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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규, 강민석

딥러닝 OCR(문자 인식) 모델
성능 향상 경험기



다룰 내용

1. OCR 이란?
2. Text Recognition 모델
3. Text Detection 모델
4. 실 서비스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OCR 이란?



OCR 개념 알아보기

• 사람이 쓰거나 기계로 인쇄한 문자의 영상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자열로 변환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apple”
“banana”

…



OCR 서비스의 목적
사람이 수동으로 작업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단축하여 업무 효율성 도모

그 외 수많은 골치 아픈 서류들…

자동차
번호판

각종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신용
카드

활용 사례



활용 사례 - NHN Cloud 서비스 예시

사업자
등록증



“123가 4567”자동차
번호판

신용
카드

활용 사례 - NHN Cloud 서비스 예시



신용
카드

활용 사례 - NHN Cloud 서비스 예시



OCR 딥러닝 모델 구성 개요

OCR
딥러닝

Text Detection Text Recognition



OCR 딥러닝 모델 구성 개요

Text Detection

단어
위치 반환

Text Detection



OCR 딥러닝 모델 구성 개요

“NHN”
“1234”
“5678”
“9876”
“5432”
“MONTH YEAR”
“12/99”
“CARDHOLDER 

NAME”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자열로 변환

Text Recognition

Text Recognition

Text Detection



Text Recognition 모델 개발



Text Recognition 연구 흐름

RNN 기반
• RNN(Recurrent Neural Network)
• LSTM(Long Short-Term Memory)
• GRU(Gated Recurrent Unit)

이전의 값들을 참고하여 다음의 값을 추론하는 과정의 반복

https://colah.github.io/posts/2015-08-Understanding-LSTMs/



Text Recognition 연구 흐름

Transformer 기반

[1] Vaswani, Ashish,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0(2017).

RNN 기반
• RNN(Recurrent Neural Network)
• LSTM(Long Short-Term Memory)
• GRU(Gated Recurrent Unit)



Transformer 기반의 최근 연구
Transformer와 OCR recognition을 접목하는 방법

[1] Vaswani, Ashish,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0(2017).



Transformer 기반의 최근 연구
Transformer와 OCR recognition을 접목하는 방법

[1] Vaswani, Ashish,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0(2017).



Transformer 기반의 최근 연구

입력부만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변경하면 기본적인 동작은 가능

• 이미지 입력을 위한 Input Embedding 모듈 탐색 필요

흔한 Vision 분야 backbones…

CNN(ResNet, SE, Shallow, …)과 같이 구성 가능

Transformer와 OCR recognition을 접목하는 방법

[1] Vaswani, Ashish,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0(2017).



Transformer 기반의 최근 연구
Transformer로의 접근

다양한 글로벌 연구진들의 Transformer OCR 최적화 시도 작업 진행 중

MASTER [2]

Source1: [2] Lu, Ning, et al. "Master: Multi-aspect non-local network for scene text recognition." Pattern Recognition 117 (2021): 107980.

Self-attention 함수 변경 입력부 최적화

Source2: [3] Sheng, Fenfen, Zhineng Chen, and Bo Xu. "NRTR: A no-recurrence sequence-to-sequence model for scene text recognition."

NRTR [3]

2D 입력 정보 최적화

SATRN [4]

Source3: [4] Lee, Junyeop, et al. "On recognizing texts of arbitrary shapes with 2D self-attention."



Transformer 기반의 최근 연구

최근엔 이미지(vision)와 언어(language)의 multi-modal 특징을 모두 고려하는 연구가 트렌드!!

Source: [5] Fang, Shancheng, et al. "Read like humans: Autonomous, bidirectional and iterative language modeling for scene text recognition."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1.

ABINET [5] (2021)

Transformer로의 접근



Text Recognition 연구 흐름

Transformer 기반

Source: [1] Vaswani, Ashish,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0(2017
)

RNN 기반
• RNN(Recurrent Neural Network)
• LSTM(Long Short-Term Memory)
• GRU(Gated Recurrent Unit)

+

Language 모델
추가



Transformer 기반의 최근 연구

기존 Vision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에 Language Model을 추가!!

[5] Fang, Shancheng, et al. "Read like humans: Autonomous, bidirectional and 
iterative language modeling for scene text recognition."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1.

Language Model“apble” “apple”

Language Model의 역할

 입력: Vision model에서 추론된 단어

 출력: 올바른 단어로 수정된 단어

기존 Vision model 결과
+ Language model 결과 fusion

Transformer로의 접근



Transformer 기반의 최근 연구

자동차
번호판

각종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신용
카드

NHN Cloud가 제공하는 OCR 서비스들 가장 최신의 OCR 기술들

? Vision Model
( + Position Attention)

Language Model
(Bidirectional)

Multi-modal
optimization

적용해서 해결



Transformer 기반의 최근 연구

자동차
번호판

각종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신용
카드

NHN Cloud가 제공하는 OCR 서비스들 가장 최신의 OCR 기술들

Vision Model
( + Position Attention)

Multi-modal
optimization

적용해서 해결 Language Model
(Bidirectional)



OCR Recognition 논문 성능표 예시

Transformer 기반의 최근 연구

[5] Fang, Shancheng, et al. "Read like humans: Autonomous, bidirectional and 
iterative language modeling for scene text recognition."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1.

ABINet [5] (CVPR2021)



모두 영문 데이터 셋!!

Transformer 기반의 최근 연구

[5] Fang, Shancheng, et al. "Read like humans: Autonomous, bidirectional and 
iterative language modeling for scene text recognition."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1.

OCR Recognition 논문 성능표 예시
ABINet [5] (CVPR2021)



한글 인식의 어려움

실제 서비스 대상 ( = 한글)

사업자 등록증 OCR 신분증 OCR General OCR



한글 인식의 어려움
영어 테스트 데이터 셋 성능



한글 인식의 어려움

한글 도메인 성능

(without language model)

영어 테스트 데이터 셋 성능



한글 인식의 어려움

글자 수 차이

알파벳 26종

가 각 간 갇 갈
…

어 억 언 얹 얻
…

힐 힘 힙 힛 힝

KS X 1001 완성형
2,350종

한글

영어

관련 연구 수 데이터 셋

매년 주요 학회에서
영어 주제의 OCR 논문 발표 지속적인 챌린지 개최

(데이터 제공)

https://namu.wiki/w/%EC%99%84%EC%84%B1%ED%98%95


한글 인식의 어려움

Language Model“apble” “apple”

Language Model의 역할

 입력: Vision model로부터 추론된 단어

 출력: 올바른 단어로 수정된 단어

영어가
입력될 때



한글 인식의 어려움

Language Model“apble” “apple”

Language Model의 역할

 입력: Vision model로부터 추론된 단어

 출력: 올바른 단어로 수정된 단어

Language Model“시과” “치과” ???

“사과” ???

“시간” ???

한글이
입력되면??

영어가
입력될 때

학습되지 않은
고유명사는??

예시)
• 사람 or 동물 이름
• 신규 브랜드 이름



한글 인식의 어려움

(without language model)
일부 논문 모델

(with language model)정 답

아는형님 아는형님 마는형님

#방구석1열

행찜

단품초밥

#방구석1열

행찜

단품초밥

#방구석1연

행짜

단풍초밥



한글 인식의 어려움

인식해야 하는 글자가 많다면, parameter 수를 많이 늘려보면 되지 않을까??

117,000,000

1,500,000,000

175,000,000,000

GPT-1

GPT-2

GPT-3



현재 한글 인식 모델 연구 방향

Multi-head
Self attention

Feed Forward
Multi-head

Self attention

Feed Forward

Multi-head
Self attention

기존의 Transformer부터의 시작

outputs

+ +

“NHNCloud”



현재 한글 인식 모델 연구 방향

Multi-head
Self attention

Feed Forward

+

입력부 최적화

Multi-head
Self attention

Feed Forward

+

Backbone

• Backbone 수정

• Positional Encoding 로직 수정

× 𝑁𝑁𝐸𝐸
× 𝑁𝑁𝐸𝐸

모듈 최적화



현재 한글 인식 모델 연구 방향

Multi-head
Self attention

Feed Forward

+

지역적(local) 특징과 전역적(global) 특징을 모두 잘 반영하기 위한 convolution module

Multi-head
Self attention

Feed Forward

+

Convolution
Module

× 𝑁𝑁𝐸𝐸

× 𝑁𝑁𝐸𝐸

모듈 추가



현재 한글 인식 모델 연구 방향

Multi-head
Self attention

Feed Forward

+

Feed Forward 모듈 추가 배치

Multi-head
Self attention

Feed Forward

+

Feed Forward
모듈 추가

× 𝑁𝑁𝐸𝐸
× 𝑁𝑁𝐸𝐸



현재 한글 인식 모델 연구 방향

Multi-head
Self attention

Feed Forward

+

Deformable logic 적용

Deformable
Self attention

Feed Forward

+

모듈 변경



현재 한글 인식 모델 연구 방향

이 외에도 수많은 변경 사항 적용 가능

• OCR 이외의 수 많은 타 분야 논문들도 참고 가능

• Object Classification(객체 인식)

• Object Detection(객체 검출)

• Language Translation(언어 번역)

• Speech Recognition(음성 인식)

• Multi-Modal(다중 양식)



현재 한글 인식 모델 연구 방향
예를 들어,

Source: [6] Zhu, Xizhou, et al. "Deformable detr: Deformable transformers for end-to-end object detection." arXiv preprint arXiv:2010.04159 (2020).

Object Detection 분야의 Deformable-DETR [6] 

Multi-head
Self attention

Feed Forward

+

Multi-Scale 요소는
필요할까?

Deformable 연산
로직은 유효할 것 같은데? Deformable

Self attention



인식해야 하는 글자 학습데이터에 포함할 글자

• 한글 KS x 1001 표준 2,350자

• 영문 26자 (대소문자 52자)

• 특수기호 수십여 종

• 기타 등등

필요한 글자만 골라서
customizing 학습하기!!

학습데이터의 재구성 필요

한글 인식 모델 tip



Text Detection 모델 개발



Text Detector 전체 구조

Backbone Neck

Feature 추출 Feature로 부터
Text 검출

Head
다양한 Scale의
Feature로 구성

이미지 Text
위치정보

Text 
Detector



Text Detector (Backbone)
Convolution 계열

ResNet [9] (CVPR2016)

Source: [9] He, Kaiming et al.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2016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6): 770-
778.

[9] Layer를 깊게 쌓을 경우 잘 학습이 안되던 문제를 해결

…

19 Layer

…

152 Layer



Text Detector (Backbone)
Convolution 계열

ResNext [10] (CVPR2017)

[10] Xie, Saining et al. “Aggregated Residual Transformations for Deep Neural Networks.” 2017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7): 5987-5995.
[11] Hu, Jie et al. “Squeeze-and-Excitation Network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42 (2020): 2011-2023.

[10] Layer를 깊게 쌓는 것보다,
Cardinality를 높히는 것이 효과적

[11] Channel별 Attention을 추가

SENet [11] (CVPR2018)



Text Detector (Backbone)
Convolution 계열

[12] Tan, Mingxing and Quoc V. Le. “EfficientNet: Rethinking Model Scaling f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rXiv abs/1905.11946 (2019)

제한된 연산량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깊이, 채널 수, 해상도의 최적화

EfficientNet [12] (ICML2019)



Text Detector (Backbone)
Transformer 계열

[13] Dosovitskiy, Alexey et al. “An Image is Worth 16x16 Words: Transformers for Image Recognition at Scale.” ArXiv abs/2010.11929 (2021)

이미지를 패치로 분할하여, 기존 NLP에서 사용되던 Transformer 입력 형태와 동일하도록 치환
Transformer를 Vision Task에 적용

ViT [13] (ICLR2020)

Self-Attention이 Global 하게 수행됨



Text Detector (Backbone)
Transformer 계열

[14] Liu, Ze et al. “Swin Transformer: Hierarchical Vision Transformer using Shifted Windows.” 2021 IEEE/CV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ICCV) (2021): 9992-10002.

Shifting되는 Window안에서 Local하게 Self-Attention을 수행하여 좀 더 일반적인 Vision Task에서
Vision Transformer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Swin Transformer [14] (ICLR2020)

다양한 Scale에서 Self-Attention 다양한 위치에서 Self-Attention



Text Detector (Backbone)
Transformer 계열

[15] Liang, Tingting et al. “CBNet: A Composite Backbone Network Architecture for Object Detection.”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31 (2022): 6893-6906.

여러 개의 Backbone을 이어 붙인 형태의 Backbone
이전 Backbone에서 High/Low Level Feature을 전달받은 Backbone들은 더 좋은 성능을 냄

CBNet [15] (2021)



Text Detector (Neck)

[16] Lin, Tsung-Yi et al. “Feature Pyramid Networks for Object Detection.” 2017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7): 936-944.

Detection과 같이 물체의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Task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은 필수적
Feature Pyramid를 구성하여, 이에 대응

FPN [16] (CVPR2017)



Text Detector (Neck)

[17] Liu, Shu et al. “Path Aggregation Network for Instance Segmentation.” 2018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18): 8759-8768.
[18] Tan, Mingxing et al. “EfficientDet: Scalable and Efficient Object Detection.” 2020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20): 10778-10787.

PANet [17] (CVPR2018)

FPN

BiFPN [18] (CVPR2019)

PANet BiFPN



Text Detector (Head)

[19] Zhou, Xinyu et al. “EAST: An Efficient and Accurate Scene Text Detector.” 2017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7): 2642-2651.

Regression 방식
Text 위치/크기를 표현하는 값을 예측하는 방식

Backbone Neck

직사각형과 회전된 각도

자유 사각형 (4 Points)

해당 위치에 Text가 있을 확률
EAST [19]
(CVPR2017)

Head



Text Detector (Head)

[20] Zhu, Yiqin et al. “Fourier Contour Embedding for Arbitrary-Shaped Text Detection.” 2021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21): 3122-3130.

Regression 방식
FCENet [20] (CVPR2021)

곡선 형태의 Text 영역을 Fourier series로 근사화



Text Detector (Head)

[21] Long, Shangbang et al. “TextSnake: A Flexible Representation for Detecting Text of Arbitrary Shapes.” ECCV (2018).
[22] Baek, Youngmin et al. “Character Region Awareness for Text Detection.” 2019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9): 9357-9366.
[23] Liao, Minghui et al. “Real-time Scene Text Detection with Differentiable Binarization.” AAAI (2020).

Segmentation 방식
Pixel 단위에서 Text 영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Text 영역을 단어 단위로 그룹핑 하는 방식

TextSnake [21] (ECCV2018) CRAFT [22] (CVPR2019) DB [23] (AAAI2020)

텍스트 영역을 Disk로 표현,
Disk들을 이어 붙여서 단어 영역을 그룹핑

글자 단위의 텍스트 영역을 추출,
해당 글자들이 단어로 이어져 있는지 검사

텍스트 영역을 추출하고, Threshold map
으로 단어 단위로 분리. 이진화 후 그룹핑.



Dataset / Training 방법 개선

Hyperparameter 최적화: 모델, Training

Multi-scale Training: 학습 이미지에 다양한 Scale 변화를 주어 학습

Low Quality의 Label을 Masking 하여 학습

Data Augmentation: 색상변환, 기하변환, Random Crop, …



Text Detector 성능개선

+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초기 1 2 3 4 5 현재 A사 B사

초기 현재
FN, FP



실 서비스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필수 정보 추출 과정

실 서비스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회전된 Text 위치의 보정)

(Type 분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2/4 Line

신용카드
카드번호, 유효기한

자동차
차번호

신분증
고유번호, 발급일, 발행처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소재지, …



실 서비스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신용카드)

>
성능 차이
25% 내외

Print 형
오차율 1% 이내

양각형
오차율 25% 이내

Source1: https://images.gasbuddy.io/autoxauto/cms/gasbuddy-mastercard-credit-card.png,
Source2: https://bb.scotiabank.com/content/dam/scotiabank/international/barbados/imagery/BB_Tile__Aero_Mastercard.jpg



합성 데이터 생성

실 서비스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신용카드)

양각형 폰트 사용 Image Embossing [24] 으로 Text Rendering

[24] https://en.wikipedia.org/wiki/Image_embossing



합성 데이터 생성

실 서비스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신용카드)

+ 배경 합성, Image Harmonization [25] 적용

합성된 신용카드를 배경과 동일한 촬영 환경으로 변환

+ 원근 변환 [26], + 가상 조명 [27]

+ Motion Blur [28], + Image Augmentation [29]



실 서비스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신용카드)

양각화
효과

소량의 실제 이미지를 1:100 비율로 증강
적용된 증강: 배경 합성, Image Harmonization, 원근 변환, 가상 조명, Motion Blur, Image Augmentation

기존의 데이터 셋에 Image Embossing을 적용하여 양각화 된 데이터 셋으로 변환

데이터 셋 양각화

증강 데이터 셋



양각형 성능 +20%

합성데이터 증강데이터양각화데이터

+ +

데이터 추가 전 데이터 추가 후

+
60
70
80
90

100

초기 현재

프린트형 양각형

실 서비스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신용카드)



실 서비스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신분증)

홀로그램이 반사되어 Text를 일부 가림

홀로그램으로 쓰여진 글씨를 검출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어, 글씨가 흐리게 보임

배경의 글씨가 검출

Hard Case



실 서비스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신분증)

[30] Suvorov, Roman et al. “Resolution-robust Large Mask Inpainting with Fourier Convolutions.” 2022 IEEE/CVF Winter Conference on Applications of Computer V
ision (WACV) (2022): 3172-3182.

[30]
실제 촬영된 이미지에서 Inpainting[30]
을 사용하여 글씨를 지워낸 후 템플릿 획득

홀로그램 패치 추출 및 합성

+ 배경 합성, 원근 변환, 가상조명,
Motion Blur, Image Augmentation

템플릿에 가상의 정보가 담긴 Text를
Rendering



실 서비스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신분증)

기존 모델 대비 +5%

+
+

80

85

90

95

100

기존 현재



NHN Cloud OCR
자동차번호판

OCR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신분증일반 문서
(General O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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