다. 이때 ResNet을 사용하

는 이유는 학습시간이 매우 빠르지만 정확도가 상대

적으로 낮아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에 민감할 것으로 

(a) (b)

Fig. 7. Distribution of the dataset. (a) Distribution of the original class 0 dataset and (b) Distribution of class 0 dataset 

with augmented data.

Fig. 8. The proc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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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조합이 좋

으면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우 대조적으로 나쁜 결과를 보일 것이므로 정확도

가 높은 모델에 비해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해내

기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딥 러닝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베이

스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데이터베이스는 각기 다른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

든 PCB 캐릭터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

에 훈련 데이터의 검증이 필요하다.

데이터는 Table 2와 같이 구성된다. 데이터의 분

포에 의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앞선 데이터 분석

에서 가정하였으므로 각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달리 구분하여 데이터세트 1, 2로 명칭 하였고, 혼합

을 달리 구성하기 위해 폰트로 생성한 데이터세트 

3, 회전과 노이즈를 섞은 데이터를 데이터세트 4로 

명명 하였다. 이때 데이터세트 4는 보편적으로 사용

하는 데이터 증강방법이므로 이러한 방식의 증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 수 있다. 테스트 데이터는 

1, 2번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일부 사용하지만 

수집한 시기를 달리 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훨씬 많도록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는 수집한 데이

터를 약 8대 2로 분리하여 20%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인 딥러닝 학습 모델의 

실험 방법이다. 하지만 연구에서 테스트 데이터의 수

집 기간이나 장소를 달리 한 이유는 제한적인 생산라

인에서 수집하더라도 다른 생산라인에 적용할 수 있

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실제 환경의 베타테스트를 수행하여야 실제 검사

기에 탑재될 수 있겠으나 테스트는 제한적인 실험실 

환경의 성능평가보다 좀 더 효과적이다.

Fig. 9의 조합을 기본으로 하여 Table 3에서는 각

각 사용한 데이터 개수를 보여준다. 각 4개의 데이터

세트들에서 각 4개씩의 조합을 볼 수 있다. Table 3의 

번호 1, 2, 3, 4는 각 클래스별 2000장, 3000장, 4000장,

그리고 8000장이며 학습과 검증은 2대 8로 나누어 

학습하였다.

기본적인 데이터세트 조합 구성은 항상 두 개의 

생산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Table 2. Database description.

No Database Details

1 Dataset 1 Collected data from 1st Factory

2 Dataset 2 Collected data from 2nd Factory

3 Dataset 3 - Dataset created from different font styles

4 Dataset 4 - Rotated and noise images from datasets 1 to 4

5 Test dataset
- Collected data from 1st, 2nd and other factory
- Collect in a different time period

Fig. 9. Design of datasets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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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두 개의 생산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클래

스별로 혼합하고, 각 클래스별로 8000개의 데이터세

트를 추출한다. 데이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노이즈

를 넣어 강제적으로 업샘플링 하여 개수를 균등하게 

만든다. 총 1+2, 1+2+3, 1+2+4, 1+2+3+4의 조합을 모

두 확인하며, 각 클래스 별 영상 개수가 8000, 4000,

3000, 2000이므로 총 16개의 데이터 조합을 구성했다.

데이터세트를 검증하는 조건은 두 가지로써 첫 번

째는 데이터양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증·보강 조

합이다. 데이터양을 검증하는 이유는 검사 장비에 새

로운 학습 모델을 적용할 때 데이터양이 많을 경우 

학습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며, 모델 적용을 위해 필

요한 시간이 길어지므로 클래스별로 다른 데이터양

을 사용 할 때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두 번째로 데이터 증강의 

조합별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학

습 모델을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떤 조합이 더 효과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Fig. 10은 각 데이터세트의 클래스를 모두 합하여 

분포표로 도식화 한 것이며 데이터세트 1과 데이터

세트 2는 다른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인데 전체적

인 데이터 분포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테스트데이

터 역시 데이터 분포가 다른 것을 볼 때 우리의 데이

터세트 구성과 조합 및 테스트 환경이 학습과 테스트

가 서로 다른 데이터분포일 때를 검증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 구현 및 실험 결과

4.1 실험 비교군 설정

실험 전에 실제 데이터를 샘플링 하지 않은 상태

에서 각 모델의 결과를 살펴본다. ResNet 모델 중 

가장 깊은 계층의 56 계층 모델을 사용하고 비교 대

상으로 EfficientNet[17]이라는 최근 좋은 성능을 보

이는 딥러닝 모델을 통해 비교 군을 구성하였다.

EfficientNet에서는 레이어 구성이 얕은 B0과 가장 

깊은 B7을 살펴보고 데이터 샘플링 및 보강을 하지 

않은 데이터의 성능을 평가 한다.

이 실험에서 모델은 Table 2의 데이터세트 1을 사

용하여 학습하며, 이때의 데이터는 클래스 간 데이터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었다. 즉, 각 

클래스 및 클래스 내 데이터 불균형을 실험하여 제안 

된 실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을 생성한다. 실험

은 Table 4의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제안 된 모델 인 

EffcientNet의 결과는 매우 좋지만 두 모델 모두 약

간의 차이만을 보이므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을 비

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ResNet의 결과 보면, 이 

Table 3. Number of data used in each experiment

Datasets Num. of training data Num. of validation data Num. of test data

Dataset 1+2 1) 83200
2) 124800
3) 166400
4) 332800

1) 20800
2) 31200
3) 41600
4) 83200

367510
Dataset 1+2+3

Dataset 1+2+4

Dataset 1+2+3+4

(a) (b) (c)

Fig. 10. Distribution of datasets. (a) dataset 1, (b) dataset 2, and (c) test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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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는 어렵다. ResNet 56은 실험에서 다루게 될 ResNet

레이어 중 가장 깊은 모델이지만 EfficientNet에 비

해 결과가 매우 나쁘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민감한 

결과를 보여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4.2 ResNet을 사용한 데이터세트 검증 실험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모델 교육에 앞서 ResNet

의 각 레이어 모델별로 데이터세트들을 활용하여 모

델을 학습하고, 그 성능을 비교하여 코어세트를 정의

한다.

Table 6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데이터세트 

1+2+3은 좋은 결과인 것을 알 수 있고, 각 클래스에 

대해 8000 개의 영상을 사용한 실험에서 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주목할 만 한 점은 dataset1과 2를 

단순히 섞어 2000개씩 샘플링 한 데이터세트의 실험

Table 4. Development and experimental environment.

Cartegory Contents Details

H/W

Processor Inter(R) Core(TM) i7-6700K @4.00GHz 4.01GHz

RAM 64GBRAM

Graphic Card Multi GPU (2 of GeForce GTX TITAN X)

S/W

Operating System Windows 10 Education

Platform of deep learning
Tensorflow 1.13.1 backend Keras 2.2.4-tf
Anaconda 3–2019.10

Development tool Jupyter notebookDevelopment tool

Input Image size 32 × 32 (same as image size of cifar100 dataset)

Table 5. Experimental accuracy (%) results using the original data set.

Experiments ResNet 56 layers EfficientNet B0 EfficientNet B87

Testdata 76.917 97.741 97.847

Table 6. Top 1 and top 5 accuracy of each experiments in ResNet models (%). 

Experiments
ResNet Result Top 1 ResNet Result Top 5

V1 20 V1 32 V1 56 V1 20 V1 32 V1 56

Dataset 1+2

2000 87.442 69.663 84.558 96.263 90.335 94.898

3000 91.651 65.055 85.082 98.562 91.044 97.787

4000 92.862 83.418 87.729 98.958 96.335 97.903

8000 89.419 91.84 93.895 97.778 98.431 98.745

Dataset 1+2+3

2000 89.741 87.951 88.235 97.995 97.474 97.847

3000 90.564 91.158 88.680 98.493 97.907 97.988

4000 88.859 95.771 93.328 98.912 99.394 99.008

8000 95.496 96.056 97.763 99.653 99.64 99.9

Dataset 1+2+4

2000 88.731 85.683 86.698 97.256 96.258 99.131

3000 84.975 90.475 91.559 95.356 97.709 98.856

4000 92.564 91.02 94.378 98.478 98.722 98.951

8000 92.537 93.668 94.388 98.144 98.886 99.31

Dataset 1+2+3+4

2000 83.108 88.942 88.833 97.59 97.667 98.682

3000 86.428 91.882 90.572 97.267 97.772 98.86

4000 93.117 90.945 90.305 99.109 98.842 98.697

8000 94.159 96.389 95.651 99.384 99.697 9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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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볼 때 Table 5의 ResNet 56 layers 결과에 

비해 입력 데이터양이 더 적지만 더 좋은 결과를 발

견할 수 있다. 이것은 딥러닝 모델이 알지 못하는 데

이터에 대해서는 분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

한다. 또한 일반적인 딥러닝 학습 방법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보강방법에 비해 폰트를 섞은 실험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볼 때, 폰트로 생성한 데이터

로 충분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을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다. 클래스 당 영상 개수가 적더라

도 데이터세트 1+2+3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테

스트 데이터에 대한 상위 5 개 결과에서도 데이터세

트 1+2+3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실험을 

통해 데이터세트 1+2+3의 8000장이 코어세트라고 

할 수 있으며 클래스 당 총량이 줄어들 경우에도 상

위 5개 클래스 결과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데이터세

트 1+2+3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상위 5개 클래스 결과를 함께 제시하

는데, 그 이유는 Fig. 11과 같이 사람의 시각으로도 

혼란스러운 캐릭터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기 위해

서이다. 이런 경우는 사람이 분류하더라도 오류가 있

을 수 있으므로 추후 현장에 적용할 시 몇 개의 혼동

되는 클래스는 다른 결과로 분류하더라도 최종적으

로는 프로그램에서 하나로 보도록 하여 정확도를 증

가시킬 수 있다.

Table 7에서는 CPU와 GPU의 속도를 비교하였

다. 실제 PCB 조립 및 검사 장비의 경우 딥러닝 프레

임 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GPU가 있거나(내장 그래

픽카드), 혹은 GPU가 없는 경우도 있다. 실험에서 

두 가지 유형의 시간을 비교하여 PCB 결함 검사 장

비에 대한 딥 러닝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딥 러닝 모델의 계산 속도는 기존 장비에서 사용

되는 소프트웨어보다 느릴 수 있다. 그러나 정확도를 

높이면 당연히 연산속도가 증가하므로 사용자의 판

단이 중요하다.

Fig. 12는 데이터세트 1+2의 각 클래스별 분포를 

한꺼번에 합쳐서 보여주며 두 개의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분포를 합쳤기 때문에 점그래프의 대부분 

공간을 잘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분포에서 좌 상단, 우 상단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 이

는 이 분포를 구성한 방법을 볼 때 당연한 결과이며,

전경과 배경이 모두 어두운 경우 당연히 평균과 편차

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배경과 전경

이 밝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험의 결과 중 클래스 당 8000장 영상과 ResNet

56 layers의 조합 실험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1+2+3

> 1+2+3+4 > 1+2+4 > 1+2의 순서로 결과가 좋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세트 4가 큰 도움

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의 영상 데이

터에 노이즈나 회전을 시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은 

학습에 약간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과적합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즉, Fig. 13을 보면 데이터세트 1+2+3과 1+2+3+4

를 비교한 것이며 흰색 박스 안쪽을 보면 같은 클래

스임에도 불구하고 1+2+3+4쪽에서 유사 색조가 군

집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원래의 영

상을 약간 변환시키는 데이터 증강보다 새로운 데이

터가 실제 환경에 적용할 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Fig. 14를 Fig. 12와 비교하여 볼 때 거의 분포가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데이터 세트 

Fig. 11. The examples of similar shapes of data.

Table 7. CPU, GPU computational speed per image for 

each model in ResNet (Sec.),

Category
ResNet

V1 20 V1 32 V1 56

CPU 0.00206 0.00339 0.00606

GPU 0.00013 0.00018 0.00028 Fig. 12. The pixel distribution in dataset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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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약간의 

증강효과는 있으므로 1+2+4의 실험에서는 클래스 

당 8000개의 영상을 실험 한 결과 1+2에 비해 약간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

Fig. 15는 오류 사례의 실제 결과이다. 97.763%의 

결과에서 오검지에 해당하는 사례를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오인되는 경우의 문

제가 있으며, 앞서 살펴본 Fig. 11의 사례 외에서도 

A의 글꼴 중에서도 R의 모양과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는 글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몇 개의 잘리거

나 손상된 문자들은 앞으로 주목해야할 부분이며 새

로운 데이터 보강 방법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품 면에 인쇄된 문자 데이

터세트 증강 방법은 실제 PCB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장기간 다양한 공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

지 않더라도 여러 공장에서 사용가능한 데이터세트

를 만들 수 있어 산업적 측면에서 데이터 수집 및 

학습과 적용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연구에서는 대량의 데이터세트를 수집 할 수 있었

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향후 다른 

연구에서 참고할만한 데이터 증강 방법의 제안을 다

루었으며, 다양한 데이터세트를 조합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어세트를 선정하는 프로세스에 대

해 논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조합의 보강된 데이터

세트들의 검증 방법이 없으므로 딥러닝을 활용하여 

데이터세트의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데이터세트를 검증할 때는 데이터

세트의 변화에 민감한 정확도가 낮은 모델을 활용하

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때 선정된 코어세트는 정확도가 높은 모델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제안한 

(a) (b)

Fig. 13. The distribution comparison. (a) Dataset 1 + 2 + 3 and (b) Dataset 1 + 2 + 3 + 4.

Fig. 15. Error cases of dataset 1+2+3(8000) result.

Fig. 14. The pixel distribution of datasets 1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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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의 방법대로 코어세트를 선정할 시 다른 조

합의 데이터세트보다 좋은 생산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능이 매우 좋은 딥러닝 모델에서도 

데이터베이스의 편향성 문제로 적은 값의 정확도 차

이가 일어나는데, PCB 산업현장에서는 단 0.1%의 

정확도가 차이가 나더라도 제품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

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상황의 시나리오를 고

려하여 수집환경과 적용환경이 다를 것임을 가정하

고 학습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달리 구성하여 실제 

산업계에서 수집과 적용에 대한 고민을 낮출 수 있는 

실험을 구성하여 향후 PCB 부품 면에 인쇄된 문자를 

인식하는 실제 인라인 상황을 고려하였다.

향후 데이터세트의 훼손을 고려할 수 있는 증강방

법을 고민해야 하며, 잘린 문자들을 추가로 구성하기 

위하여 GAN과 같은 데이터 생성 딥러닝 모델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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