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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화된 번호판 검출 시스템은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핵심적인 

모듈이다. 그러나 실제 CCTV 환경에서는 저해상도 및 잡음 등의 다양한 영상 획득 환경의 제한으로 인해 

효과적인 번호판 검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저해상도 환경에 강인한 새로운 번호판 검출에 대하여 

sparse representation 을 적용하여 그 우수성을 보였다. 실제 CCTV 영상으로 수행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검출 방법이 저해상도 환경에서의 번호판 검출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자동화된 번호판 검출 시스템은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핵심적인 모듈이다 

[ref]. 이러한 번호판 검출은 번호판의 포멧 및 텍스쳐 특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영상 획득은 원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저해상도 

카메라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저해상도 

환경에서 획득된 CCTV 영상에 대해서 효과적인 번호판 검출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얼굴 인식 등 많은 이미지 처리 환경에서 

이러한 저해상도 및 영상 내의 잡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sparse representation classification (SRC) 기반의 

접근방법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1]. SRC 에서는 몇몇의 예제 

특징들의 선형 조합으로 입력 특징을 표현한다. 이런 예제 

특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해상도 및 잡음에 강인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RC 에 기반한 

새로운 번호판 검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제안하는 SRC 

기반 번호판 검출 시스템을 설명하고, 3 절에서는 실험을 통해  

효용성을 분석한다. 4 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SRC 기반 판별을 위한 Dictionary 생성 
그림 1 은 SRC 기반 번호판 판별을 위한 Dictionary 생성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 에서와 같이, 제안하는 SRC 기반 

번호판 판별 시스템은 번호판과 비 번호판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로 이루어진 Dictionary 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Positive training image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
Negative training images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

특징 벡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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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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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번호판 SRC를 위한 Dictionary 생성 

 

iz 은 ith positive training image (번호판 영상)의 특징 

벡터이고, 
-
jz 은 jth negative training image (비 번호판 

영상)의 특징 벡터이다. 이 때, SRC 를 위한 dictionary D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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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training images 의 dictionary 이다. 또한 K+
 

와 K-
 는 D

+
와 D

-
의 각 특징 벡터의 수이다.  

제안하는 SRC 기반 번호판 검출은 CCTV 영상으로부터 

구해진 번호판 후보 영역을 SRC 기반으로 판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SRC 를 위한 dictionary 가 주어지면, 이러한 후보 

영역의 특징 벡터 (y)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d∈Dxy     (2) 

여기서 ],...,,,...,[=]|[= 1
+

+
+
1

+ -
-

--

KK
xxxxxxx 는 번호판 

후보 영역의 sparse linear representation 이다. 또한, 
+
ix  와 -

jx  는 각각 ith positive training image 와 the 

jth negative training image 들의 sparse coefficient 

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x 가 구해지면, 다음과 같이 

reconstruction error(E)를 구할 수 있다.  

2
Dxy-E     (3) 

여기서 x
-
의 원소들을 0 으로 하면, D+

의 원소만으로 

재구성하였을 경우의 에러 E+
를 구할 수 있다. 반대로 x

+
의 

원소들을 0 으로 하면, D-
의 원소만으로 재구성하였을 경우의 

에러 E-
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E+

 < E-
이면 입력된 번호판 

특징 y는 번호판으로 판단된다.  

 

4. 실험 및 분석 
 

제안하는 방법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CCTV 에 사용되는 카메라로 제작된 1200 장의 영상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 번호판 영역 특징으로 

color LBP 를 사용하였다 [2]. 또한 제안하는 방법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지역 특징 기반 방법 [3]과 sliding concentric 

windows (SCWs) 기반 방법[4]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저해상도 번호판에서의 제안하는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영상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 Resolution 1: 번호판 크기가 15x60 픽셀보다 작은 경우; 

- Resolution 2: 번호판 크기가 15x60 픽셀보다 크고, 

20x80 픽셀보다 작은 경우; 

- Resolution 3: 번호판 크기가 20x80 픽셀보다 큰 경우. 

 

 

(a) recall 

 

(b) precision 

그림 2. 번호판 검출 성능 

 

그림 2 는 제안하는 방법과 비교 방법의 번호판 검출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과 달리, 번호판 크기가 작고 흐려지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저해상도에 강인한 새로운 번호판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SRC 는 기존 다양한 영상 처리분야에서 

잡음 및 저해상도와 같은 환경에서 강인한 특성을 보였다. 

제안하는 번호판 검출 시스템은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실제 

CCTV 영상의 저해상도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번호판 검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제 CCTV 영상을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저해상도로 촬영된 깨끗하지 않은 

번호판 영상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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