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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utomation of production process is actively expanding for the purpose of the cost reduction and quality assurance. 

Among these, automatic tracking of the product along the whole process of the production is also important topic. Typically this is 

done by adopting OCR technology. Conventional OCR technology operates well on the rather good quality of the image like as 

printed characters on the paper. In industrial application, IDs are marked on the metal surface, and this cause the height difference 

between background material and character. Illumination systems that guarantee an image with good quality may be a solution, but it 

is rather difficult to design such an illumination system. This paper proposes an algorithm for the recognition of vehicle’s ID 

characters using edge projection and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roposed algorithm robustly operates under illumination 

change using the same parameter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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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비용 절감과 품질 보증을 위해 다양한 공장 자동화 관련 

기술이 생산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들 분야중 생산 공정

에서의 제품의 일관된 추적은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표면에 바코드 등을 부착하여 이를 인

식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온 고정 등의 

경우 바코드를 제품의 표면에 부착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식각 과정을 통해 제품의 표면에 각인하는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식각 과정을 통한 경우에는 제

품의 표면과의 높이차가 존재하게 되며 이로 인해 균일한 영

상을 얻기 위한 조명 시스템의 설계가 어렵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차대 번호를 제조 현장에서 인식하기 위한 

머신 비전 응용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차대 번호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는 영문 대문자와 0에서 9사이의 숫자의 

조합으로 17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동차의 고유한 식별 

번호이며 식각 과정을 통해 제품의 표면에 나타낸다.  

문자 인식은 컴퓨터의 처리 능력 향상 및 다양한 알고리듬

의 등장에 따라 인쇄채뿐만 아니라 필기체 등에서도 많은 성

과 및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5]. 또한 관련 분야의 기

술의 발달에 힘입어 PCB상의 문자 인식, 비디오상의 문자 

인식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6-8]. 

기존의 방법들은 배경부와 문자부사이의 높이차가 없는 인

쇄된 문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다루는 차대 

번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대 번호 이미지의 특성을 반영

한 개선이 필요하다.  

머신 비전을 응용을 위한 상용 제품의 경우 패턴 매칭에 

기반한 상대적으로 단순한 문자 인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10,11]. 일반적으로 신경회로망 기법을 이용한 문자 인식 방

법이 높은 인식율을 제공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12,13]. 그

러나 안정적인 신경회로망의 작동을 위해서는 학습시 많은 

수의 샘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차대 번호 인식과 같은 머신 비전 응용 분야의 적용을 위해

서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차대 번호 문자 형성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

여 누적된 에지 투영 정보를 특징치로 이용한 문자 인식을 

방법을 제안하도록 한다. 에지 정보의 경우, 조명의 변화 등

에도 밝기 값보다 상대적으로 강인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문자 패턴에 적합한 적은 수의 샘

플을 이용하여 학습이 가능하고 인식을 수행할 수 있는 주성

분 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에 기반한 방법을 

제안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머신 비전등의 응용 분야에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해 보이도록 한다. 

 

II. 문자 영역 분리 및 문자 분리 

문자 인식의 전처리 과정은 이미지상에서 문자 단위로 추

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금속 표면에 각

인된 문자의 경우의 대표적인 영상은 그림 1과 같다. 종이에 

프린트 된 문자의 경우, 문자와 배경부가 동일 평면상에 존

재하므로 양호한 영상을 얻기 위한 조명 시스템의 설계가 용

이하게 된다. 그러나 각인된 문자의 경우에는 배경부와 문자

부 사이의 높이 차 존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양호한 이미지

를 얻기 위한 조명 시스템의 설계가 어렵게 된다. 그림 2는 

그림 1에 다양한 역치값을 적용한 이치화 결과들이다. 그림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자 영역의 원활한 추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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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화 결과를 얻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

자가 제안한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에지 누적 정보와 동적 계

획법(dynamic programming)을 이용한 문자 분리 방법을 이용

하도록 한다[9]. 그림 3은 누적된 수평 에지 성분과 수직 에

지 성분을 이용하여 문자들을 포함하는 사각 영역 검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각 영역에서 그림 4와 같이 문

자 분리 지점을 구하기 위한 탐색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

림 5는 동적 프로그래밍을 통한 최종 문자 분리 결과이다. 

이러한 자동 문자 추출 기법은 PCA를 이용한 문자 학습을 위

한 데이터 준비 과정과 인식 과정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그림 1. 전형적인 전형적인 차대 번호 이미지. 

Fig.  1. Typical images of vehicle ID. 

 

 

 

 

그림 2. 다양한 역치값을 사용한 이치화 예. 

Fig.  2. Results of binarization using various thresholds. 

 

 

그림 3. 에지 투영을 이용한 문자 영역의 추출. 

Fig.  3. Extraction of characters’ region using edge projection. 

 

search grid initial positionsearch grid initial position
 

그림 4. 문자 분리를 위한 탐색 영역의 구성. 

Fig.  4. The configuration of search area for character segmentation. 

 

 

 

그림 5. 문자 분리 결과. 

Fig.  5. Result of character segmentation. 

III. 에지 투영 및 PCA를 이용한 문자 인식 

문자 인식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며, 현재 상

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의 경우 템플릿 기반 및 학습 기반에 

의한 방법들이 있다. 신경망을 이용한 학습 기법의 경우 환

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많은 샘플 이미지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현장 설치시 현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인자의 설정등이 요구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문자인식이 아니라 주어진 차대 

번호의 강인한 인식을 목표로 누적된 일차원 에지 투영 정보

를 특징치로 이용한 PCA 기반 문자 인식 방법을 제안하도록 

한다.  

신경망을 이용한 일반적인 문자 인식 방법은 각 해당 문

자에 대해 이치화를 적용 후 격자 영역으로 이미지를 분할 

후 각 격자영역에서 문자 영역의 픽셀 수 등을 특징치로 사

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차대 번호

의 경우 복잡한 배경부분으로 일관된 이치화 결과를 확보하

기 어렵게 되며 이로 인해 신경망을 이용한 학습 기법을 적

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강인한 문자 인식과 고속의 처리를 위해 문

자 분리 단계에서 사용한 에지 투영의 결과를 인식에서도 동

일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문자 분리 단계 및 문자 

인식 단계의 전과정을 통해 에지 투영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조명 변화에 대한 강인성과 고속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인 문자 인식 알고리듬의 경우, 2차원 문자 영역을 

MxN 영역으로 분할 후 각 영역에서의 밝기값의 분포 또는 

이치화 후의 분포 등을 이용하고 있다. 상기의 특징치들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차대 번호와 같은 복잡한 배경부

에 대해서는 민감한 결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지 정보를 

이용하며 또한 배경부의 변화에 강인하게 대처하기 위해 x, y

축으로 투영 후 이들 1차원 분포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 6

은 전 절의 문자 분리 방법을 적용 후 각 문자 영역에서 수

직 방향으로 에지를 누적한 결과이다. 조명 조건의 급격한 

변화에는 누적 투영한 에지 분포의 균일한 경향이 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일정 정도 경향성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각 문자에 대한 PCA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각 문자에 

대해 x, y 축으로 누적 투영한 분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

 

그림 6. 수직 방향으로의 에지 투영 결과. 

Fig.  6. Result of edge projection along vertic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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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1 2 1 2
T

m n

i x x x y y yD e e e e e e =  � �  (1) 

i

x
e 는 x 축으로 누적 투영한 에지의 i번째 성분이며, 

i

y
e

는 y 축으로 누적 투영한 에지의 i번째 성분이다. 하나의 문

자 샘플에 대해 식 (1)과 같이 x, y 축상의 두 개의 일차원 분

포로 이루어진 ( )m n+  크기의 열 벡터로 이루어진 학습 데

이터를 구성하게 된다. l 개의 샘플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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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샘플의 평균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i i

S D M= −  (3) 

l 개의 주성분은 다음의 공분산 행렬의 고유치와 고유값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1

1
l

T

i i

k

C S S
l

=

= ∑  (4) 

식 (4)의 공분산 행렬의 k 번째 고유 벡터를 uk 라고 할 때 

새로운 샘플 Ni 의 투영 좌표는 다음과 같다.  

 ( )T

k k i
u N Mω = −  (5) 

위의 과정을 통해 ( )m m l≤ 개의 투영좌표를 구하게된다. 

 [ ]1 2

T

m
ω ω ωΩ = �  (6) 

식 (6)의 투영 좌표는 하나의 문자를 대표하는 m 차원에서

의 지점이며, 인식과정은 다음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찾으면 된다. 

 ( )k k
ε = Ω −Ω  (7) 

차대 번호의 경우 A~Z 및 0~9 까지의 36개의 문자로 구성

되어 있다. 일반적인 차대 번호의 구성은 이와 같은 문자의 

조합으로 17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36개의 문자에 대해 

위의 과정을 통해 36개의 모델을 구축하도록 한다. 

먼저 각 영역에서 에지 정보를 구한 후 크기를 정규화하도

록 한다. 정규화 과정을 통해 조명의 변화에 의한 밝기값의 

변화에 대해 일정 정도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PCA 

학습을 위해 문자부의 크기를 일정 크기로 정규화하며, 정규

화 과정시 보간은 선형 보간을 따른다. 문자 인식 과정은 문

자를 추출후 추출된 각 문자에 대해 학습된 36개의 문자 모

델과의 거리를 식 (7)을 이용해 구한 후 최소의 거리에 해당

하는 문자를 찾는다. 

 

IV. 실험 결과 

문자 학습을 위해서는 그림 7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자에 대해 11개씩의 샘플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해 

금속 표면에 차대 번호와 같이 식각 과정을 통해 문자들을 

각인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자에서 x, y 축상의 정규화된 크

기는 각각 30픽셀이다. 그러므로, 특징치는 1 60×  차원의 열 

벡터이다. PCA 과정을 적용 후 10개의 기저 벡터를 모델로 

사용하였다.  

학습 후 이들 학습 이미지에 대한 인식 결과는 예상대로 

정확하게 문자들을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실패 경우는 하나

의 문자이며 이는 (1/(36*11))*100=0.0025% 에 해당한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인식율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에

지 투영에 의한 특징치의 사용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자 인식단계에서는 모든 후보 36개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정

렬된 순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기의 실험에서 오인식된 문

자의 경우에도 높은 우선 순위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후의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조명 조건의 변화에 대한 알고리듬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

한 실험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할로겐, LED, 형광등의 

조명을 사용하였으며 동일 조명에서 입사각등의 조명 조건

을 달리하면서 취득한 영상을 이용하였다. 그림 8 ~ 그림 13

은 테스트에 사용한 7개의 그룹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다. 

차대번호의 경우 금속 표면등에 식각하여 문자를 형성하므 

그림 7. 학습을 위해 사용된 샘플들. 

Fig.  7. Samples used as training. 

 

 

그림 8. 테스트 그룹 1. 

Fig.  8. Test group 1. 



안 인 모, 하 종 은 

 

482

 

그림 9. 테스트 그룹 2. 

Fig.  9. Test group 2. 

 

 

그림 10. 테스트 그룹 3. 

Fig.  10. Test group 3. 

 

 

그림 11. 테스트 그룹 4. 

Fig.  11. Test group 4. 

 

 

그림 12. 테스트 그룹 5. 

Fig.  12. Test group 5. 

 

그림 13. 테스트 그룹 6. 

Fig.  13. Test group 6. 

 

 

그림 14. 테스트 그룹 7. 

Fig.  14. Test group 7. 

 

표   1. 각 그룹별 문자 인식 성능. 

Table 1. Performance of recognition according to group. 

테스트 그룹 총 문자수 오인식 문자수 인식율 [%]

1 288 8 97.2 

2 180 8 95.6 

3 180 28 84.4 

4 360 44 87.8 

5 180 41 77.2 

6 288 5 98.3 

7 288 47 83.7 

총합 1764 171 89.2 

 

표   2. 그룹별 오인식 경우. 

Table 2. Failure case according to group. 

테스트 그룹 오인식 경우-참값(판단값) 

1 D(O),H(N),N(W),O(P),P(F),Q(R),S(0),8(9) 

2 B(M),O(K),O(K),P(K),O(L),Z(S),2(B),7(0) 

6 E(2),V(0),W(9),X(Z),Q(O) 

 

로 배경부와 문자부 사이에 분명한 높이 차이가 존재하며 이

로 인해 조명 조건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전체 이미지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그림 10 ~ 그림 12와 그림 14의 예에

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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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각 그룹에 대한 문자 인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최종 성능은 총 1764개의 문자에 대해 1593개의 문

자에 대해 성공적으로 인식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89.2%의 

인식율에 해당한다. 문자 추출 알고리듬의 경우에는 이들 다

양한 테스트 이미지들에서 안정적으로 문자부를 추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자 인식의 경우에는 제안한 알고리듬의 경

우 조명의 변화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명 조건의 

변화가 삼차원 형상을 가진 문자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이미지상에서의 밝기값의 분포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투영된 에지 분포가 학습 이미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

문이다. 

그림 7의 학습 샘플과 비슷한 조명 조건하의 테스트 이미

지들인 그룹 1,2,6에서는 평균 97.0%의 인식율을 얻을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학습 조건의 영상과 비슷한 조명 조건하에

서는 제안한 알고리듬이 강인하게 작동함을 알 수 있다. 테

이블 2는 이들 경우에서 오인식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차대 번호의 인식을 위해 10장 내외의 학습 이미지를 이용

하여 학습 이미지와 비슷한 조명 조건하의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 97.0%정도의 인식율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

된 알고리듬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조명 시스템

을 선정후 소수의 학습 이미지를 이용하여 학습후 인식을 수

행하는 것이다. 제안 알고리듬은 학습 데이터의 준비 시에도 

에지 정보를 이용한 개별 문자의 자동 추출이 가능하므로 쉽

고 빠르게 주어진 환경하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학습이 가능

하다. 일반적인 머신 비전 환경에서는 원하는 조명 이외의 

다른 조명 성분이 들어오지 않게 하우징등을 설치하여 사용

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듬을 실제 환경에도 적용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식각 과정을 통해 각인된 문자 인식을 위한 

에지 누적 투영 분포를 특징치로 사용한 PCA 기반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각인된 문자의 경우 배경 부분과 문자 부분의 

높이차의 존재로 인해 균일한 영상을 얻기 어려우며 이로 인

해 기존의 이치화 후의 밝기값 분포나 개수 등의 특징치를 

이용한 학습 방법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방법은 적은 수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조명 조

건의 일정 정도 변화에도 강인하게 작동하므로 산업 현장에

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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