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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자동차 번호판 인식을 위한 이진화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이진화 과정은 번호판 영상을 이진 영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많은 경우 이진화 결과가 번호판 문자인식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후면 번호판은 전면 번호판과는 달리 구조적

영향에 의해 번호판에 그림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자가 있는 번호판은 기존 이진화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적절하지 못한 결

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자가 있는 번호판에서 그림자가 있는 부분과 그림자가 없

는 부분을 구분한 후, 나눠진 영역에 대해 히스토그램 매칭을 수행한다. 히스토그램 매칭된 두 영상을 다시 붙여서 전체 영상에 대해

이진화한다. 그림자가 있는 번호판 이진화를 위한 기존 방법과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고, 그림자 경계선 검출에 오차가 있는 경우 제안

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에 비해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a binarization for plate number recognition. The binarization process converts an image into a binary 
image and plays an important role for automatically recognizing plate number. The rear license plate has often a shadowed image 
which causes erroneous binarized image due to non-uniform illumination. In this paper, a binarization method is proposed in which 
the shadow line is detected in a rear plate with a shadow. And then the histogram matching is conducted for the two image 
separated by the shadow line. After histogram matching, two images are joined and finally Otsu method is applied for the 
binarization. In the experiment,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robust performanc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in the 
presence of estimation error in the shadow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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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 비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량 번호판 인식, 자동

차 검출 및 추적, 자동 주행 등 자동차 관련 영상 인식 기술

들이 다방면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 중 번호판 인식은 가장

성숙한 응용분야 중 하나로서 실용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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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인식은 주차 시스템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으며 그

외에도 도난 차량 식별,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두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인식 과정은 그림 1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먼저 입력 영상으로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역

을 찾고, 번호판 영역을 이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후, 
번호판 영역에 나타나는 문자를 분할하고 특징을 추출한

후에 해당 문자를 인식하게 된다
[1]. 이 중, 이진화 과정이란

각 화소의 밝기를 특정 문턱값을 기준으로 밝은 영역과 어

두운 영역으로 이분하고, 각각 하나의 밝기값, 예를 들면

255와 0의 두 개의 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상의 이진화 과정은 주로 문서 영상에서 압축비를 높이

거나 문자인식을 위한 전처리로서 널리 사용된다. 이진화

방법은 전체 영상으로부터 구한 하나의 문턱값을 사용하여

그림 1. 번호판 인식의 흐름도
Fig. 1. Flowchart of the plate recognition

 

이진화하는 방법과 일정 크기의 윈도우에서 지역적으로 문

턱값을 구해 이진화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2-10]. 

하나의 문턱값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Otsu가 제안한 방법

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그러나 이렇게 하나의 문턱

값을 이용하는 경우는 조명이 균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

하는 이진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크기의 윈도우를 사용하여 그 윈도우 내에서 문턱값을 구

하고 구해진 문턱값을 이용하여 윈도우 내의 영역을 이진

화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4-7]. 

자동차 전면 번호판과 달리 자동차 후면 번호판의 경우

에는 자동차 구조적인 문제로 맑은 날에는 그림자가 생기

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림자가 있는 번호판의 경우는 조명

이 불균일한 경우이므로 하나의 문턱값을 사용하는 Otsu방
법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Niblack 방법과 같이

지역적으로 문턱값을 구해 이진화하는 경우에는 파라미터

를 적절히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파라미터

값에 따라 이진화 결과 차이가 큰 단점이 있다 (그림 3). 
이러한 전통적인 이진화 방법 외에도 그림자가 있는 번호

판의 이진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한 시도에

서는 그림자 경계선을 추정하고 추정된 그림자 경계선을

중심으로 그림자가 있는 영역과 그림자가 없는 영역으로

분리하여 각 영역에 대해 Otsu의 방법으로 이진화하고자

하였다
[11]. 그러나 그림자 경계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그림자 경계선

추정 오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자가 있는 번호판에서 이진화를 수행

할 때, 기존에 제안되었던 방법과 유사하게 먼저 그림자 경

계선을 추정하여, 번호판을 그림자가 있는 영역과 그림자

가 없는 영역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 그림자가 있는 영역을

그림자가 없는 영역에 대해 히스토그램 매칭을 수행하여

밝기를 조절한다. 히스토그램 매칭은 처리된 영상이 지정

된 히스토그램을 갖도록 만드는 처리 방법이다
[2]. 그림자가

있는 영역을 히스토그램 매칭 처리한 후 그림자가 없는 영

역과 붙여서 전체 영상에 대해 Otsu방법으로 이진화를 수

행한다. 제안된 방법에 따른 이진화는 그림자 경계선 오차

에 대해 급격한 성능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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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가장 널리 사

용되는 Otsu 이진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그림

자가 있는 번호판에 대해 기존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새로

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4장에서 그림자 경계선 오차에 따

른 기존 방법과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III. 그림자가 있는 번호판의 이진화

1. Otsu의 방법을 이용한 이진화

Otsu 방법은 이진화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영상 전체에서 하나의 문턱값을 설정하는 대표

적인 방법이다
[3]. Otsu의 방법은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이진

화를 수행하며, 영상이 두 클래스의 밝기값으로 이루어지

고 히스토그램 형태가 bimodal이라고 가정한다. 각 클래스

의 밝기값이 펴져 있지 않고 모여 있으며, 두 클래스간의

거리가 멀 때 이진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두 클래스 각각의 분산값에 대한 가중합이 최소

가 되는 문턱값을 설정하여 이진화한다. 각각의 분산값에

(a) (b)

(c) (d)
그림 2. Otsu 방법을 이용한 번호판의 이진화
(a) 그림자가 없는 번호판의 그레이 영상
(b) Otsu 방법을 이용한 (a)의 이진화 결과
(c) 그림자가 있는 번호판의 그레이 영상
(d) Otsu 방법을 이용한 (c)의 이진화 결과
Fig. 2. Binarization of a license plate using Otsu’s method
(a) Gray scale image of a license plate without a shadow
(b) Binary image of (a) using Otsu’s method
(c) Gray scale image of a license plate with a shadow
(d) Binary image of (c) using Otsu’s method

 

대한 가중합을최소화하는 문턱값은 클래스간의 분산을최

대로 만들어준다. 그림 2에 번호판의 그레이 영상과 Otsu 
방법으로 이진화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자가 있는 번

호판의 경우에는 Otsu 방법을 통해 이진화를 수행하면 그

림 2-(d)와 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힘들다. 이는 그림자

가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 사이의 조명차이 때문에 나타나

는 결과이다.

2. Niblack의 방법을 이용한 이진화

불균일 조명 환경에서의 이진화를 위해서는 전체 영상에

대해 하나의 문턱값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에 작은 크기의

윈도우를 씌워 각 윈도우 내에서의 문턱값을 구해 이진화

를 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문턱값을 사용한 이진화의 대표적인 방법은

Niblack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사각형 윈도우를움직여 가

며 윈도우 내의 화소값들에 대해 다음 식으로 문턱값을 구

한다
[5]. 

  ⋅ (1)

위 식에서 크기가 인 윈도우에 대해, 은 윈도우 내

화소값들의 평균을 말하며, 는 윈도우 내 화소값들의 표

준편차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상수값으로서 윈도우의 크

기와 함께 사용자가 정해주어야 할 값이다. 그림 3에서 그

림자가 있는 번호판 (그림 2-(c))에 대해 윈도우 크기 과

k=0.2 k=-0.2 k=-0.5

N = 120

N = 150

N = 180

그림 3. 그림자가있는번호판 (그림 2-(c))에대해 Niblack 이진화를적용한
결과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결과)
Fig. 3. Binary images using Niblack’s method with different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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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따른 이진화 결과를 표시하였다. 결과에서 보듯이

과 값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이

러한 파라미터를 잘 설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적 문턱값을 이용하

는 이진화 방법에서는 파라미터 값을 잘 설정해 주지 않으

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단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림자 경계선 기반의 이진화

최근에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이진화 방법과는 달리 그

림자가 있는 번호판의 이진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

루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11]. 이 시도에서는 우선 그림자

가 있는 번호판에서 그림자 경계선을 추정한다. 추정된 그

림자 경계선을 바탕으로 그림자가 있는 영역과 그림자가

없는 영역으로 분리한 다음, 각 영역에 대해 Otsu의 방법으

로 이진화하고, 이진화된 두 영상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그림자 경계선을 검출하는 과정이필요한데 제안된 논문에

서는 녹색 바탕에 흰색으로 글씨가 표시된 번호판에서 히

스토그램 결과를 이용하여 그림자 경계선을 추정하였다. 
녹색 바탕의 번호판을 그레이 영상으로 변환하면, 그림자

가 없는 영역의흰색글씨가 가장 밝은 그룹()에 속하며, 

그림자 영역의 녹색 바탕이 가장 어두운 그룹()에 속하

고, 그림자 영역의흰색글씨와 그림자가 없는 영역의녹색

바탕이 중간 밝기값을 갖는 그룹()에 속하게 된다. 이와

같이 히스토그램이세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이를 이용하여

그림자 경계선을 추정하게 된다. 그러나최근에는흰색바

탕에 검은색 글씨가 표시된 번호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번호판의 히스토그램을 구해보면, 녹색 바

탕에흰색글씨번호판과는 다른양상을 보인다. 즉, 그림자

가 없는 영역의 흰색 바탕이 가장 밝은 밝기 그룹()에

속하고, 그림자가 있는 영역의흰색바탕이 중간 밝기 그룹

()에 속하며, 검은색 글씨는 그림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장 어두운 밝기값을 갖는 그룹()에 속하게 된다. 이 경

우는 검은색 글씨가 그림자 유무에 관계없이 비슷한 밝기

값 (어두운 밝기값) 을 가져 히스토그램에서 같은 그룹에

속하여 그림자가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을 구별하기 힘들

어진다. 그림 4에 녹색 바탕 번호판과 흰색 바탕 번호판의

그레이 스케일 히스토그램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그림

자 경계선을 찾을 때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커지고 이진

화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림 4. 그림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 녹색 바탕의 흰색 글씨 번호판 (왼쪽)과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 번호판 (오른쪽)의 그레이 영상과 히스토그램
Fig. 4. Gray scale images and histograms for green background (left) 
and white background (right) license plates

본 논문에서는 그림자가 있는 번호판에 대해 히스토그램

매칭을 이용하여 이진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히스토그램

매칭은 두 영상에 대해, 하나를 참조 영상으로 하고, 다른

영상을 수정하고자 하는 영상이라고 할 때, 수정하고자 하

는 영상의 히스토그램이참조 영상의 히스토그램에 가까워

지도록 영상의 밝기값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히스토그

램 매칭을 위해서는 먼저, 두 영상의 밝기값들의누적분포

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구한다. 그
림 5에서  이 수정하고자 하는 영상의누적분포함수

이고,  가 참조 영상의누적분포함수라고 하자. 밝기

값  에 대하여 의 수정하고자 하는 영상의누적분포함

수값을 구하고, 참조 영상누적분포함수 ()에서 같은

값을 갖는 밝기값 를 찾는다. 이런식으로 0에서부터 255

까지의 밝기값에 대해 을 로 매핑시키게 되면 히스토

그램 매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히스토그램 매칭의

한 예로서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균일하게 (uniform) 만드는

것을 히스토그램평활화 (equalization)라고 하는데, 영상의

밝기값이 0에서부터 255까지 골고루 분포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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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st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5.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한 히스토그램 매칭
Fig. 5. Histogram matching using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제안하는 이진화 방법 역시 이전 방법과 마찬가지로 먼

저 그림자 경계선을 추정하여야 한다. 추정된 그림자 경계

선을 경계로 하여 그림자가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으로 나

뉜다.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자가 없는 영역의 히스토그램

을 참조하여, 그림자가 있는 영역의 히스토그램이참조 히

스토그램과 가까워지도록 그림자 영역의 화소값을 변경한

다. 이와 같은 히스토그램 매칭을 수행하게 되면 그림자가

있는 어두운 영역을 그림자가 없는 부분과 같은 정도의 히

스토그램을 갖도록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그림

자를 어느정도 제거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히스토그램 매칭을 수행하고 난 후, 그림자가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을 다시 붙여서 Otsu 이진화를 수행하여 결과를

얻는다.

IV. 실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있는 번

호판에 대한 이진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그

림자가 있는 번호판은 비교적 맑은날 촬영된 영상이다.

1. 이진화 오류 계산 방법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이진화 결과에 대한 분류 오류를

계산하고자 한다. 이진화 오류는 이진화참값 0 (검은색)에
대해 1 (흰색)로 잘못 분류된 경우와 참값 1에 대해 0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각각을 type I, 
type II 오류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두 가지 타입의

오류는 이진화를 위한 문턱값에 따라 trade-off관계를 갖게

된다. 즉, 문턱값이 높아지면 type I 오류는 줄어들지만, 
type II 오류가 증가하고, 반대로 문턱값이 낮아지면 type 
I 오류가 증가하고, type II 오류는 감소한다. 이와 같은 분

류 오류는 그림자 번호판 영상의 이진화참값은 그림자 경

계선을 수동으로 그려넣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Otsu 이진

화한 영상으로부터 구하였다.

2. 그림자 경계선 오차에 따른 성능 검증

그림자 경계선 오차가 발생함에 따라 제안하는 이진화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

하였다. 실험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오차를포함한 그림자

경계선은 영상에서 수평직선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먼저, 
수동으로 그려 넣은 그림자 경계선과 최소 절대 오차를 갖

는 수평직선을 구하기 위해 median 값을 구한다. Median 
값으로 구해진 수평직선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위로 화

소를 이동하면서 수평그림자 경계선을 변화시키면서 오차

를 변화시킨다. 그림 6에 수동으로 그려 넣은 그림자 경계

선과 median 값으로 구해진 수평직선의 예를 나타내었다.

그림 6. 수동으로 그려 넣은 그림자 경계선(곡선)과 median값으로계산된
수평직선

Fig. 6. Manually drawn shadow line and a horizontal line calculated 
by its median value

Median 값으로 구한 수평직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이동

된 화소 수를 라고 하였고, 본 실험에서는 –30에서부터

한 화소씩 증가하여 30까지 변화시켰다. 의 절대값이 클

수록 그림자 경계선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평직선으로 그림자 경계선을 추정하므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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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림자가 있는 번호판 영상과 그림자 경계선 오차에 따른 이진화 오차 비교 (가는선: 기존 방법, 굵은선: 제안하는 방법)
Fig. 7. Comparison of performance in binarization error between two methods in the presence of error in estimation of 
shadow line

일 때도 오차는 존재한다. 이와 같이 오차가 발생된 그림자

경계선을 바탕으로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진화한 결과에 대해 두 가지 이진화 오류의 합 (type I 
오류 + type II 오류)을 계산하였다. 그림 7에세개의 번호

판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번호판 오른쪽에 나타난 그

래프는 에 대한 이진화 오류의 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에서 보듯이 그림자 경계선으로 구분된 두 영상을 각각

Otsu 이진화하는 경우는 값에 대해 급격하게 오류가커지

는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제안하는 방법은완만한 오류 변

화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의세번째번호판 (15누

그림 8. 그림자경계선오차 ()에따른이진화결과 (왼쪽상단: 기존방법

(=8), 오른쪽 상단: 기존 방법 (=10), 왼쪽 하단: 제안하는 방법 (=8), 

오른쪽 하단: 제안하는 방법 (=10))
Fig. 8. Binarized images with different  's

 

9367)에 대해 오차에 따른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보듯이 =8 일 때는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이

비슷한 이진화 결과를 보이지만, =10 일 때는 기존 방법은

이진화 오류가 급격히커지면서 (그림 8 오른쪽상단) 이진

화 결과가 문자 인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는 반면

제안하는 방법은 이진화 오류에 큰 변화가 없으며 그에 따

라 이진화 결과도 =8 일 때와 비슷하게 좋은 결과를 나타

낸다.
앞에서 설명한 Niblack의 방법 외에도 여러 적응적 이진

화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그 중에 많이 알려진 두 가지 방법

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적응적 이진화 방법들은 그림 3의 Niblack 결과에서도 나

타나듯이탐색윈도우의 크기를 설정해주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적응적 이진화 방법은 문서 이진화에서는 윈도

우 크기에 대한 고민없이 기본적인작은 윈도우 (예를 들어, 
3x3 또는 5x5)를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번호판과 같은 경우는 보다 큰 윈

도우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9에서 보듯이 윈도우 크기를

50x50으로 설정하였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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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적응적 이진화방법 결과 (상단: Wolf의 방법[6] (윈도우 크기 5x5 (왼쪽), 50x50 (오른쪽)), 하단: Bradley의방법[7] (윈도우크기
5x5 (왼쪽), 50x50 (오른쪽)))
Fig. 9. Binarized images with adaptive binarization methods

5x5로 설정하였을 때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V. 토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에 그림자가 생길 경

우 기존 이진화 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새로운 이진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이진화

방법에서는 그림자 경계선을 중심으로 그림자가 있는 영

역과 없는 영역으로 나눈 다음, 그림자가 있는 영역의 밝

기값 히스토그램이 그림자가 없는 영역의 히스토그램과

가까워지도록 히스토그램 매칭을 수행한다. 히스토그램

매칭 후 두 영역을 이어 붙인 다음 전체 영상에 대해 Otsu 
방법으로 이진화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히스

토그램 매칭을 수행하지 않은 기존 방법에 비해 그림자

경계선 오차에 대해 강인한 이진화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그림자 영역에 대해 히스토그램 평활화 (histogram equal-
ization)를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자 영역

에 대해 히스토그램평활화를 수행함으로써어두운 영역이

밝은 영역으로 대체될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진화 결과도 향상될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접근 방법은 히스토그램 매칭과는 달리 그림자가 없는

영역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그림자 영역의 대비

를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그림자가 없는 영역과의 조명 불

균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와는 달

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히스토그램 매칭을 사용

하여 그림자 영역을 그림자가 없는 영역과 유사한 밝기값

대비를 갖게 함으로써전체 번호판에 대한 불균일 조명 문

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자 경계선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논

하지 않았는데, 그림자 경계선 추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

여 전체 이진화 과정에 관한 연구가 추후 진행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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