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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을 위해 직선검출법, 모폴로지에 의한 검출법을 사용하지 않고, Blob 레이블링 기법을 이용한 

번호판 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동적 작업부하 균등화 정책을 제안한다. ITS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은 자동화된 차량 관리 시스템 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된다. 
또한,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는 직, 간접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가 이용되는 영역은 교통관

리, 교통량분석,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자동차 위법 단속 등 응용범위가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을 위해 Blob 레이블링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번호판 인식을 위한 영상 샘플은 오츠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진화된 영상을 

사용하였다.

키워드: Blob 레이블링(Blob labeling), 자동차 번호판(License plate),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잡영제거(Region of 
interest)

I. 서 론

ITS 분야에서 가장 중추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은 자동화된 차량 관리 시스템 구성에 필수적으로 요구

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는 직, 간접적으로 높은 중요

도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가 이용되는 영역은 교통관

리, 교통량분석,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자동차 위법 단속 등 응용범

위가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구분 하면, 획득된 차량 

영상에서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는 번호판 추출과정과 추출된 번호

판 영역에서 문자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크게 나뉜다. 자동차 번호판

을 인식하기 위한 과정은 다른 문자 인식과는 달리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잡음이나 변형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번호판의 특성상 그 내용이 제한되어있어 일반적

인 문자 인식에 비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번호판을 추출하는 방법은 명암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컬러정보

를 이용하는 방법, 번호판의 수직·수평 에지를 이용하는 방법, 히스

토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Blob 레이블링을 이용한 번호판 영역 추출 기법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Blob 레이블링

레이블링(labeling)은 인접한 화소에 같은 번호(label)를 붙여서 

그룹을 짓는 것이며, 레이블링에는   순환전 알고리즘과 순차적 알고

리즘이 존재한다. 하지만 순환적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순차적 알고

리즘에 비해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범용 컴퓨터에서는 거의 사용되

지 않고 병렬 컴퓨터에서 사용된다.
Blob 레이블링(blob labeling)은 순차적 레이블링 알고리즘으로 

기본적인 알고리즘 흐름은 일단 영상을 좌상단부터 우하단 순으로 

주사한다. 그 다음 현재 화소가 전경화소일 경우에는 상단 화소와 

왼쪽 화소 중 하나만 레이블링 되어 있으면 그 레이블을 할당한다. 
상단 화소와 왼쪽 화소가 동일한 레이블일 경우에는 그 레이블을 

할당한다. 상단 화소와 왼쪽 화소가 다른 레이블일 경우에는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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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의 레이블을 할당하고 두 레이블을 동치 테이블에 동치 레이블

로 등록한다. 둘 다 레이블링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레이

블을 할당하고 이 레이블을 동치 테이블에 등록한다. 그리고 동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금까지의 과정을 수행한다. 동치 테이블에 등록되

어 있는 각 동치 레이블 중에서 가장 작은 레이블 값을 선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주사하여 각 레이블을 동치 테이블의 

가장 작은 레이블 값으로 치환한다. 다음의 그림 1은 Blob 레이블링

의 예이다.

그림 1. Blob 레이블링

Fig. 1. Blob labeling

1.2 직선 검출에 의한 추출기법

대부분의 자동차 번호판 연구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차량 전면부에는 수직선이 번호판 테두리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 하에 소벨(sobel) 연산자를 이용하여 에지를 추출

한 후, 휴 변환(hough transform)에 의해 번호판 영역을 추출한다. 
또한 속도 향상을 위해 영상을 축소하여 에지 검출 범위를 줄이는 

등의 방법이 제안 되었으나, 일정한 검출 범위 이상을 벗어날 경우에

는 번호판을 추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다음의 그림 2는 직선 

검출의 예이다.

그림 2. 직선 검출

Fig. 2. Straight line detection

III. 영상 레이블링

본 논문에서 사용된 레이블링 기법은 Blob 레이블링 기법을 사용

하였다. 번호가 부여되는 기준은 좌측 상단 에서 우측 하단까지 좌에

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화소를 체크해서 모여있는 여부를 판단하였

다. 화소의 뭉쳐짐을 판별하는 방법은 좌측 상단 에서부터 흰색의 

화소는 체크하지 않고 첫 검은색 화소가 나오면 1번부터 번호를 

부여하였다. 화소 번호 부여 순서는 이미지의 상단에서부터 순차적

으로 먼저 나타나는 화소부터 번호를 부여하였다. 레이블링 과정은 

흰색 화소와 검은 화소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레이 스케일의 

원본 영상을 이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번호판 인식을 위한 샘플 

영상은 그레이스케일 카메라로 촬영하고, 오츠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이진화시킨 영상을 사용하였다. 그림 3은 레이블링된 결과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3. 레이블링 이미지

Fig. 3. Labeling image

레이블링 과정은 번호판 인식 과정이 수행되면서 총 두 번 수행된

다. 첫 번째 과정수행은 원영상에서 번호판을 추출하기 위해 수행되

며, 두 번째 과정 수행은 번호판 영역에서 숫자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수행된다.

IV. 번호판 영역 획득

레이블링 이미지에서 번호판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획득하기 위해 

잡영 제거 과정을 거친다. 각 레이블에는 흰색과 검정색의 갯수 및 

좌상단, 우하단의 좌표가 저장되어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

로 한 레이블 내에 존재하는 또 다른 레이블의 갯수와 미리 설정한 

가로 세로 화소의 갯수를 확인하여,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레이블은 잡영으로 판단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잡영을 제거

하는 과정을 통하여 번호판으로 의심되는 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잡영 제거 과정을 통해 레이블의 개수가 줄어들었음을 그림 4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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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잡영 제거 이미지

Fig. 4. Noise reduction image

잡영 제거는 1차, 2차, 3차, 4차 순으로 나눠 1차순에는 레이블의 

가로 세로 길이가 영상 전체의 80% 이상인 레이블을 제거하고, 
2차순으로 레이블의 가로 세로 길이가 영상 전체의 60% 이상인 

레이블을 제거하였다. 3차순으로는 레이블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영

상 전체의 40% 이상인 레이블을 제거하였다. 마지막 4차순으로 

레이블의 가로세로 길이가 영상 전체의 5% 이하인 레이블을 제거하

여 번호판과 유사한 레이블만이 남게 된다.
번호판 영역 여부의 판단 기준은 두 번의 레이블링 과정을 토대로 

번호판 크기와 비슷한 레이블 중 레이블 내에 7개의 레이블을 추가

로 가지고 있는 영역이 번호판 영역으로 설정된다. 위와 같이 번호판

의 특징 요소를 레이블링 과정에서 적용시켜 번호판 영역에 대한 

관심영역 설정 과정을 수행한다.
관심영역 설정 과정은 여러 개의 레이블 중 번호판 영역을 설정하

기 위한 과정으로 수행되며, 번호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도 수행된다.
관심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으로 첫 번째는, 가로 

세로 길이가 전체 이미지 길이의 30% 이상인 레이블은 제외시킨다. 
두 번째로는 레이블 내에 7개의 레이블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 레이

블을 관심영역으로 남겨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심영역을 설정하여 그림 5와 같이 번호판 

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림 5. 관심영역 추출 이미지

Fig. 5. Region of interest image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lob 레이블링 기법을 이용한 자동차 번호판 영역 

추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에 사용되던 직선 검출에 의한 

번호판 인식과정은 영상에서의 차량 번호판의 기울기나 명암 변화

에 의한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외형 디자인의 

다양화로 번호판과 유사한 가로선이나 세로선을 가지는 디자인의 

자동차들에 대한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을 통해 

연구된 Blob 레이블링을 이용한 번호판 인식 과정은 영상의 이진화 

결과값이 정확하게 된다면 다른 번호판 인식 알고리즘보다 더욱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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