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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RGB 컬러 정보와 오류 역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한 신 차량 번호  인식 방법을 제

안한다. 먼 , 차량 상에서 평균 Blue값을 이용하여 차량 상을 보정하고 픽셀값의 차를 이용하여 Red 후

보 역과 Green 후보 역으로 구분한 후 오류 역  알고리즘에 용하여 최종 Green 역을 찾는다. 둘

째, 수평  수직 히스토그램의 빈도수를 이용하여 번호  역을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윤곽선 추  알고리

즘을 용하여 개별 코드들을 추출하고, 오류 역  알고리즘을 용하여 개별 코드들을 인식한다. 제안된 

차량 번호  추출  인식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실제 비 업용 신 차량 번호 에 용한 결과, 제

안된 번호  추출 방법이 기존의 HSI(Hue Saturation Intensity) 정보를 이용한 번호  추출 방법보다 추출률

이 개선되었고 제안된 차량 번호  인식 방법이 효율 인 것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ective method that recognizes the vehicle license plate using RGB color information and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algorithm. First, the image of the vehicle license plate is adjusted by the Mean of Blue values in 

the vehicle plate and two candidate areas of Red and Green region are classified by calculating the differences of pixel values and 

the final Green area is searched by back-propagation algorithm. Second, our method detects the area of the vehicle plate using the 

frequence of the horizontal and the vertical histogram. Finally, each of codes are detected by an edge detection algorithm and are 

recognized by 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our proposed extraction and recognition 

method, we have run experiments on a new car plates.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license plate extraction is 

better than that of existing HSI information model and the overall recognition was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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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사회가 발 함에 따라 차량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교통 사건, 사고 발생률이 증가되

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하여 

차량 정보를 효과 으로 수집 하고 리하는 지능형 

교통 정보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s Systems : 

ITS)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HSI 컬러 모형은 순수한 색상을 나타내는 색상

(Hue), 흰색이 가미된 정도를 나타내는 채도(Satu-

ration) 그리고 빛의 밝기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

(Intensity)라는 세가지 특성으로 구성된 컬러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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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그 이 벨 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 의 

밝기 변화에 하여 상당히 의존 이며 RGB 컬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RGB 각 성분이 명암도와 한 

련을 가지므로 주  밝기 변화에 해서 같은 컬러라

도 RGB 각 성분이 모두 변환하게 되는 문제 을 가

진다[3].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가 하여 

HSI 컬러 모형을 이용하여 밝기 변화에 한 강인성

을 보장한 차량번호  추출 방법이 제안되었다[4]. 그

러나 HSI 컬러 모형을 이용한 방법은 번호  역 처

리시 녹색의 색상을 완 히 잃어버린 차량의 경우에

는 번호 의 추출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RGB 

정보를 HSI 정보로 변환하는데 많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5]. RGB 컬러 정보를 이용한 번호  추출 방법

은 RGB 컬러 값이 주 의 밝기 변화에 따라 많은 

향을 받은 경우에는 번호 의 추출에 실패하는 경우

가 발생한다[6]. 따라서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컬러정보에 의해 후보 역을 구분하고 

윤곽선 추 알고리즘으로 개별코드를 추출 후 개별코

드를 인식하는 방법을 나타내고자 한다.

Ⅱ. 제안된 차량 번호  인식 방법

2.1 RGB 컬러 정보와 오류 역  신경망 알고

리즘을 이용한 차량 번호  역 추출

차량 번호 은 할 지역 코드와 일련번호 등의 두 

가지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단부와 하단부로 구분

된다. 상단부는 할 지역 코드인 두 개의 작은 문자와 

작은 숫자부분으로 구성되고, 하단부는 일련번호를 나타

내는 네 개의 큰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상 인식 시스

템이 높은 인식률을 갖기 해서는 인식 상의 공통

인 특징을 찾아야 한다.  비 업용 차량의 번호 의 구

성 요소  번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번호  역은 녹색의 분포율이 높다.

② 번호  역에는 녹색과 흰색계통의 컬러로 구

성되어 있다.

③ 번호  역의 각 코드들은 상 인 치 정보

를 가진다.

④ 차량 번호 의 가로  세로비가 약 2:1이다.

비 업용 차량에서 번호  역 이외의 역들을 

제거하기 해 차량 상에서 평균 Blue값을 구하여 

상을 보정한다. 보정된 차량 상에서 순수 Red 픽

셀과 재 픽셀의 차이와 순수 Green 픽셀과 재의 

픽셀의 차이를 각각 구하여 그림 1과 같이 Red 후보 

역과 Green 후보 역으로 구분한다.

그림 1. Red 후보 역과 Green 후보 역
Fig. 1 The Red and the Green candidate area 

2개의 후보 역을 오류 역  알고리즘에 용하

여 최종 Green 역을 찾는다. 그리고 최종 Green 

역 이외의 역에 해서는 잡음으로 처리한다. 잡음

이 처리된 최종 Green 역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최종 Green 역
Fig. 2 The final Green area

잡음이 처리된 최종 Green 역에 해 번호  특

징 ②와 ④를 이용하여 수평  수직 히스토그램 방

법으로 번호  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번호  역

을 평균 이진화 방법을 용하여 이진화한다. 그림 3

의 (a)는 최종 Green 역에서 번호  특징 ②와 ④

를 이용하여 추출한 결과이고 그림 3의 (b)는 평균 

이진화 방법에 의해 이진화된 번호  역이다. 

     

 (a) 번호  역 추출       (b) 번호  역 이진화
그림 3. 번호  역 추출  이진화

Fig. 3 The detection and binarization of the license 
plate area

본 논문에서 제안된 차량  번호  추출 과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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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차량 상 입력

평균 Blue값을 이용하여 차량 상 보정

순수 Red 픽셀과 재 픽셀의 차이 ,

순수 Green 픽셀과 재 픽셀의 차이 계산

Red 후보 역과 

Green 후보 역으로 분리

2개의 후보 역의 픽셀값을 오류 역  

알고리즘에 용하여 최종 Green 역 추출

Green 역으로 명된 역 이외의 

역들을 잡음으로 처리

번호  특징 ②와 ④를 이용하여 수평  

수직 히스토그램으로 번호  역 추출

그림 4. 제안된 번호  추출 과정
Fig. 4 The process of detecting the license plate 

2.2 4 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별 

코드 추출

본 논문에서는 4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개별 코드를 추출한다. 4방향 윤곽선 추  알고

리즘은 그림 5의 2x2 마스크를 이용하며, 음 이 들

어간 경계 부분을 기 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

면서 이미지에서 경계를 만나기 까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에서 아래로 스캔한다[7]. 

 

진

행

방

향스 캔 방

향

A B

그림 5. 윤곽선 추출을 한 2x2 마스크
Fig. 5  2x2 mask for edge detection 

경계 지 을 만나면 경계 을 로 두고 A와 B에 

응하는 두 픽셀을 고려하여 마스크 진행 방향을 결

정하게 되며, 가 지나간 자리가 상의 윤곽선이 

된다. 마스크 진행방향은 A와 B가 모두 배경일 경우

에는 를 기 으로 진행 방향으로 회 하고, A가 

경계일 경우에는 가 A로 이동하면서 마스크는 한 

픽셀 앞으로 진한다. 한 B가 경계일 경우에는 마

스크를 를 기 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고 는 

경계 인 B로 이동한다. A와 B가 모두 경계일 경우

는 는 가까운 A로 이동하고 B 한 이동해야할 

경계이므로 는 B를 피해 로 이동한다. 표 1은 

A와 B의 값에 따른 와 의 진행방향인 와 

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A와 B의 값은 0과 1을 

가지며 0은 배경 픽셀이고 1은 경계 픽셀이다.  

 A       B     
진  1       0 A      B

우측  0       1  B      
우측  1       1  A      
좌측  0       0       A

표 1. 2x2 마스크의 A, B에 따른 진행 방향
Table 1. The direction of A and B of 2x2 mask 

4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즘에 의해 추출된 개별 

코드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서 한 은 자음과 모

음으로 분리하여 추출한 경우이다.

그림 6. 추출된 개별 코드
Fig. 6 the detected codes 

2.3 오류역  신경망 알고리즘에 의한  개별코

드 인식

인공 신경망에서 문자 인식을 한 다층 신경망을 학

습시키기 해 오류 역  신경망 알고리즘이 리 사

용되고 있다. 다층 퍼셉트론은 단층 퍼셉트론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은닉층과 각 입력 노드의 입출력 

특성을 비선형으로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능력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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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8]. 본 논문에서는 추출된 개별 코드를 인식

하기 하여 오류 역  알고리즘을 용한다. 4 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별 코드를 각각 추

출한 후, 추출된 개별 코드들을 정규화한다. 정규화된 

각 개별 코드들을  오류 역  알고리즘에 용하여 

학습한 후에 차량 번호 의 개별 코드 인식에 용한다. 

따라서 개별 코드들을 인식하기 한 오류 역  학습 

알고리즘은 그림 7과 같다.

Ⅲ. 실험  결과 분석

실험 환경은 IBM 호환 기종의 Pentium-Ⅳ PC상에

서 C++ Builder 6.0으로 구 하 다. 실험에 사용된 

상은 640x480 크기의 비 업용 신 차량을 상으로 

하 으며, 디지털 카메라로 획득한 차량의 면부 

상 50개를 제안된 차량 번호  추출  인식 평가 실

험에 용하 다. 번호  역 추출은 HSI 컬러 모형

을 이용한 방법과 제안된 번호  추출 방법간의 번호

 역 추출 개수를 비교하 다. 개별 코드 추출은 4

방향 윤곽선 추 에 의해서 추출된 개수를 나타내었

고 개별 코드 인식은 오류 역  알고리즘에 의해 

인식된 개수를 나타내었다. 표 2는 기존의 HSI 컬러 

모형을 이용한 방법과 제안된 번호  추출 방법간의 

번호  역 추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2. 역 추출 결과 비교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area detection 

추출 성공 추출 실패

제안된 차량 번호  

추출 방법
49 1

HSI 컬러 모형을 이용한 

방법
47 3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HSI 컬러 모형을 이용한 

방법은 HSI 컬러로 변환하는 시간이 제안된 방법보다 

많이 소요되었고 어둡거나 밝은 차량 상의 경우에 

해서는 컬러 정보가 많이 손실되어 제안된 방법보

다 번호 의 추출률이 낮았다. 

간층 연결가 치 ( v), 
출력층 연결가 치 ( w),

학습률 (a) 기화

학습패턴과 목표패턴을 설정

은닉층 가 합   출력 ,
출력층 가 합   출력  

  

  
     
  

  
     

제곱 오차  계산

  

   

출력층 오차신호  
은닉층 오차신호 
        

  






출력층 연결강도    
은닉층 연결강도  
    



      


TSS <

학습 종료

No
Yes

그림 7. 오류 역  학습 알고리즘
Fig. 7 Back-propagation Learning algorithm

그림 8의 (a)는 HSI 컬러 모형을 이용한 방법으로 

번호  추출에 실패한 경우이고 그림 8의 (b)는 HSI 

컬러 모형 방법으로 번호  추출에 실패한 경우에 

해서 제안된 번호  추출 방법으로 번호  추출에 성

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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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SI 추출 방법 

(b) 제안된 추출 방법
그림 8. 번호  추출 결과 화면

Fig. 8 The result screen of license plate detection

제안된 번호  추출 방법에 의해 추출된 49개의 번

호  역에서 윤곽선 추  방법과 오류 역  알고

리즘으로 추출  인식한 결과를 표 3으로 나타내었

다.

표 3. 개별 코드 추출  인식 결과
Table 3. The detection and recognition result of each 

of codes

숫자

(294)

문자

(49)

개별 코드 추출 개수 290 48

개별코드 인식 개수 284 47

표 3에서 개별 코드 추출에 실패한 경우는 추출된 

차량 번호 의 밝기가 어두워서 배경 역과 코드 

역을 구별할 수 있는 임계값이 정확히 설정되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윤곽선 추  방법으로 개별 코

드들이 추출되지 않았다. 개별 숫자와 문자들을 오류 

역  알고리즘으로 학습할 때, 학습률은 0.9로 설정

하 고 은닉층의 노드 수는 13개로 설정하 다. 오류 

역  알고리즘으로 개별 코드의 인식에 실패한 원

인은 다음과 같다. 오류 역  알고리즘의 학습 구조

는 완  연결 구조로 학습 패턴들을 학습한다. 따라서 

책임 분담 조정에 의해 학습 패턴들의 특징이 감소하

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식 성능이 하되어 표 

3에서와 같이 개별 코드 인식에 실패한 경우가 발생

하 다. 숫자와 문자 패턴에 해 Epoch 수에 따른 

TSS 변화 과정을 그림 9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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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숫자 학습 패턴에 한 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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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자 학습 패턴에 한 학습 과정
그림 9. Epoch 에 의한 Tss 변화과정
Fig. 9 The process of Tss by Epoch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 업용 신 차량 번호  상에서 

컬러 정보와 오류 역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한 

신 차량 번호  인식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50 의 차량 상에 해서 49 의 

번호  역이 추출되었고 기존의 HSI 컬러 모형을 

이용한 차량 번호  추출 방법보다 추출률이 개선되

었다. 그러나 차량 상의 밝기가 매우 밝게 촬 된 1

개의 차량은 번호 의 추출에 실패하 다. 이는, 촬

된 차량 상의 밝기가 과도하게 불량한 경우로서 번

호 의 내부와 외부간의 색상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

되지 않아서 녹색의 경계 지  실정에 실패한 경우이

다. 4방향 윤곽선 추  방법을 용하여 개별 코드를 

추출한 결과, 343개의 코드 에서 338개가 추출되었

다. 개별 코드 추출에 실패한 경우는 추출된 번호  

역에서 코드 부분의 색상과 배경 부분의 색상이 뚜

렷하게 구별되지 않아서 정확히 이진화가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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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오류 역  알고리즘을 용하여 추출된 

338개의 개별 코드를 인식한 결과, 331개가 인식되었

다. 그 원인은 오류 역  알고리즘의 학습 구조는 

완  연결 구조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책임 분담 

조정에 의해 학습 패턴들의 특징이 감소하여 인식 성

능이 하되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 과제는 추출된 번

호  역에서 배경 역과 코드 역을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는 이진화 알고리즘과 개별 코드의 인식률을 

개선하기 한 퍼지 신경망에 해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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