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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우리나라 차량 영상에서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번호판은 하단에 네 
개의 숫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네 개의 숫자를 찾으면 번호판을 추출 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입력된 영상
에서 숫자의 가능성을 가진 연결 요소를 검출하고 이들을 군집화 한다. 군집화 된 연결요소들을 바탕으로 숫자 네 
개(4-digits) 후보를 생성한다. 4-digits 후보들을 인식하여 숫자의 가능성을 측정하고, 적합도로 변환한다. 후보 

영역 중 적합도가 가장 높은 영역을 번호판 영역으로 추출한다. 적합도는 Perfect Metrics 방법으로 측정하였

다. 제안하는 방법을 주간 영상 4600장과 야간 영상 264장으로 테스트 한 결과 각각 97.23%, 95.45%의 검출률
과 0.09%, 0.11%의 오검출률을 얻었다.

1. 서론

1.1 연구배경

차량 번호판 인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오랫동
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러한 활발한 연구 덕분에 이미 실용화 단계에 올라가 
여러 회사에서 개발한 시스템들이 도로에 설치되어 사
용되고 있지만 성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차량 번호판 인식은 번호판 검출, 글자 분할, 글자 인
식의 3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첫 번째 과정인 번
호판 검출 부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번호판 인식 
성능 또한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차량 번호판 영역 검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번호판 영역을 찾아내는 방법과 번호
판이 가지는 명암 정보를 이용한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색상 정보를 사용하여 번호판을 찾는 방법에 관한 논
문은 [1,2,3,4] 등이 있다. 하지만 생삭 정보를 이용하
여 검출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색상이 번호판의 색상과 
유사할 경우나 빛의 강도가 높거나 낮을 경우에 생상 
구분이 어렵다.

명암 정보를 이용한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
행 되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다.

  *영상의 배경부분은 긴 곡선과 불규칙한 잡음이 많다
  *번호판 영역은 주위에 수평선이 존재한다
  *일정 길이의 수직선의 밀집 분포가 높다

수직 에지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번호판 내부의 수
직 에지의 비율이 외부보다 높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번
호판 영역을 검색한다 [5,6,7,8]. Sobel 에지 연산을 사
용하여 수직 에지 맵을 구성하고 일정 크기의 직사각형 
창을 움직여가며 창안에 존재하는 에지가 가장 많은 부
분을 번호판 영역으로 찾는다. 이 방법은 창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 크기와 번호판의 크기 차이
가 클 경우에는 번호판 영역 검출 성능이 떨어지게 된
다. 또 번호판의 내부 구조를 활용하기 위하여 이진 영
상을 대상으로 투영과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번호판 영
역을 검출 하는 방법도 연구되었다 [9,10,11].

번호판의 외곽선을 검출하여 번호판을 검출 하는 벙
법은 번호판의 테두리 부분을 검출하여 번호판을 검출
하는 방법으로 번호판의 기울어짐과 번호판의 정확한 
영역을 검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번호판의 테두리가 선명하지 않을 경우와 입력영상이 
흐린 경우는 번호판 영역을 검출 할 수 없다 [12,13].

1.2 연구 내용

기존 연구들이 번호판의 구조적 특징에 주목하여 영
역을 검출한 것과 달리 이 논문은 번호판 내부에 숫자
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번호판 영역을 검출 한
다.

먼저 구조적 특징을 사용하여 번호판 내부에 존재하
는 4개의 숫자 영역의 후보를 찾고 의미적 특징을 사용
하여 숫자와의 유사도를 판별하고 번호판 영역을 검출
한다.

[그림 1] 알고리즘 순서도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1]의 순서도로 간략히 설
명 할 수 있다. 먼저 입력 영상을 이진화 한 후 연결요
소를 검출한다. 검출된 연결요소 중 숫자의 가능성을 가
진 연결요소들을 군집화 한다. 군집화된 연결요소를 바
탕으로 연속된 4개의 숫자(4-digits) 후보를 생성하고 
각 후보들의 적합도를 계산한다. 생성된 4-digits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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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번호판 영역이 갖추어야 하는 적합도를 만족 할 경
우 영역을 4-digits 영역으로 확정한다. 확정된 
4-digits 영역은 번호판 내부의 네 개의 숫자 영역과 
일치한다. 4-digits 영역이 검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영업용 번호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상을 반전시킨 
후 4-digits 영역 생성 과정을 재 수행한다.

논문의 2장에서는 번호판 검출 알고리즘을 자세히 설
명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다. 
4장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의미를 분석한다.

2. 번호판 검출 알고리즘

2.1 바운딩 박스 집합 생성

이 단계에서는 이진화 과정을 마친 영상에서 연결 요
소(Connected Component)를 검출 한다. 연결 요소는 
영상의 픽셀들의 Linked List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연
결요소는 자료구조가 복잡하고 연산양이 많기 때문에 
보다 간단한 형태로 연결 요소를 표현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연결 요소를 포함하는 [알고리즘 1]에 설명된 바
운딩 박스(Bounding Box)를 사용한다.

BB{
   int width;        // 바운딩 박스의 넓이
   int height;       // 바운딩 박스의 높이
   int center_x;     // 정 중앙의 x 좌표 
   int center_y;     // 정 중앙의 y 좌표
   float score;      // 적합도 저장 변수
}

[알고리즘 1] 바운딩 박스의 자료 구조

[그림 2] 바운딩 박스 검출 과정

검출된 연결 요소를 사용하여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
고 생성된 바운딩 박스 중 번호판 내부의 숫자에 해당
할 가능성이 없는 바운딩 박스를 제거한다. 바운딩 박스
에 대하여 아래 [알고리즘 2]의 조건을 만족하면 남기
고 만족하지 못하면 제거한다. 필터링 과정을 거친 후 
남아 있는 바운딩 박스들은 숫자일 가능성이 있는 박스
들로서 바운딩 박스 집합을 생성하여 다음 단계로 전달 
해 준다. [그림 2]은 바운딩 박스 필터링 과정을 보여
준다.

  MIN_RATE < BB.height/BB.width < MAX_RATE
  BB.height > MIN_HEIGHT

[알고리즘 2] 바운딩 박스 필터링 조건

일반적인 번호판 내부의 숫자들 중 “1”을 제외한 모
든 숫자들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약 1:2의 비율이
다. 따라서 MIN_RATE을 2로 설정해야 하지만 번호판
이 찌그러질 경우 1:1의 비율을 가지기도 한다. 찌그러
진 번호판의 숫자 영역을 검색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
여 MIN_RATE를 1.0으로 설정 하였다. “1”의 경우에는 
1:9의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MAX_RATE을 10.0으로 
설정 하였다. 또 MIN_HEIGHT는 크기가 작은 노이즈
를 제거하기 위한 필터로 실험에 사용한 이미지에서 관
찰되는 4-digits의 평균 높이를 고려하여 설정 하였다.

2.2 군집화

이 부분에서는 생성된 바운딩 박스 집합에 포함된 바
운딩 박스들을 그룹핑 한다. 그룹핑은 각 바운딩 박스들
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유클리디언 거리를 계산하고 거
리에 따라 집합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규칙은 
아래 [알고리즘 3]에 기술 하였다.

IsGroup(BBn){ if( BBn ∈ BBG ) return n; 
               else return 0;     }

Dist( BBn , BBk ) = |BBn.center-BBk.center|

Min_Dist(BBn, BBR) : 조건 1,2,3을 만족하는 BBR 중 BBn과 가장 
                     가까운 바운딩 박스

DevideBBG( BBGi ) : 원소가 4개 이상일 경우, 인접한 원소끼리 
                 조건 3을 비교하여 만족하면 2개의 BBG로 분할 

  조건 1: | BBn.height - BBk.height | < BBn.height*0.1 
  조건 2: | angle(BBn,BBk) | < MAX_ANGLE 
  조건 3: | Dist( BBn , BBk ) | < BBn.height *2

for (i = 0; i < N ; i++){
      BB = Min_Dist( BBn , BBR )
      k = IsGroup( BBn )
      if( k > 0 )  InsertBBGk( BB ) 
      else         InsertBBGi ( BBi ) , InsertBBGi( BB )
}

for(i = 0; i < M; i++){
      DevideBBG ( BBGi )
}

[알고리즘 3] 바운딩 박스 그룹 생성 규칙

위 규칙에 따라 [그림 2]의 영상 (c)의 바운딩 박스 
집합을 대상으로 군집화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개의 그룹으로 분리 되었으며 사라
진 바운딩 박스들은 위 바운딩 박스 그룹 생성 규칙에 
위배 되는 바운딩 박스로 그룹에 포함되지 못하고 삭제
되었다.  

[알고리즘 3]의 조건에 따라 군집화를 수행 할 경우 
바운딩 박스의 집합은 [그림4]에 제시된 형태의 그룹을 
생성하게 된다. 각 그룹은 최소 2개의 바운딩 박스를 
포함하며 이웃한 바운딩 박스와의 거리는 그룹에 포함
된 바운딩 박스의 평균 높이의 2배 이상이 될 수 없다. 
만일 2배 이상의 거리를 가지게 되면 두 바운딩 박스는 
그룹이 분할된다.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A)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B)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C)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D)



[그림 3] 군집화 결과

[그림 4] 가능한 모든 군집화의 형태

2.3 4-digits 후보 생성

4-digits 후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림 4]의 
(a),(b),(d)의 형태를 가진 바운딩 박스 그룹을 이용하여 
(c) 형태를 가진 바운딩 박스 그룹을 생성한다. 그룹 내
의 바운딩 박스 개수가 4개 미만인 (a),(b)의 경우 4개
의 바운딩 박스를 포함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바운딩 박
스를 추가하고 이와 반대로 그룹 내의 바운딩 박스 개
수가 4개 이상인 (d)의 경우에는 4개의 바운딩 박스를 
가지는 하위 그룹을 생성한다. 두 경우를 통해 생성된 
그룹들은 연속된 4개의 숫자일 가능성을 가지는 바운딩 
박스 그룹으로서 4-digits 후보가 된다.

2.3.1 바운딩 박스 추가

바운딩 박스의 개수가 4개 보다 적은 [그림 7]의 
(a),(b)의 경우에는 (c)와 같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바
운딩 박스를 생성하여 추가한다. 새로 생성되는 바운딩 
박스의 형태와 위치는 그룹내 바운딩 박스간의 관계에 
의해서 설정된다. 바운딩 박스의 크기(width,height)는 
그룹내 바운딩 박스의 평균 크기로 생성되며, 바운딩 박
스가 추가되는 위치는 거리(gap)와 평균 넓이(width)에 
의해서 결정 된다. (a)와 (c)는 그룹내 바운딩 박스의 
개수 차이로 인하여 박스 추가 루틴이 각각 다르게 설
계되어야 하며 [그림 5]에서는 그룹 내부의 바운딩 박
스의 수가 2개일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림 6]에
서는 그룹 내부의 바운딩 박스가 3개일 경우를 설명한
다.

바운딩 박스 추가 과정을 거친 후 그룹이 가지는 바
운딩 박스의 숫자가 4개인 경우는 4-digits 후보가 되
며 [그림 5]의 (a),(b)와 [그림 6]의 (a)와 같이 바운딩 
박스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의 수가 4개를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하위 그룹 생성 과정을 수
행하여 하나의 그룹내의 바운딩 박스의 수가 4개가 되
도록 조정한다.    

[그림 5] size 가 2인 경우의 예

     

  

[그림 6] size 가 3인 경우의 예

2.3.2 하위 그룹 생성

4-digits의 조건이 연속된 4개의 숫자 이므로 그룹 
내 바운딩 박스의 개수가 4개를 초과할 경우 서브 그룹
을 생성하여 각각 4개의 바운딩 박스를 가지는 그룹으
로 만들어야 한다. 임의의 그룹에 바운딩 박스가 N개 
속해 있을 경우 서브 그룹을 생성 방법은 [그림 7]과 
같이 바운딩 박스를 가로방향으로 정렬한 후 앞쪽 4개
의 바운딩 박스를 서브 그룹으로 만들고 가장 앞쪽의 
바운딩 박스를 삭제 한 후 위 과정을 서브 그룹의 바운
딩 박스의 개수가 4개 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 한다. 그
룹의 바운딩 박스의 개수가 N 이면 서브 그룹은 N-3개
가 생성 된다. 생성된 바운딩 박스 그룹들은 각각 4개
씩의 바운딩 박스를 원소로 가지게 되며 4-digits의 후
보가 된다.

[그림 7] 하위 그룹 생성의 예

2.4 적합도 계산

4-digits 후보가 생성되면 각 후보들의 적합도를 계
산하여 4-digits 영역을 선택한다. 적합도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은 [그림 8]과 같다. 4-digits 후보 영역에 속
한 4개의 바운딩 박스들의 위치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특징 검출기에 삽입하여 특징을 검출하고 검출된 특징
을 인식기에 삽입한 후 신뢰도를 측정한다. 4개의 바운
딩 박스에서 얻은 신뢰도를 전부 합한 값이 4-digits 
후보의 적합도가 된다. 특징 검출 방법은  S. Mori가 
제안한 Projection feature, Profile Feature, 
Stroke-direction Feature를 종합하여 사용 하였다
[14]. 인식기는 Tin Kam Ho가 제안한 Perfect 
Metrics를 사용 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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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적합도 산정 과정

2.5 번호판 영역 검출

적합도를 계산한 4-digits 후보 영역들 중 가장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후보를 4-digits 영역으로 결정한다. 
이때 적합도가 너무 낮은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후보 
영역을 기각 시킨다.

선택된 4-digits 영역은 번호판 내부의 숫자 부분 이
므로 실제 번호판 영역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영역을 확
장 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번호판을 검출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번호판 영역을 확장한다.

 
3. 실험 및 분석

3.1 실험 환경

이 절에서는 무인 속도 감시 카메라에서 촬영
된 영상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역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한다. 실험은 세인 시스템[16]이 개발한 무
인 속도 감시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 
하였으며 영상은 1024x512의 해상도를 가지는 명암
(gray-scale)이미지 이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용도와 
촬영 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아래 <표 1>에 표기 하였
다. 

사용 용도 촬영 시간 이미지 수

학습
주간 500

야간 226

실험
주간 4600

야간 264

<표 1> 영상 데이터 분류

실험에 사용된 영상들의 번호판 기울어짐이 15도 이
내에 분포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1]의 MAX_ANGLE 
은 15로 설정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주간 영상 500장과 야간 영상 

226장을 학습에 사용 하였으며 학습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주간 영상 4600장과 야간 영상 264장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림 9]는 학습에 사용된 주간과 야간 영
상이다. 실험은 AMD Athlon(tm) 64 Processor 
3000+, 512M 사양을 가진 PC에서 진행 하였다

[그림 9] 학습 영상

  

3.2 실험 결과 및 분석

<표 1>의  실험 데이터 주간영상 4600장과 야간 영
상 264장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검출된 
4-digits이 4개의 숫자 영역과 일치하는 바운딩 박스를 
생성했을 경우 성공으로 측정 하였고 이외의 경우에는 
실패로 성능을 측정하였다. 영상에 차량이 포함되지 않
은 경우에는 4-digits결과를 출력하면 실패로 측정하였
으며 결과를 출력하지 않을 경우 성공으로 측정하였다. 
오검출은 4-digits의 출력이 정확한 숫자 영역과 일치
하지 못했을 때를 의미한다. 

촬영 시간 영상 수 (장) 성공률(%) 오검출율(%)

주간 4600 97.23 (4472) 0.91 (42)

야간 264 95.45 (252) 1.19 (3)

<표 2> 차량 번호판 검출 성공률

 ( ) 영상 수

                     성공률 = 검출 성공 영상 수/총 영상 수

오검출률 = 오검출 영상 수 /총 영상 수

 
주간 영상을 대상으로 한 인식 성능은 약 97.23%로 

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
을 나타냈다. 번호판 검출에 성공한 영상은 [그림10]에
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0] 번호판 영상 검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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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오검출된 영상

  

[그림 12] 기하학적 변형

오검출율은 약1%로 낮게 측정되었다. 차량의 그릴 
부분이나 라이트 부분을 오검출 하는 경우는 실험 영상
에서는 단 한건도 관찰 할 수 없었으며, 실험 시 관찰된 
오검출 영상 모두는 번호판 영역을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오검출된 영상은 [그림 11]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주간 영상의 경우는 [그림 12]와 같이 번호판이 기
하학적으로 변형 되었을 경우에 번호판 영역 검출에 실
패 하거나, 번호판 하단부에 추가 생성된 바의 영향으로 
내부 숫자 영역이 이진화 과정에서 번호판의 하단부와 
연결되어 하나의 연결요소로 찾아지는 경우에도 실패하
였다. 

알고리즘 수행 시간은 주간 야간 구분하지 않고 이미
지 당 평균 0.4초가 걸렸으며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0.5초를 넘지 않았다. 이는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한 속도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차량 번호판 검출 알고리즘의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
속 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차량 번호판의 
구조적 특징에 한정된 연구를 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차
량의 번호판의 구조적 특징뿐만 아니라 의미적 특징까
지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입
증 하였다. 

의미적 특징을 사용함으로서 번호판 검출 시 정확율
을 높이고 오검출율을 줄였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작동
해야 하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오검출된 
번호판 영역을 영역 분할 알고리즘에 전달하여 의미 없
는 프로세싱 시간이 발생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며 적합도가 높은 4-digits 영역은 번호판 
내부의 연속된 네 개의 숫자 영역과 일치한다. 즉 번호
판 영역 분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번호판이 가진 네 개
의 숫자 부분의 위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후 이 사
실은 번호판 영역 분할 부분에서 4-digits 영역을 활용
하면 보다 쉽게 영역 분할을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4-digits 영역을 찾은 이후에 정확한 
번호판 영역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번호판 
검출 시 영역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검출된 영상을 성공
으로 끌어 올리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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