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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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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객체 방향 검출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객체 방향 검출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태양의 블록도.

제2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판단 모듈의 예시적인 배열구성의 블록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비디오 영상장치                        11 : 디자인 데이타베이스

12 : 적응 임계치 모듈                       13 : 프레이어 모듈

14 : 정규화 모듈                              23 : 순차적 판단 유니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객체의 방향을 판단하기위해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신경 회로망)(feed-forward 
neural  network)의  형태의  판단장치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객체상에  인쇄된  텍스트와 같
은 특징의 방향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조립공정이  "정시(Just  In  Time)"동작을  지향하는  추세일때  자동검사  기법이  더  필요해진다.  예를 
들면,  작업과  그것의  검사간의  관계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므로써,  제조설비에  기인하여  에러가 발생
했을때  단지  품목의  결함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을  보장하게  된다.  이것은  많은  또는  일괄  제품이 제
조된  후  에러가  검출되는  통상적인  일괄적  제조와  대조를  이룬다.  신속한  검출은  또한  다른  장점을 
제공한다.  예로,  표면실장된  회로  팩의  어셈블리에  있어서,  먼저  구성부품들이  배치되고  접착제로 
고정된  다음  납땜된다.  그러므로,  배치작업  후  인-라인에  배치된  검사  시스템은  납땜  공정이 수행되
기전에 에러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서, 수리, 비용을 또한 최소로 감소시킬 수 있다.

회로  기판의  결함을  검사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고안되어  왓다.  예로,  1977년  6월  7일, 비.에이치.
샤프(B.H.Sharp)의  미합중국  특허  제4,  028,  827호에서는  물품상의  적어도  상이한  두가지  형태의  광 
반사  표면  영역의  유무를  선택적으로  확인하며  그들을  식별하기  위한  비디오  시스템이  설명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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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시스템은 회로 경로와 땜납 접속부를 검사하기 위한 용도를 갖는다.  또다른 장치는 1986년 3
월  25일,  제이.더블유  맥파레인(J.W.MacFarlane)의  미합중국  특허  제4,  578,  810호에  설명되어 있는
데,  이  특허에서는  자동  시각  검사장치가  인쇄  배선  기판(PWB)의  결함을  검출한다.  검출기는  광 센
서의  어레이를  포함하며,  이  광센서는  인쇄  배선회로를  광학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PWB의  2진  영상 
패턴을 형성한다.

1984년  10월,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  국제  검사  협의회  회의록(Proceedings  of  Internationl  Test 
Conference)의  558  내지  563면에서  에스.피.덴커(S.P.Denker)등의  기사에는  컴퓨터  비전  기법을 이
용하여  인쇄회로  기판(PCB)  어셈블리의  에러를  검출하는  자동시각  검사장치가  설명되어  있다.  이 검
사  장치에서,  카메라는  PCB의  영상을  포착하여,  이  영상  표시를  컴퓨터에  전송하는데  사용되며,  이 
컴퓨터는  PCB영상의  특징을  메모리내에  기억된  이상적인  영상과  비교하여  어떠한  어셈블리  에러를 
검출한다.  또다른  장치는  1987년  5월  Hybrid  Circuits(GB),  제13호,  5  내지  8면에서 디.제이.스베트
코퍼(D.J.Svetkoff)  등의  기사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  기사에서  검사중에  회로기판의  3차원  맵과 그
레이 스케일 비전 데이타를 이용하여 구성부품기판의 자동 검사를 위한 기법이 설명되어 있다.

선행  기술은,  소자의  여러  위치와  접속부  및  모든  구성  요소가  회로  기판상에  적절히 배치되었는가
의  여부를  검사할지라도,  무결함  품목이  기억된  영상과  동일하게  생각되는  상황으로  국한된다. 선행
기술에서는  호퍼의  적재,  납땜전에  기판상의  구성요소  배치,  회로  기판상에  칩의  배치  등과  같은 여
러제조  단계에서  구성요소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저가의  신뢰성  있는  완전한  검사시스템을 제공
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선행기술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검사시스템이 검사
된  구성요소를  대조하기  위해  기억된  이상적  영상을  필요로하는  반면,  그  구성요소상의  표식은, 예
를 들면,  날인의 사용 또는 인쇄 위치 및 유형의 변화에 기인하여 상당히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기법은 땜납 량과 같은 성분의 검출, 및 방향의 측정에 유용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전술한  선행기술의  결점  및  문제는  특징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으로,  객체  그  자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객체,  예로,  전기적 구성요소상의 글자,  숫자,  상표 부호 등과 같은 특징 또는 표
시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본 발명에 따라서 해결되었다.

본  시스템에  있어서,  객체의  모든  영상  또는  부분  영상은  부호들의  윤곽  및  개개부호를 이끌어내는
데  사용된다.  그  다음에,  분리된  부호는  각기  절절히  트림(trim)되고  스케일(scale)되어서  정규화된 
부호로  제공된  다음,  사전  결정된  갯수의  부호가  처리된  후,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형태의 최적
한  베이시안  판단방법(Optimal  Bayesian  Decision  method)에  의해  그  텍스트의  방향,  "정확", "거꾸
로"  또는  "불명확"을  결정한다.  본  발명은  기억된  이상적인  영상을  필요로  하지않고도  특징  또는 표
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날인 및  폰트유형과 같은 특징 또는 변화에 영향을 받지않으면
서도, 방향에 필요한 감도도는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본 발명은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다른  객체  방향  검출시스템의  바람직한  구성의  블록도로서,  상기  시스템은, 
예로,  전기장치  또는  칩과  같은  구성요소상의  인쇄된  텍스트  또는  표식과  같은  정보를  판독하며,  그 
정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예로,  때에  따라  수백개의  구성요소가  회로 팩상
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  조립라인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조립라인에서,  구성요소는,  예로, 처
음에  수작업에  의해  호퍼내에  적재되어야  하며,  구성요소가  대칭적이라면  초기  공급시  또는 재공급
시에 방향에러가 유발된다.  많은 품목이 누지,  베벨 또는 점과 같은 방향 표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
재  이러한  표식에  대한  표준은  없으며,  표식이  사용되는  경우,  이  표식은  컴퓨터  비젼  시스템을 이
용하여 검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폰트 방향 검출문제의 몇가지 중요한 필요조건은 (1)  특징,  예로,  폰트 유형 또는 크기의 정확한 성
질 또는 내용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것과;  (2)  종종 특징이 잘 보이지 않는 것,  예로 종종 인쇄
질이  나쁘다는  것과;  (3)  검출이  신속히  실행되어야하되  (a)  부정확한  방향을  검출하는  확률이 가능
하면  높아야  하며,  (b)  "잘못된  검출에  의한  불합격"  확률이  낮아야  한다는  것과;  (4)  특징,  예로, 
180°돌려나도  변화가  없거나,  또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그  어느  방향에서도  정확히  판독될  문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자들을  주시해  보면,  일련의  글  A  내지  Z  및  숫자  0  내지  9의  약 
40%(즉,  BHIMOQSWXZ  01689)는  대략적으로  회전시켜도  변화가  없거나  또는  회전시켜도  동일 형상이되
어  변화가  없다는  사실,  말하자면,  180°회전시킨후에도  그  부호들은  사용된  폰트에  좌우하는 세트
내의  다른  부호들과  유사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설명목적상,  이하  본  발명은 칩
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본  시스템은,  예로,  컨베이어  벨트상의  상자, 병
에 부착된 상표 딱지 등과 같은 어떤 것 위의 하나 또는 여러 특징을 갖는 어떠한 객체의 방향을 결
정하는데  사용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우기,  본  시스템은  텍스트와  다른 특
징  또는  표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용도에  똑같이  적용가능하다.  본  시스템은  입력으로서  임의적일  수 
있는 일련의 기준영상을 가지고 잇는 것에만 관계한다.

제1도의  방향  검출시스템에  있어서,  1)  비디오  카메라와,  2)  비디오  화상의  프레임과  관련된 화상신
호를  포착하는  프레임  그래버(grabber)와,  3)  예로,  픽셀당  대략  0.002인치,  및  픽셀당  256그레이 
레벨의  실제  객체의  스케일로  이루어진  512×512  픽셀  프레임을  제공하는  아나로그-디지탈(A/D) 하
드웨어를  포함하는  비디오  영상장치(10)가  제공된다.  기준  디자인  데이타베이스(11)는  기판상에 조
립되는 칩과 같이,  시청되는 각각의 장치에 대한 정확한 배치 지점 또는 위치 및 크기와,  정확히 위
치되고  또는  삽입된  장치에  대한  특징  방향을  기억하며  제공하도록  사용된다.  비디오 영상장치(10)
로부터  시험  칩의  결과  영상을  하나의  입력으로서  적응  임계치  모듈(Adaptive  Threshold  Module  : 
ATM)(12)로 제공된다.

ATM(12)에서,  디자인  데이타베이스(11)로부터의  칩의  배치지점은  비디오  영상장치(10)로부터의  칩의 
영상에  관한  특별한  구성요소  또는  관심  구역으로  주의를  돌리게  하는데  사용되며,  그러한  결과적인 
구성요소  또는  구역의  영상은  비디오  영상  장치(10)에  의해  제공된  256×256픽셀  영상  대신에, 
예로,  현재  200×130  픽셀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ATM(12)은  결과적인  구성요소  또는  구역  영상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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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영상으로  변환하는데,  이  경우에  각각의  픽셀은  예시적인  256  그레이  레벨중의  한  레벨  대신에 
단지  0  또는  1레벨만을  포함한다.  비록  이러한  2진화  단계를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그레이  스케일 데
이타로  이루어진  영상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ATM  2진화  단계는  이  단계가  훨씬  빠르며 낮
은  비용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실시태양에서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고유의  256그레이 레벨
과  2가지  2진  레벨간의  적합한  임계치의  자동  평가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본  시스템에  있어서 간단
한  히스토그램방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텍스트가  대조배경  상에서  하나의  색으로  보이며,  그레이레벨 
히스토그램이 아주 쉽게 해결된 두개의 피크치를 갖기 때문에 매우 잘  실시 될  것이다.  이러한 피크
치는  만족할만한  해답이  얻어질때까지,  두개의  파라미터,  즉,  방사상  서컴스펙션(circumspection) 
및  양적인  임계치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적합하게  해결된다.  서컴스펙션은  값이  국부적인  최대치 
인가를  입증하기  위해  검사되는  히스토그램에  이웃한  반경이다.  피크치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레이 
레벨은  두가지의  국부적인  최대치이어야하며   임계치를  초과하는  양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기법은 
또한  암중명(light-on-dark)  또는  명중암(dark-on-light)  등으로  인쇄되는  여부와  무관하게  전경이 
"1"이면 배경이 "0"으로 표현되도록 교정되게 해준다.

ATM(12)에  의해  생성된  2진  영상은  입락으로서  프레이머  모듈(Framer  Module)(13)에  제공되는데,  이 
모듈에서  영상의  부호(글자,  숫자등)가  포착된다.  더  상세히  하자면,  이러한  부호  포착은,  예로, 먼
저  2진  영상의  0  및  1의  비트맵  매트릭스의  수평  합을  취하여  부호의  선을  추출하고,  그  다음으로 
선들내에서  수직합을  취하여  개개의  부호를  추출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
진설정된  귄타일(quantile)  임계치가  사용될  수  있다.  더  상세히  말해서,  2진  영상의  각각의  주사선 
i에  대하여,  행  합  r[i]은  "1"비트들로  계산된다.  그리하여  r[i]은  텍스트의  행에  대한  피크치,  및 
텍스트의  행들간의  벨리(Valleys)  또는  갭(gap)을  내포한다.  이러한  피크치  및  캡은  텍스트의 잡음
과  편차때문에  불명료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임계치  d는  피크치를  갭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d=δrmax 이고,  δ는 예로 0.07  정도의 사전결정된 상수이며 rmax 는  행합 벡터 r[]의 

최대  엔트리이다.  필수적으로  이  과정은  상단  주사선에서  시작하며  어떤  임계치  이상의  피크치의 시
작을  찾은  후속  주사선을  통해  진행한  다음  어떠한  임계치  등의  아래의  밸리를  찾는  피크치  구역의 
전체에  대하여  계속하여,  부호의  선을  분리시킨다.  너무작게  나타나는  선  또는  갭은  잡음에 기인하
는 것으로서 취소된다.  이때,  이  과정은 개개의 부호를 추출하기 위해 2진  영상의 열  합을 이용하여 
반복된다.

수평  및  수직  히스토그램의  기법이  또한  기술될  수  있으며,  이  기법에  의해  90°각도  선회에  대한 
즉시 교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ATM(12)의  과정을 통해 그 방향을 찾을 수도 있
는  분리된  도트를  필터하기  위하여,  프레이머  모듈(13)은  사전결정된  상수보다  적은  "연결된  도트 
집단"으로된  영역을  무시하도록  실행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은  쓸모없게  된  유효부호의  부분을 잃
게  될  수도  있지만,  인식  절차상에서  어떠한  원하지  않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  프레이머 모듈
(13)은  또한  부호가  항시  사전  결정된  위치에  있는  경우에  생략댈  수  있지만,  인쇄가  제  위치에서 
상당히  변하는  통상적으로  표시된  전자  구성  요소를  적절하게  검사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모듈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양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프레이머  모듈(13)은 변위-불
변 역량을 전 시스템에 제공한다.

정규화  모듈(Normalization  ;  Module  :  NM)(14)은  프레이머  모듈(13)로부터  출력을  받아들이며 각각
의  추출된  부호를  "트림하며  스케일"  한다.  추출된  부호가  부수적인  백색  또는  거의  백색과, 측면에
서의  공간과,  상단  및/또는  하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트리밍이  수행된다.  스케일링은  부호 영상
을  스케일하여,  예로,  24행×16열의  사전결정된  표준  크기를  차지하도록  수행된다.  어떤  경우에 있
어서,  이러한  정규화  과정은,  에로,  글자  "I"와  같은  얇은  문자가  "팽창(fattened)"되어,  16얼을 차
지하는  것과  같은  원래  영상에  대한  왜곡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것은  입력  데이타와  아래에  기술된 
기준  벡터가  동일한  방식으로  변형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와  달리  상기  예의  "I"가  팽창되지 
않는다면,  기준  및  샘플  영상의  수직  부정렬에  기인한  부정합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단점이  있다. 정
규화  모듈(14)은  부호가  항시  사전결정된  크기로될때  생략될  수  있지만,  NM(14)이  스케일  불변 역량
을 시스템에 제공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실시태양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정규화된  부호를  나타내는  신호는  판단모듈(15)로  제공되는데  이  모듈에서는  디자인 데
이타  베이스(11)  정보를  이용하여,  부호가  "업"  또는  "다운"  방향으로  배치되었는가의  여부,  또는 
그  방향에  대하여  "불명확"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하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그 
자체의  특정한  형태로서,  "피트포워드"  (FF)  뉴럴  네트워크  방법이라  지칭될  수도  있는  바람직한 최
적검출(Optimal  Detection  :  OD)  방법을  이용하는  판단  모듈(15)의  바람직한  구성은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여  포착된  부호와  기준  영상과의  비트맵들  사이에서,  예로  해밍(Hamming)  거리로서  "유사성 
정도"를  계산함으로써  부호가  "업"  또는  "다운"으로  지향되거나,  또는  "불명확"이  되는  가능성을 계
산한다.  글자와  같은  부호는  그  정상  방향에  있을시는  "업"으로서  그리고  반전된  방향에 있을시는
 "다운"으로  지칭될  것이다.  칩과  같은  객체는  "업"  또는  "다운"  방향으로  정확히  지향된  텍스트를 
가질  수  있다.  정확하게  지향된  칩은  본  명세서에서  "정확"으로서  지칭될  것이며  부정확하게  지향된 
칩은 "거꾸로"로서 지칭될 것이다.

더  상세히  하자면,  관측된  영상은  길이  N의  비트  맵,  즉, Ω={0,1}
N
에서의  벡터이다.  "업"  방향에서 

u1 , u2 ,  …, us 로서 나타나며 "다운"  방향에서 d1 , d2 ,  …, us 로서 나타나는 기준 영상 또는 부호(즉, 

여러가지  폰트  크기  등에  있어서의  글자,  숫자,  상표  로고등)의  집합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또한, 
영상  포착과정에  기인한  잡음과  같은  영상내의  본래의  잡음,  및  기준세트내에  있지  않은  폰트  유형, 
크기  등의  사용에  기인한  편차를  나타내는  왜곡  과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왜곡  과정은 
p(x  |  y)로  표현되는데,  이는 기준 벡터 y가  확률이 p(x  |  y)인  관측된 벡터 x로  왜곡되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벡터 x가 각기 u1 , u2 ,  …, u s  또는 d1 , d2 ,  …, ds의 기준 세트로부터 무작위적으로 선정된 부

호의  왜곡인  경우,  p(x  |  u)  또는  p(x  |  d)는  벡터  x가  관측되는  확률로  정의된다.  확률  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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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p(x  |  ui)p  ;  (ui)이며 p(x  | d)=  p(x  |  di)p(di)이고,  여기서 p(ui)  또는 p(di)

는, 부호가 "업" 또는 "다운" 방향을 갖는 경우, 부호 ui 또는 di가 각기 사용되는 연역적 
확률이다.  상기  기준세트의  부호는,  예로,  여러가지  크기,  폰트  유형,  및  방향에서  글자  A  내지  Z, 
및  숫자  0  내지  9를  포함한다.  비록  스케일  작업이  정규화  모듈(14)에서  실행될지라도  폰트가 전형
적으로  스케일  불변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  세트내에  여러  크기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
을 알아야 한다.

이  문제의  한가지  형식화는  Ω을  "업",  "다운"  또는  "불명확"이라는  판단을  나타내는  구역  Ωu, Ω
d,  Ωi으로  분활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방향의  정확한  결정의  확률을 극대화하므로
써 "잘못된 검출에 의해 불합격"의 확률에 제한을 받을 때 형식화된다.

이것은 단일 부호의 방향의 최적한 결정을 위한 다음의 실질적인 기법으로 결과 된다.

이 기법은 다음 같이 출력한다 :

p(x | d)/p(x | u)  λ이면,                                        (d("다운")

p(x | d)/p(x | u)  λ
-1
이면,                                         u("업")

그렇지 않다면,                                                          i("불명확")

피라미터  λ  1은  가능하면  작게되도록  분석  또는  실험에  의해  조정되지만,  잘못된  검출에  의한 

불합격을 초과하는 갯수가 있는 정도로 작지는 않다.

방향의  결정은  여러  부호  :  x(1),  x(2),  …x(L)로  이루어지는  칩에  대해여  발생한다.  그러므로, 조
건부 독립가정 :

p{x(1), x(2), …, x(L) | u} = p{x(1) | u}. p{x(2) | u}…p{x(L) | u},

p{x(1), x(2), …, x(L) | d} = p{x(1) | d}. p{x(2) | d}…p{x(L) | d}

이 채택된다. 이때 최적한 검사는 다음과 같이 출력한다 :

그렇지 않으면,                                                    i("불명확")

기판을  검사하는데  할당된  시간이  충분하다면,  객체상에서  발견된  매  부호마다  검사함으로써  가장 
가능한  결과가  얻어진다.  그러나,  모든  부호가  판독되기전에  객체의  방향에  대하여  매우  높은 확실
성을  얻는  것이  종종  가능하다.  이것은  1947년,  도버  출판사,  에이.왈드(A.Wald)저자의  "Sequential 
Analysis"라는  책의  34  내지  43면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순차적  검사(Sequential  Testing)  절차의 
사용을  시사하는데,  이  책에서  부호는  가능성  비율의  누적  결과가  상한  한계  λ를  약간  상회하거나 

또는  하한  한계 λ
-1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판독되며,  그때  방향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칩당

평균시간으로  측정된  바와  같이,  그  과정의  상당한  속도증가의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분배의  편견  또는  얕은  지식이  존재하는  경우,  느리게  서서히  켜져가는  λ함수를 이
용하는 것, 또는 어떤 하나의 관측의 결과에 대한 기여를 제한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할 수 있다.

판단  모듈(15)에  대하여  상기  기술된  과정을  실행하도록  하기위하여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방법
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은  제2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2도에서,  정규화  모듈(14)로부터의  입력은 정규
화된  부호  및  지적된 x 1  내지 xN 에  대한  비트맵(매트릭스)의  개별  요소를  포함한다.  각각의  비트맵 

요소  xi는  입력으로서  개별  입력 유니트(IU)(20 1  내지 20N )로  제공된다.  더  상세히  하자면,  각각의 

정규화된  부호가  24×16의  비트랩  매트릭스내에  배치되도록  배열된다면,  N은  384요소와  같게될 것이
며  판단  모듈(15)은  384입력  유니트(20)를  포함할  것이다.  각각의  입력  유니트(20i)로부터의  출력은 
각각의  M패턴 유니트(21 1  내지 21M )으로  분배되는데,  이곳에서,  예로,  M패턴  유니트(21)중의  반은 가

능성 p(x | u)=  p(x | ui)p(ui) 및 p(x | d)=  p(x | di) p(di)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값  p(ui)  및  p(di)은  예로,  현장 학습을 통해,  또는 확률 전체를 이용함으로써,  즉, 두방
향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부호를  모두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연역적  확률이다.  값 
p(x  |  ui)  및  p(x  |  di)를  구하기 위하여,  왜곡 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가정이 이루어어져야만 한다. 
(1)  확률이  g(k)인  경우,  비트맵의  k비트가  변경되며,  (2)  이러한  비트들이  독립적이며  및  동일하게 
분배된 시도에 따라서 변경되는 간단한 모델이 채택된다. 이때 p(x | ui)=g(h(x,ui)/[h(x,

)]이며, 여기서 h(x,ui)은 벡터 x와 ui와의 해밍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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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의  뉴럴  네트워크의  개념은  제2도에  도시된다.  패턴  유니트(21)로  이루어지는  제1액티브 
층은  상기식에  따라서  p(x  |  ui)  및  p(x  |  di)을  계산한다.  합산 유니트(22 1  및 222 )로  이루어지는 

다음 층은 가능성 p(x  |  u)  및 p(x  |  d)을 형성하며, 순차적 판단유니트(23)는 칩에 대한 최종 결정
을  제공한다.  제2도의  일부와  사용된  전문용어는  1988년  7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뉴럴 네트워
크에  관한  IEEE  국제  협의회  회의록(The  Proceedings  of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ral  Network)",  제1권,  I-525  내지  I-532면에서,  디.에프.스페치트(D.F.Specht)의  논문에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  그러나,  패턴  유니트(21)의  내부  구조는  아주  상이하다.  제2도는  같은  경향의 구현
을  시사하고  있다.  제2도에서  상호접속선상에  도시된  대수  양이  요소들사이를  지나가는  값이며 삽입
구내의 양이 배수가중치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

패턴 유니트의 내부 구조는 직렬 병렬일 수  있다.  이  단락의 나머지 부분은 "유사성 정도"가 해밍거
리일때 패턴 유니트(21)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위한 방법을 기술한다.

해밍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워가  없는  경우,  해밍거리를  매우  신속하게  계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  있다.  비트맵들간의  해밍거리는  비트와이즈  "배타  or"를  취한  다음  결과 단
어  내  하나의  비트의  번호를  되돌리는  미리계산된  테이블  룩업을  이용함으로써  한번에  한  단어를 계
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므로써 한번에 한 단어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므로써 단어당 여러 기
계  명령어에  대한  해밍거리  계산이  감소하며,  현재  마이크로  프로세서로서  초당대략  백만  단어의 거
리를 계산할 수 있다.

제2도의  요소(20  내지  22)의  동작이  완료된  후,  출력  확률값을  각각의  부호에  대하여  얻어진다. 이
들은  순차적  판단  유니트(23)에서  증배를  이용하는  FF방법에서  조합된다.  이  결과는  순차적  판단 유
니트(23)에서  상하  및  하한  입계치와  대비하여  비교되어서  칩에  대한  전체  판단,  또는  비판단을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스톱핑(stopping)"  규칙에  따라  진행되므로써  칩상의  또다른  부호의 
처리는  전술한  확실성의  정도가  얻어질때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칩에  대한  결과는  비교기(24)에서 
칩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대조하여  비교되고,  그  방향은  "디자인  데이타  베이스"에  기억되며, 세팅
하는데  따라,  즉,  "에러시  정지",  또는  "에러와  비판단시  정지"에  따라  출력신호는,  예로,  경보를 
올리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공된다.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상기  설명이  설명목적을  위한  것이며,  다른  어떠한  적절한  방법이라도 
적절한  판단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스프링거-버래그(SpringerVerlag)  사의  제2판,  "Self-Organization  and  Associative 
Memory"의  책  ;  199  내지  209면에서,  디.코호넨(T.kohonen)에  의해  기술된  것과  유사한  학습  벡터 
양자화(Learning  Vector  Quantization  :  LVQ)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LVQ방법에  있어서, 판
단  모듈(15)에서  얻어진  결과는  단순히  "득표수",  즉,  총  관측수로  나눈  "업"  득점의  수일것이며, 
FF방법에서 구해진 바와 같은 명확한 확률 값은 아닐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객체상의 특징 또는 텍스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  (a)  상기  객체상에 배
치된  상기  특징중의  적어도  하나,  또는  텍스트의  적어도  하나의  부호의  각각의  사전결정된  크기의 
영상을  추출하는  단계와  ;  (b)  상기  단계(a)에서  추출된  적어도  하나의  특징  또는  부호가  제2의 사
전결정된  크기의  영상과  아직  일치하지  않을때  상기  단계(a)에서  얻어진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징 
또는  부호의  각각의  상기  제2의  사전결정된  크기의  영상내에서  정규화시키는  단계와;  (c) 벡터들사
이에서  유사성  정도를  결정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징  또는  부호의  각각의  방향이  사전결정된 "
업"  또는  "다운"  방향인  확률을  상기  벡터들로부터  결정하기위하여  상기  단계(a)  또는  (b)에서 얻어
진  적어도  하나의  특징  또는  부호의  각각에  대한  사전결정된  크기의  영상을  처리하는  단계와;  (d) 
상기  특징  또는  텍스트가  "업",  "다운"  또는  "불명확"  방향에  있는지의  여부를  상기  단계(c)에서 얻
어진  적어도  하나의  특징  또는  부호의  각각에  대한  상기  확률로부터  결정하는  단계와;  (e)  상기 객
체가  "정확",  "거꾸로"  또는  "불명확"방향에  있는지의  여부를  상기  단계(d)에서  얻어진  특징  또는 
텍스트의 방향의 표시로부터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a)를  수행할때  :  (a1)  상기  특징  또는  텍스트의  비트맵의  각각의  행에 
대한  2진  값을  합산하며  임계치  값을  상기  행의  합산  값에  적용하여  상기  특정  또는  텍스트의  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와;  (a2)  상기  특징  또는  텍스트의  비트맵의  각각의  열에  대한  2진  값을 합산
하며  제2의  임계값을  상기  열의  합산값에  적용하여,  상기  단계(a1)의  결과에  관련하여,  상기 텍스트
의 개개의 특징 또는 부호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c)를  수행할때  :  (c1)  기준  세트로부터  무작위적으로  선정된 
특징 또는 부호의 왜곡을 포함하는 입력 벡터와 특정한 "업"  또는 "다운"  방향에 있는 특징 또는 부
호의  각각의  기준  세트와의  해밍  거리를  비트와이즈  "베타  OR"  및  테이블  룩업방향을  이용하여 측정
함으로써  상기  입력  벡터가  관측된  확률을  상기  단계(a)  또는  (b)에서  얻어진  상기  텍스트의  각기 
정규화되고  추출된  특징  또는  부호의  비트맵으로부터  결정하는  단계와;  (c2)  상기  단계(c1)에 응답
하여,  상기  추출된  부호가  "업",  "다운"  또는  "불명확"  방향을  갖는  확률을  결정하는  단계를 수행하
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d)를  수행할때  :  상기  특징  또는  텍스트가  "업",  "다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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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명확"  방향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임계치에  이를때까지  상기  단계(c)에서  처리된 순차적
인  부호의  각각에  대하여  결정된  확률을  다른  모든  선행  처리된  부호의  확률의  결과와  곱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d1)  상기  텍스트의  각각의  부호가  "업",  "다운"  또는  "불명확"  방향에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을  제공하는  단계와;  (d2)  상기  단계(d1)에서  제공된  판단의 합의(consensus)
로부터,  상기  텍스트가  "업",  "다운"  또는  "불명확"  방향에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을  발생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6 

객체상의  특징  또는  텍스트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가  :  영상으로부터 상
기  텍스트의  특징  또는  부호를  추출하며,  상기  각각의  추출된  부호에  대한  정규화된  크기의 비트맵
을  나타내는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과;  판단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판단장치가,  상기  추출  및 
생성  수단으로부터의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각각의  추출된  특징  또는  부호에  대한  상기 정규
화된  크기의  비트맵의  벡터들사이의  유사성  정도를  결정하며,  상기  각각의  추출된  특징  또는  부호가 
"업",  "다운"  또는  "불명확",  방향에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상기  각각의  추출된  특징  또는  부호에 
대한  출력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1수단과,  상기  제1수단의  상기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모든 
특징  또는  텍스트가  "업",  "다운"  또는  "불명확"  방향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제2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장치가  :  상기  제2수단의  상기  출력  신호로부터  상기  객체의  방향을 결정
하는 제3수단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 및 생성 수단이 :  상기 특징 또는 텍스트의 영상의 비트맵의 
각각의  행에  대한  2진값의  합산을  생성하며  임계값을  상기  행의  합산값에  적용하여  상기  특징  또는 
텍스트내의  선의  위치를  나타내는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제1수단과;  상기  특징  또는  텍스트의 영상
의  비트맵의  각각의  열의  합산을  생성하며  상기  임계  값을  상기  행의  합산  값에  적용하여  상기 제1
수단의 출력 신호 및 상기 열의 합산 값으로부터 상기 텍스트내 개개의 특징 또는 부호의 위치를 결
정하는 제2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장치의  제1수단으로부터의  상기  출력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특징 또는 텍스트가 "업",  "다운"  또는 "불명확"  방향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임계치에 이를 때
까지  순차적인  신호의  각각에  대하여  결정된  확률을  상기  텍스트의  다른  모든  선행  처리된  특징 또
는  부호의  확률의  결과에  곱하여  그러한  방향  결정을  나타내는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
는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장치의  제2수단이  :  상기  텍스트의  각각의  특징  또는 부호
가  "업",  "다운"  또는  "불명확"  방향에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
기  제2수단의  상기  생성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출력신호로부터  합의를  형성하여  상기  특징  또는 텍스
트가 "정확", "거꾸로" 또는 "불명확" 방향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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