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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eprocess method to needs for 
Car License Plate Recognition on poor environment. This 
preprocess method use multi images to get low value to 
compare images value. Last method was Opening operation 
that Using Edge pixel to add and subtraction. The Result was 
removed White pixel and very mini feather. But This method 
needs many process times and License Plate Recognition is low 
quality problem. Another method is median filter and 
conversion. This paper key idea that rain & snow is high value. 
So This paper propose get low value to compare image value. 
 

I. 서론 
 

경제성장과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향상되고 

윤택하여졌으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환경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은 산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장한 시스템이다.   정보통신 기술, 

컴퓨터 비젼, 영상처리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신호등 제어, 차량의 정보 및 위치추적, 주차 관리의 

자동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ITS 사업 중 

                                                           
 

첨단교통관리(ATMS: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분야의 자동교통단속, 주차 관제시스템 등의 

핵심기술이 자동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다.[1,2]  

  자동차번호판 인식 시스템은 크게 2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카메라로부터 얻은 차량영상에서 번호판 

찾아 문자를 추출하는 단계와 두 번째 단계로 추출한 

문자와 숫자를 인식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차량의 

번호판을 검출하는 기존의 연구로는 소벨 연산에 의한 

에지 추출 방법[3], 허프 변환에 의한 방법[4], 명암도 

변화를 이용한 방법[5],색상정보를 이용한 방법[6] 

[7]등이 있다. 소벨 연산을 통해 번호판의 테두리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수평, 수직 라인 검출에는 

효과적이나 노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명암도 변화를 이용하는 경우는 처리 시간은 

빠르지만 헤드라이트나 그릴 또는 배경부분에서의 수직, 

수평 성분이 많은 부분을 번호판으로 오 인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8]  위의 추출 방법은 빗방울 

또는 눈의 환경적인 방해요소가 없을 때에 추출이 

용이하게 되며, 만약 카메라에서 획득한 이미지가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라면 자동차 번호판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따르게 된다. 본 논문은 오 

인식이 쉬운 열악한 환경인 비 또는 눈이 오는 

열악한 환경에서 번호판 인식을 위한 

다중 이미지 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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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높은 자동차번호판 인식률을 위해서 필요한 

전처리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제안한 전처리 방법은 

비 또는 눈이 오는 열악한 환경의 영상에서 빗방울 

또는 눈이 다른 영역의 밝기 값보다 밝다는 것을 

이용하여서 다중 이미지를 비교한 후에 이미지의 밝기 

값이 적은 것으로 한 장의 이미지를 재구성하여서 처리 

영상을 얻는 방법이다. 제안된 방법은 정지된 차량의 

연속된 다중 이미지일 경우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II. 자동차 번호판의 특징 

 

차량의 번호판 영역을 먼저 살펴보면 일정한 숫자 

폭과 명암 값을 가지며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의 

반복(밀집도)이 다른 곳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비가 약 2:1 이고 

상단문자 영역이 하단 문자영역의 비가 1:3 이며, 

상단문자와 하단문자는 상대적인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은 일반적으로 구 번호판, 현재 

번호판, 신 번호판으로 구분된다. 또한 번호판의 

지역에 따라서 혹은 구형과 신형에 따라서 번호판 

내부의 문자의 위치와 크기가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번호판 영역의 상대적 크기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에서 획득하는 영상에서 차량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번호판 추출 과정이 

필요하다. 추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약을 가진다. 

추출하려는 차량 번호판은 한국의 개인 차량용이고 

움직이는 차량이 아닌 정지된 차량이다. 

 

 

III. 기존의 자동차 번호판 전처리 연구 

 

일반적으로 주어진 목적에 따라 영상을 평활화하거나,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윤곽 정보를 추출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을 가장 먼저 수행하게 된다. 노이즈 

제거를 위해 이미지 각 픽셀을 그 이웃 픽셀 중에서 

가운데 값으로 대체하는 메디안필터가 있으며, 

그림 2 은  3x3 메디안필터로 필터링한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평활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영상을 흐리게 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 는 3×3 평활화한 영상이다. 평활화영상 역시 

주위의 빗방울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난다.  

  

그림 2 메디안필터(좌)   그림 3 평활화 필터(우) 

다른 전처리 연구로써  침식(erosion)과 

팽창(dilation)을 적적히 사용하여 필터링하는 방법이다. 

침식연산은 각 픽셀의 밝기 값을 해당되는 마스크 값과 

비교하여 n×m 개의 값이 모두 일치하면 출력 픽셀 값이 

1 이 되고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출력 픽셀 값은 

0 이 된다. 따라서 이진 영상에서는 흰색 물체는 

크기가 축소되거나 없어진다. 그림 4 는 수평 

침식(3×1 마스크)을 두 번 수행한 결과 영상이며, 주로 

서로 접촉하고 있는 물체를 떼어 놓는데 유용하다. 

그림 4 의 경우 빗방울이 많이 제거 되었으나 번호판 

영역의 테두리 부분이 축소가 되었다. 팽창연산은 

침식연산과 반대되는 연산으로 마스크 n×m 개의 값 

모두가 0 일 경우에만 출력 픽셀의 값은 0 이 되고, 

0 과 1 의 혼합이면 출력 픽셀의 값은 1 이 된다. 

따라서 이진 영상에 대해 팽창 연산을 수행하면 흰 

물체는 크기가 커지게 된다. 그림 5 은 수평 

팽창(3×1 마스크)을 두 번 수행한 결과영상이며, 

떨어진 물체를 붙이는 효과가 있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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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침식연산(좌)     그림 5 팽창연산(우) 

그림 6 은 수평 침식(3×1 마스크)을 두 번 수행 후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평 팽창(3×1 마스크)을 두 

번 수행한 제거연산으로 노이즈를 제거한 그림이다.  

 

그림 6 제거연산 

위의 방법 메디안필터 또는 평활화 방법이 보다는 

개선이 되었지만, 번호판 영상에 대해서 선명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IV. 다중 이미지 전처리 방법 

 

4.1 다중 이미지 전처리 필요성 

 

비 또는 눈이 오는 열악한 환경의 영상에서 빗방울 

또는 눈은 영상에서 번호판을 추출 또는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빗방울 또는 눈이 올 경우에 영상 

전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 많은 에지를 발생하게 되어서 

에지 기반으로 번호판을 추출하는 경우에[3] 추출이 

힘들어 지게 되며, 번호판 영역부근에 빗 방물 또는 

눈이 내려서 번호판의 문자 또는 숫자부분을 가리게 

된다면 번호판 인식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앞에서 

열거한 내용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전처리 방법을 

제시한 것들이 있지만 처리시간 면과 결과 영상의 질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전 

처리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닌 연속된 

다중 이미지를 가지고 전처리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 계산 량도 줄일 수 있고, 손상이 없는 결과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4.2 전처리 과정 

본 논문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번호판 전처리 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Step 1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획득하게 된다 

Step 2 카메라 획득 이미지에서 에지 분포를 이용하여 

분산이 많을 경우에 비 또는 눈이 오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식을 하도록 한다. 만약 에지 분포가 

평이하게 나올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영상을 전송하게 된다. 

Step 3 열악한 환경으로 인식될 결과일 때에 전송되는 

영상을 받아서 차량의 입차 여부를 차량 번호판 추출을 

통해서 존재 여부를 판단해서 영상을 전송하게 된다.  

Step 4 차량이 입차 하였다고 인지를 하고 전송을 한 

영상들 중에서 차가 정지했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부터 

연속된 최적영상을 찾아서 영상을 전처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Step 5 최적의 영상에 대해서 각 픽셀의 밝기값을 

구한 뒤에 각 픽셀의 값을 비교한 후에 최소값으로 

값을 재구성하여 처리된 전처리 영상을 획득한다. 

Step 6 하나의 전처리 영상으로 변환된 영상은 차량 

인식부에 전송되어 번호판 인식시스템에 적용되게 된다 

 
4.3 비교를 이용한 다중 이미지 전처리 방법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처리 방법은 이미지에서 

빗방울 또는 눈의 부분이 영상에서 주위의 곳보다 밝기 

값이 높게 나온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여서 제안을 

하였다. 그림 7 에서 보면 실제 야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에 빗방울 또는 눈이 불빛에 반사가 되어서 

밝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흐린 낮에 

비가 오는 경우에도 다른 주위의 곳 보다 밝기가 밝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카메라에서 획득된 영상들은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480 

연속된 영상으로 차량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전처리를 하였다. 

 

그림 7 연속 이미지 

그림 7 에서 처럼 연속된 두 개의 다중 이미지를 

비교하여서 값이 작은 값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전처리 영상 그림 8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처리 했을 

때의 경우보다 더 선명하고,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가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정지된 차량의 연속된 다중 이미지의 경우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8 전처리 이미지 

 

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비 또는 눈이 오는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적 요소에 방해를 받지 않고 번호판 추출 및 

인식을 할 수 있는 다중 이미지 전처리 방법을 

제안하였다. 빗방울 또는 눈이 주위의 다른 곳보다 

밝기가 밝다는 것을 이용하여 연속된 다중 이미지의 

경우 두 이미지를 비교하여서 작은 밝기 값으로 새로운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비교할 대상이 많을 수로 

처리시간이 많은 단점이 있지만, 전처리의 결과는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좋게 나타났다. 향 후 과제로써는 실 

시간적으로 연속 다중 이미지 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미지 전체 부분처리가 아닌 특정 

관심영역만을 처리하게 하여서 빠른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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