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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논문  포털 사 트에  스 고 는 로드뷰 상에  개 정보 보 를  동차 번  역

 검출 는 방법  제안 다. 로드뷰 상에  번  역  거리에 라 로 다른 특징  갖고 , 특  원

거리  번  역  저 상도 특징 로  번  역  검출 는  어려움  다. 라  본 연 에 는 근

거리에 는 번  역  에지 특징  용 고 원거리에 는 번  역  MSER 특징  용 여 번  

역  검출 는 법  제안 다. 각각  방법 로 검출  역  번  후보 역 로 정 고, 동차 번

 숫 는 조적 특징  갖  문에 를 용 여 최종적  번  역  검출 다. 실험결과, 다양  로드뷰 

상에  precision 75%, recall 93%, 그리고 F-Score 80%  능평가 결과를 얻었다.

주제어 : 로드뷰, 동차 번 , 연 상 숫  검출, MSER, 저 상도 특징

Abstract For privacy protection, we propose a vehicle license plate region detection method in road view 

image served from portal site. Because vehicle license plate regions in road view images have different feature 

depending on distance, long distance vehicle license plate regions are not detected by feature of low 

resolution. Therefore, we suggest a method to detect short distance vehicle license plate regions by edge 

feature and long distance vehicle license plate regions using MSER feature. And then, we select candidate 

region of vehicle license plate region from detected region of each method, because the number of the vehicle 

license plate has a structural feature, we used it to detect the final vehicle license plate region. As the 

experiment result, we got a recall rate of 93%, precision rate of 75%, and F-Score rate of 80% in various 

road view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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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는 지도검색 서비스를 이용

할 때 로드뷰 상을 기본 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로드뷰 상은 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 사람, 자

동차 등이 다양한 각도에서 촬 된 상 정보를 포함하

고 있다. 그러나 [Fig. 1]을 보면 로드뷰 상에서 사람

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 이 모자이크되어 볼 수 없도록

처리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해

당 치에서 촬 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해서 반

드시 해야만 하는 추가 인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자

동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면 시스템 운 에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드뷰 상에서 사람의

얼굴 자동차 번호 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이를 모자

이크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성이 두되고 있어 이와

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로드뷰 상을

촬 하는 환경과 자연 상이 갖고 있는 다양한 환경 변

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 하지 못

하고 일부분은 여 히 수작업으로 처리해야만하는 실정

이다.

번호 검출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출입 통계, 주차

리 시스템 등에 범 하게 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

이다. 최근에는 이와는 다른 응용분야로서 로드뷰 상

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해 번호 검출기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번호 을 검출하고 이를 다른사용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삭제하는 방

법이구 , 다음, 그리고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연

구 에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해이들 사이트는 로드

뷰 상에서 얼굴이나 번호 을 다른사용자들에게 노출

되지 않도록 삭제하는 작업을 수작업으로함으로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것이 실이다. 최근에는 얼굴

검출 기술의 발달로 얼굴 검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얼굴 역을 검출함으로써 수작업을 체할만

한 수 까지 검출이 가능하지만, 번호 검출의 경우에

는 로드뷰 상의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서 자동 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 하기 힘든 상태이다[1].

2. 련 연

차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의 혼잡과 주정차, 교통사고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이러한 문제 들을 효율

으로 리하고 수용하기 해 국내외에서는 최첨단 차량

내부 시스템, 사고 비를 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들도

함께 고려하고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

구와 개발에 요한 요소는 차량을 식별하는 기술로 불

특정 다수의 차량 상으로부터 차량 번호 을 인식하는

상처리 기술을 용하고 있다[2].

자동차 번호 검출은 넓은 의미로 컴퓨터 비 에서

는 객체검출 방법의 하나로 볼수 있으므로이러한연구

방법과 비슷한 차를 수행하여 각각의 원하는 객체를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객체 검출

방법은 주로 상의 특징이 되는 요소를 검출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최종 객체를 검출하게 된다.

일반 으로 이들 특징은 상의특정한 색상요소 성분[4,

6, 7, 13, 30], 에지 성분[3, 5, 9, 10, 11, 12, 31], 연결요소

성분 등이 주된 특징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의 특

징으로 상의 texture 정보를 추출함으로 객체를 검출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8, 14, 15].

자동차 번호 역을 검출하기 한 기존 연구 방법

으로는 명암도 상을 입력 받아 상의 밝기를 분석하

여 번호 역을 추출하는 명암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16], 컬러 상을 입력 받아 색상 정보를 분석하여 배경

색상 역을 추출하여 인식하는 컬러 정보를 이용한 방

법[17], 차량 상의 픽셀 값을 x축과 y축에서 히스토그

램 분포도를 분석하여 번호 역을 추출하는 히스토그

램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18]. 그리고 윤종호, 최명렬,

이상선등은 블랙박스 상을 이용하여 번호 역을 검

출하는 방법으로 응형 히스토그램 스트 칭 알고리즘

을 제안하 다[19]. 김 기는 번호 인식을 해서번호

역 검출방법으로 소벨 에지 특징을 이용하 고 번[Fig. 1] Road view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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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을 인식하여 자동차 주차 리 시스템에 용하 다

[20,21,22]. 이용우, 김 수 등은 화질 상에서 색상정

보와 에지정보를 보완 으로 사용함으로서 강건한 번호

추출 방법을 제시하 다[28]. 이러한 번호 역 검

출은 기치 않은간 조명과 카메라의 치, 각도 등에

의해 번호 이 기울어졌거나 번호 자체 훼손에 의해

번호 의 문자 숫자 역을 검출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드뷰 상에서 원거리에 존재하는

번호 의 해상도 특징으로 인해서 번호 역을 정확

하게 검출할 수 없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원거리 근거리에따라 에지 연결 요소 특징을 이용

하여 번호 역을 효과 으로 검출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 다.

3. 번  역 검출

로드뷰 상으로부터 번호 역을 검출하기 해서

근거리에 존재하는 번호 역은 에지특징으로 검출하

고, 원거리의 번호 역은 연결 요소 특징을 이용하여

검출한다. 이 게 검출된 특징으로 번호 역 숫자의

구조 인 특징을 용하여 번호 후보 역을 선정하고

최종 으로 검출된 번호 역을 통합함으로써 번호

역을 검출한다.

에지 특징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로드뷰 컬러 상을

Grayscale(명도) 상으로 변환하고 에지를 추출하기

해서 Canny-edge(캐니 에지)검출기를 이용하 다[23].

캐니 에지 검출기를 한 라미터로서 임계값은 0.3, 가

우시안필터를 한 표 편차는 1을 사용하 다. 이와 같

은 라미터 값은 상 으로 근거리에존재하는 자동차

번호 역을 검출하기 한 것으로 주로 강한 에지 성

분을 효과 으로 검출한다. [Fig. 2]은 캐니-에지 검출기

로 검출된 근거리 자동차 번호 역의 에지 성분을 보

여 다. [Fig. 3]은 상 으로 원거리에 존재하는 자동

차 번호 역에서 검출된 에지 성분을 보여 다. 번호

역의 숫자 부분의 에지 성분이 끊어지거나 주변의

다른 에지 성분과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특징들은 에지 특징 기반으로 번호 역을 효과

으로 검출할 수 없는 문제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 Detected short distance edge image

[Fig. 3] Long distance edge image

연결 요소 성분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연결 요소 성분

검출하기 한방법으로MSER(Maximally Stable Extremal

Regions) 역 검출 방법을 이용하 다. MSER 방법은

상에서 연결요소 성분(bolb)을 효과 으로 검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비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문자 검출을 한 방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24,25,26,27].

MSER 방법을 이용하기 해서는 몇 가지 라미터

값을 검출하고자 하는 객체에 맞게 설정해 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거리 번호 역의 숫자를 효과 으로

검출 할 수 있도록 리미터 값을 설정하 다.

다양한 거리에서 촬 된 상을 상으로 실험결과,

MSER 라미터RegionAreaRange 값은8-500, ThresholdDelta

값은 6, MaxAreaVariation 값은 0.6으로 설정하 다.

[Fig. 4]은 원거리에 존재하는 번호 역의 연결요

소 성분을 확 한 결과를 보여 다.

에지 특징 연결 요소 특징을이용하여 각각 검출된

에지 상은 번호 역의 특징을 추출하기 해서

상 이블화 과정을 수행하여 에지 연결 요소 이블

을 얻는다. 에지 특징으로 검출된 이블로 구성된 객체

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하는 경우 번호 역

의 숫자로서의 특징이 없음으로 번호 후보 역에서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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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nected component of detected by MSER

1) 작은 크기를 갖는 이블( 이블 면 < 32)

2) 이블의 비와 높이( 이블의 높이 < 8 는

비 < 4)

3) 이블의 비와 높이의 비율( 이블 높이 < 이

블 비 * 1.2)

4) 이블의 오일러 수(오일러 수 <= -2)

연결 요소 성분으로 검출된 특징은 아래와 같은 조건

으로 필터링 과정을 수행한다. 연결 요소 성분에서는 상

으로 먼 거리에 존재하는 번호 역의 특징에 맞

도록 필터링 값을 설정하 다.

1) 연결 요소의 가로와 세로 비율이 2이상(Aspect

Ratio > 2)

2) 연결 요소의 높이가 8이하(Height <= 8)

3) 연결 요소 성분이 사각형 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20% 미만(Extent < 0.2)

4) 연결 요소 성분의 홀의 수가 4 미만(Euler Number

< -4)

에지 요소 성분에 한 필터링 과정을 수행하여 얻은

이블을 번호 후보 이블로 선정하여 하여 번호

에지의 구조 인 특징을 용한다. 이것은 문자 숫자

의 에지 상이 갖는 특징으로 수평방향으로 에지의 수

는 [Fig. 5 ]에서와 같이 2개로 구성된다. 이러한 특징은

1차 필터링결과로제거되지않는번호 역이 아닌 많

은 에지 이블을 효과 으로 제거한다.

번호 역의 마지막 구성요소가일반 으로 숫자 4

개로 구성되며,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3개로 구성되

는 경우도 반 하는 2차 인 필터링을 용하 다. 2차

필터링 과정으로 얻은 이블 에서 해당 이블 높이

의 2배에 거리에 인 한 이블을 구한다. 이 특징으로

얻은 이블 집합에서 3 는 4개의 이블 상호간의 기

울기 거리 특징을 조사하여 최종 인 번호 역을

검출한다. 기울기는 이블의 심 좌표와 3 는 4개

좌표의 상호간의 기울기를 구하 고, 실험결과, 기울기

임계값은표 편차값이< 0.3보다 작은 것으로 하고, 거

리는 4 는 3개의 좌표 간의 거리를 구하여 표 편차의

임계값이 3이하인 값으로 설정하 다.

4.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번호 역 검출을 한 실험

상 상은 도로를 기 으로 촬 된 것으로, 도로 주변의

건물, 사람, 자동차 등이 도로를 기 으로 좌우 방향으로

배치된 상이다. 로드뷰 상과 비슷한 상을 얻기

해서 도로를 기 면으로 촬 된 총 100개의 상으로 실

험하 다. 자동차 번호 을 다양한 각도, 거리 그리고 조

명환경 등에서 촬 하여 상을 얻었다. 사용한 로그

래 언어는 MATLAB 버 2016을 사용하 고, 성능

평가는 아래 수식과 같이 F-Score, Precision, 그리고

Recall을 이용하 다[29].

FScore×Pr

Pr×
× (1) 

PrecisionTPFP

TP
× (2)

Recall TPFN

TP
× (3) 

수식(1)의 F-Score는 Precision과 Recall 값의 평균을

의미하는 값이고, 수식(2)의 Precision(정확률)은 번호

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검출하 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로서 TP(True Positive) 값은 번호 역을 정확하게

찾은 것을 의미하고 FP(False Positive) 값은 번호
[Fig. 5] Double edge in license plate numbe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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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아닌 것을 번호 역으로 검출하는 의미한다. 식

(3)의 Recall(재 율)은 실제로 검출된 번호 역의 수

의 비율에 한 지표로서 FN(False Negative) 값은 번

호 역을 찾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Table 1>은 100개의 로드뷰 상의 성능평가를 제

시하 다. <Table 1>의 성능평가에서 정확률이 상

으로 낮은 것은 자연 상에서 번호 숫자와 비슷한

화번호 등과 같은 것이 많이 존재함으로서 이와 같은 성

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정확률 향상을 해서 번호

역에 한 검증 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Precision 75%

Recall 93%

F-Score 80%

<Table 1> Result of Performance

(a) Result of edge based method

(b) Result of CC based method

[Fig. 6] Finally detected license plate regions

[Fig. 7] Effect of shadow in license plate regions

[Fig. 6]은 로드뷰 상에서 번호 역을 검출한

를 보여 다. [Fig. 6]의 (a)는 에지요소 성분을 기반으로

한 방법으로 주로 근거리에 있는 번호 역을 효과

으로 검출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거리에 있는 번

호 역은 검출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결요소 성분 방법을 이용하여 [Fig. 6]의 (b)에서 원거

리에 있는 번호 역을 검출하 다. 부분의 로드뷰

상에서 효과 으로 번호 역을 검출하는 결과를 얻

었지만 [Fig. 7]과 같이 번호 역에 그림자가 있는 경

우에는 그림자의 향으로 역이 분리되어 에지 연

결 요소 특징 이용한 방법으로 번호 역을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은 로드뷰 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해서

원거리의자동차번호 역을 검출 방법을제안하 다.

거리에 따른 해상도 차이로 인해서 번호 역을 정확

하게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 을 해결하고자 원거리와 근

거리를 각각 에지 연결요소 특징을 이용하여 번호

역을 효과 으로 검출하 다.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 은 구조 으로 번호

역에 그림자가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번호

역이 그림자를 갖는 경우를 고려하여 이를 검출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번호 의 일

부분의 숫자를 검출하는 경우에도 체 번호 역으로

검출될 수 있는 구조 인 특징을 추가 으로 용할 수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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