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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 번호  인식은  뺑소니차량의 추 이나 교통량의 측정, 교통사고의 조사  차량의 증가에 따른 차량범죄

의 추 에 이용되고 있다. 실제 용되는 교통 환경에서는 이나 비 그리고 주야간의 조명 변화에 따라서 입력되는 

상에 외란의 향을 받기 쉬우며, 한 상을 촬 하는 순간의 차량의 직진방향과 카메라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동일한 번호 에 해서도 기하학 으로 변형된 상이 입력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카메라를 이용한 번호

 인식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호모그래피를 이용하여 기하학 으로 변형된 상을 원래의 상으로 변

환하는 방법과 투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문자의 분리 방법을 제안하 다. 분리된 상은 다  퍼셉트론방법을 이용

하여 문자와 숫자를 인식하 고 특히 최 한 입력, 은닉, 출력 층의 비율을 실험을 통하여 도출 하 다.

ABSTRACT

The Car License Plate Recognition(: CLPR) is required in searching the hit-and-run car, measuring the traffic density, investigating 

the traffic accidents as well as in pursuing  vehicle crimes according to the increasing in number of vehicles. The captured images on 

the real environment of the CLPR is contaminated not only by snow and rain, illumination changes, but also by the geometrical 

distortion due to the pose changes between camera and car at the moment of image capturing. We propose homographic 

transformation and intensity histogram of vertical image projection so as to transform the distorted input to the original image and 

cluster the character and number, respectively. Especially, in this paper, the Multilayer Perceptron Algorithm(: MLP) in the CLPR is 

used to not only recognize the charcters and car license plate, but also  determine the optimized ratio among the number of input, 

hidden and output layers by the real experiment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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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동차 번호  인식은 최근 자동차 보  증가에 따

라 교통량의 측정, 교통사고의 확인과 범죄 차량의 추

 등의 다양한 목 으로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기술이다. 차량 번호 을 인식하는 실제 상황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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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리고 조명의 변화와 차량의 번호 을 촬 하는 

카메라와 차량의 치에 따른 기하학  변화를 포함

한다. 이러한 인식 환경 조건에서 강인한 자동차 번호

 인식 알고리즘의 개발은 많은 어려움들이다[1-8].

퍼지 신경망 기반의 번호  인식 방법[5]이나 컬러

정보를 다층 차종.번호  치  자동차 번호  인식

을 한 상처리 알고리즘[6] 등 다양한 방법의 번호

 인식의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일반 인 번호  인식의 문제는 첫째로 스 일과 

회  등 카메라와 자동차 번호  사이의 기하학 인 

변형을 고려한 인식 알고리즘의 개발이다. 두 번째로

는 차량이 주행하는 실제 환경의 주간  야간 는 

우기의 조명 변화에 강인한 알고리즘의 개발에 한 

연구이다. 세 번로는 실시간 번호  인식을 한 고속

화 실 이 가능한 알고리즘의 개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2.1 에서는  

국내에서 사용 인 차량의 번호 의 종류와 특징을 

분석하여 그 에서 10개의 숫자와 40개의 문자를 종

류와 특징별로 추출하 다. 

2.2 에서는 번호 을 추출해내는 방법에 해 설

명하고 2.3 에서는 다양한 치에서 측정된 변형된 

번호  상을 호모그래피 변환을 통해서 원래의 

상으로 변환하는 방법과 번호  문자와 숫자를 분리

해 내는 방법을 제안하고 설명한다.

3장에서는 다  퍼셉트론을 이용하여 추출된 문자

와 숫자의 인식 결과에 한 것과 최 한 입력층, 은

닉층  출력층 노드의 개수에 한 연구결과를 제시

한다. 인식률의 변화와 인식 속도의 증가와의 상

계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고 최 치를 도출한 연

구결과를 제시한다.

Ⅱ. 번호 의 구성  인식 방법

2.1 번호 의 구성

재 국내에서 법 으로 허용되는 자동차 번호 의 

종류와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자가용 업용  

트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국내 번호 의 종류와 칫수(2014년1월기 )
Table 1. Kinds of domestic car number plates 

Div.
Prev. Licence 

Plate
Updated License Plate

Small,

Medium

Private

Commercial

L a r g e 

Size

Private

Commercial

Rent a Car

아래의 그림 1은 도로상의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입

력차량의 번호  사진을 보여 다.

그림 1. 입력된 차량의 번호  상
Fig. 1 Captured car number plates 

그림 1의 스 일과 기하학 으로 변형되어 입력된 

상을 다음의 그림 2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원본 

상으로 변환 한다.

(a) 컬러-gray변환      (b)이진화처리
      (a)color-gray conversion (b) binary-peration

 

(c)캐니(엣지검출)      (d) 허 변환(번호 추출)
 (c) canny(edge detection) (d)hough (number plate ext.)

그림 2. 상처리에 의한 번호  역 추출  
Fig. 2 Extraction process of Car Number plate region 

by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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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입력된 컬러

상은 흑백 상으로 변환되고 이치와 처리와 엣지추

출 과정을 거치고 허  변환을 통하여 번호 을 추출

하는 과정을 거친다.

2.2 기하학  변형이 있는 입력 상의 번호 의 

처리

입력된 번호 의 구성은 그림 3과 같이 차량과 카

메라의 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스 일변화와 투

사 변형된 형태의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은 

호모그래픽 변환읕 통해 원래의 번호  상으로 변

환하여 번호  인식의 과정을 진행 하게 된다.

그림 3. 다양한 기하학  구성의 번호 상
Fig. 3 Variety of captured car plate images 

그림3의 입력된 번호  상은 그림4와 같은 호모

그래픽변환을 통해 원래의 형태로 변환한다. 

그림 4. 호모그래픽 변환을 이용한 번호 의 
면 회  [9]

Fig. 4 Car number plate transformation by 
homographic transformation [9]

그림2에서 추출된 번호 은 x축과 y축으로Intensity 

Histogram을 통해 문자와 숫자를 각각 분리하여 인식

과정에 용할 수 있는 개별 문자로 장한다.

(a) 문자 숫자 추출을 한 상자료 

(a) Image data for the number of characters 

to extract

 

  X X      

(b) 추출된 문자와 숫자

(b) The extracted characters and numbers

그림 5.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문자 숫자 분리[10]
Fig. 5 Character extraction by intensity histogram[10] 

III.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한 번호  인식

본 연구에서는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한 번호  인

식의 방법으로 다층퍼셉트론 방법을 용하 다.

3.1 에러 역  모델 

아래의 그림 7은  EBP (Error Back Propagation) 

을 이용한 번호  인식 알고리즘을 보여 다.

그림 6. 이진 시그모이드 함수
Fig. 6 Sigmoi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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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te Error(: LMS)식과 식 (2)와 같은 가 치 갱신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7.  오류역  알고리즘 [11]
Fig.7 Error Back Propagation Algorithm [11]

3.2 차량 번호  인식을 한 EBP알고리즘 구

본 연구에서는 그림 8과 같은 다층 퍼셈트론을 이

용하여 EBP 알고리즘을 구 하 다. 다층 퍼셉트론 

기본구조는 입력층(Input Layer)과 은닉층(Hidden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의 3개 층으로 구성하

다. 입력층와 출력층은 하나이지만 은닉층은 여러개

를 가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도 그림 8과 같이 하

나의 은닉층으로 구성하 다.

그림 8. 본 연구에서 사용할 다층퍼셉트론 구조
Fig. 8 Multilayer Perceptron used  implemented in this 

paper 

아래의 그림9와 그림10은 숫자와 문자를 인식한 결

과  일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9. 숫자 0을 EBP 학습 알고리즘 가 치 생성
Fig. 9 Number 0 recognition by proposed EBP 

algorithm

그림 10. 문자 [ ]을 EBP 학습 알고리즘 가 치 생성
Fig. 10 Character [ ] recognition by proposed EBP 

algorithm 

아래의 표2는 본 연구의 결과로 인식12률 실험을 

행한 결과 이다.

표 2. 인식률 실험 결과 테이블
Table 2. Recognition experimental test results 

Kinds of 
Exp.

Number 
of Exp. 
(turns)

Required 
data 

extraction 
rate (%) 

Recog. 

Prob.(%)

Extracted car 
number plates 100 89 89

Extracted
 Characters 
and Numbers

100 86 86

Recognition 
Rates 100 84 84

IV. 실험 결과

4.1 은닉층 노드 개수에 따른 문자 인식

아래의 그림 11은 은닉층 노드의 증가에 따른 인식

률과 인식속도를 보여주는 그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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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은닉층 노드의 인식률과 인식속도
Fig.11 Relation between the recognition rate and  
spe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hidden layers

▶ 입력층 노드 개수 : 513 

▶ 은닉층 노드 개수 : 3 (+30증가)

▶ 출력층 노드 개수 : 513 

 그림 11은 입력층 노드와 출력층 노드를 531개

로 고정하고 은닉층의 노드를 증가하면서 인식률과 

인식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도표로 나타내었다. 결과는 

은닉층의 노드 개수가 입력층 노드 개수의 2배 정도

되는 1023개에서 인식률과 인식속도가 최 화되는 것

이다.

4.2 출력층 노드 개수에 따른 문자 인식

그림 12는 출력층 노드의 증가에 따른 인식률과 인

식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 이다.

그림 12 출력층 노드 개수에 따른 문자 인식
Fig.12 Relation between the recognition rate and  
spe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output layers

그림 11은 출력층 노드의 인식률과 인식속도 계

▶ 입력층 노드 개수 : 513

▶ 은닉층 노드 개수 : 1023

▶ 출력층 노드 개수 : 3 (+30증가)

그림 12는 입력층의 노드 개수를 513개로  은닉층

의 노드 개수를 1023개로 고정하고 출력층의 노드를 

증가하면서 인식률과 인식속도를 측정한 그라 이며, 

출력층 노드 개수가 입력층 노드 개수와 같은 크기가 

되는 곳에서 인식률과 인식속도가 최 화됨을 알 수 

있다.

4.3 Layer Node의 최 의 비율

의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의 노드 개수를 모두 513개의 노드로 

설정했을 때 하나의 문자를 인식하기 한 가 치의 

개수는 기하 수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각층의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인식률과 인식

속도는 많은 향을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층의 노드 개수를 변경하면서 실험한 결과 인식률과 

인식속도가 최 화 되는 입력층과 은닉층  출력층

의 노드 개수의 비는 그림 12와 같이 1:2:1 가 되됨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다.

그림 13 각층 노드의 비율 실험 결과 
Fig.13 Best ratios among input, hidden and output 
layers optimized recognition rate and number of each 

layers.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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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개발 환경
Table 3. Experimental environment 

CPU Intel I5

RAM 4G

OS Windows7 32bit

Software Visual Studio 2010 

Vision Tool OpenCV 2.4.5

Camera 
BC-XD104C Rev.1.00
Size : 640 X 480
Frame Rate : 30 fps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의 번호  인식에 한 것으

로 다양한 기하학 인 변형과 회   스 일 변화 

그리고 조명의 변화가 있는 상을 이용하여 번호

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한 번호

의 숫자와 문자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호

모그래피를 이용한 기하학 인 변형이 있는 번호 의 

원형복원방법을 제안 하 고, 특히 인식률을 높이면서

도 최 한 각 층의 개수를 결정하기 한 최 의 입

력층과 출력층  은닉층의 노드 개수를 실험을 통하

여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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