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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스마트시티 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간 차량 번호  인식에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로상에 설치된 CCTV에서 트리거 신호 없이 주행하는 차량 상을 획득할 경우에는 번호 의 기하학  

왜곡이나 화질의 하가 발생하여 번호  인식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트리거 신호를 이용하

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되어 기하학  왜곡이나 화질의 하가 발생된 차량 상에도 강한 에지기반 문자 

세그먼트 상생성 기법의 차량 번호  인식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한 실시간 차량 번호  인식 알고리

즘을 도로상에 설치된 CCTV에 구 하고 일주일 동안 번호  인식 실험을 수행해 본 결과 1일 평균 1,535

의 통과 차량에 해서 97.5%의 번호  검출률을 얻을 수 있었으며 검출된 번호 에 기록된 문자들의 

99.3%를 인식할 수 있었다.  

 
 ■ 중심어 :∣CCTV 감시∣번호판 검출∣번호판 인식∣차량번호판 인식∣영상 개선∣

Abstract

The research of vehicle license plate recognition has been widely studied for the smart city 

project. The license plate recognition can be hard due to the geometric distortion and the image 

quality degradation in case of capturing the driving car image at CCTV without trigger signal 

on the road. In this paper, the high performance vehicle 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using 

edge-based segment image is introduced which is robust in the geometric distortion and the 

image quality degradation according to non-trigger signal.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roposed real time license plate recognition algorithm which is implemented at the CCTV on the 

road show that the plate detection rate was 97.5% and the overall character recognition rate of 

the detected plates was 99.3% in a day average 1,535 vehicles for a week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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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 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한 심이 높

아지면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에 한 연구들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로상에서 정속으로 주행하

는 차량들의 번호 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리할 수 있는 기술이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의 핵심

인 요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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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에 설치된 CCTV에서 차량 상을 획득했을 

때 번호 의 기울어짐이나 햇빛 는 조명의 향 등으

로 상이 왜곡되어 정확한 번호  인식이 어려운 경우

가 존재한다. 특히 CCTV 설치의 간편성을 해 트리

거 신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상을 획득할 경우에는 번호  상의 기하학

 왜곡이나 상 화질의 하 상이 심화되어 차량 

번호 의 자동 인식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번호  후보 역을 검출하기 해서 외곽 에지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2], 번호 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

는 방법[4] 그리고 번호  문자 배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3][6][7]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에서 번호

 문자들의 고유한 배치 정보를 해석해서 번호  후보 

역을 검출하는 방법이 기하학  왜곡이나 화질의 

하 등에 비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호  후보 역 검출을 해 번호 에 기록된 문자 

정보를 해석하기 해서는 문자 획이 잘 보존된 에지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번호 이 왜곡된 차량 상에서 문자 획이 잘 보존된 

에지 정보를 추출하기 한 연구들이 여 히 계속 진행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트리거 신호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

서 왜곡되어 입력될 수 있는 차량 상들에 해서도 

고성능으로 인식할 수 있는 CCTV 감시용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제안하 다. 기하학  왜곡이나 화질의 

하가 일어난 상에서도 문자 획의 정 한 분석이 가

능하도록 하기 해 에지기반 문자 세그먼트 이블링 

상을 생성해서 번호  인식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2차 미분 필터를 사용한 에지기반 세그먼트 상 

이블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왜곡되거나 화질이 하

된 상에서도 번호  후보 역 검출을 한 문자 추

출이 비교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 다. 번호 의 

각 문자 역을 세그멘테이션하고 신경망을 이용해서 

번호  인식을 하 다. 제안한 차량 번호  인식 시스

템을 도로상에 설치된 CCTV에 구 하고 그 성능을 분

석하 다. 

Ⅱ. CCTV기반 번호판 인식 시스템 구성

CCTV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차량의 주행 치

가 달라질 경우에 획득한 번호  상은 그 기하학  

형태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 수직 방향 촬  각도

에 따라 문자와 번호 의 테두리가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햇빛의 향으로 스미

어 상이 생기거나 야간 조명의 향으로 블러링이 발

생한 왜곡된 상이 입력될 수도 있다. 도로상에 설치

된 CCTV에서 트리거 신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 받은 차량 상의 를 [그림 1]에 도시하 다. 

그림 1. 도로상에 설치된 CCTV에서 트리거 신호 없이 획득
한 차량 영상의 예

번호  상이 왜곡되어 입력될 경우 번호  내 문자

들의 치가 변형되거나 번호  테두리와 문자들이 

되는 상이 발생해서 번호  역을 단하기 한 

문자 구성 정보의 해석이 매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왜

곡 상이 발생한 번호  상에서도 문자 획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고성능의 

번호  인식 시스템을 구성 할 수 있다. 

번호  후보 역을 검출한 다음에는 번호  내의 문

자 배열 정보에 따라 기하학  형태를 정규화하고 잡음

제거를 한 필터링 처리를 수행한다. 이어서 상 개

선 작업을 수행하고 이진 상으로의 변환 작업을 수행

한다. 이진 상에서 인식 상 개별 문자 블롭(blob)들

을 추출한 다음 한   숫자 인식기를 이용해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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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자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2. CCTV에서 획득한 차량 영상에서 번호판 위치 검출 
및 인식 알고리즘의 흐름도

에지 기반 세그먼트 이블링 상을 생성해서 번호

 역을 추정하고 번호 의 문자 블롭들을 추출한 다

음 번호  문자들을 인식하는 체 과정을 [그림 2]에 

도시하 다. 

III. 에지기반 세그먼트 영상에서의 번호판 영역 
검출

기하학  왜곡이나 화질의 하가 발생한 차량 상

에서 번호  역을 검출하기 해 일반 인 이진화 알

고리즘이나 에지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문자 획 

자체가 단되거나 문자 세그먼트가 주변 세그먼트에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개별 문자 해석이 상당히 어

려울 수 있다. 

 

(a)                               (b)

 

(c)                               (d)

 

(e)                              (f)

그림 3. CCTV에서 입력된 차량 영상에서 다양하게 왜곡된 
번호판들의 예 (a) 테두리와 문자 접촉 (b) 볼트 그
림자와 문자 접촉 (c) 햇빛에 의한 스미어 영향 (d) 
기울어진 번호판 (e) 야간 조명으로 왜곡 발생 (f) 
문자와 배경의 명도 대비가 매우 낮은 영상

[그림 3]에 CCTV로 획득한 차량 상에서 번호  검

출이 어려운 경우의 를 나타내었다. 번호  상의 

촬  각도, 햇빛 향  조명 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왜곡된 번호  상이 입력될 수 있기 때문에 번호  

치를 추정하기 해서는 번호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 획 정보들을 정확하게 추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a)  TYPE2c                     (b) TYPE1c

그림 4. 두 가지 형태의 번호판 추정 규칙 (a) 두 줄로 구성
된 번호판 (b) 한 줄로 구성된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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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 문자 정보가 왜곡된 경우에도 이를 정확하

게 해석할 수 있는 기본 문자 획 요소(primitive stroke 

element)들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면 보다 정 하게 

번호  문자열을 탐색할 수 있다. 번호  상의 종류

는 [그림 4]에서와 같이 배열 개수 b(=1,2)와 문자 개수 

c(=7,8,9)에 따라 TYPEbc로 표  할 수 있다. 2차 미분 

결과 에지들의 라인별 세그먼트들을 시키는 방식

으로 문자 획들을 완성하면서 두 로 배치된 TYPE2c 

와 한 로 배치된  TYPE1c 두 형태의 번호 에 해 

숫자열의 존재 유무를 탐색한다. 두 형태의 번호 에서 

공히 우측에 4개의 큰 숫자(D4,D3,D2,D1)들이 존재하

기 때문에 4개 숫자들로 추정되는 역을 찾았을 경우 

좌측으로 탐색 역을 확장해서 나머지 숫자  한  

역의 존재 유무를 단하고 번호  치를 추정한다.

[그림 5]에 밝은 색 바탕과 어두운 색 바탕 두 종류의 

번호  문자 색상 형태에 해 DoG(Difference of 

Gaussain) 필터를 이용해서 상을 미분한 결과를 도시

하 다. 상의 2차 미분결과에서는 문자와 배경 색상

에 따라 에지 부분의 (zero) 교차 방식이 달라지기 때

문에 문자 획의 시작 과 끝 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DoG 필터는 잡음에 민감하지만 한 크기의 

필터를 설계할 경우 블러링이나 왜곡에 강한 문자 획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서 정확한 에지 기반 세그먼트 

상을 생성할 수 있다.

차량 상에 미분 필터링 처리를 하기 에 가우시안 

스무딩과 메디안 필터링을 차례로 수행하여 가능한 많

은 잡음을 제거하 다. CCTV에서 획득한 차량 상에

서 번호 은 차량의 아래 부분에 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의 아래쪽에서 쪽 방향으로 번호  역을 탐색

하 다.

         

         (a) 어두운 색상 문자            (b) 밝은 색상 문자

그림 5. 두 종류의 번호판 문자 색상에 대해 영상의 2차 미
분 필터링을 수행 한 예

그림 6. 에지 기반 세그먼트 영상을 생성하면서 번호판영역
을 검출하는 과정

[그림 6]에 번호  역 검출 과정을 간략하게 도시

하 다. 차량 상 체에 해서 2차 미분 필터링을 수

행한 다음 수평 방향으로 에지성분을 추출하고 이들을 

연결한 에지 세그먼트를 수직방향으로 시켜서 생

성된 세그먼트들에 해서 동일한 이블 값을 할당하

는 방식으로 문자 세그먼트 상을 생성하 다. 에지 

기반 세그먼트 상에서 4개의 연속된 큰 숫자 블롭들

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4]에 설명한 번호  역

을 추정하 다.

Ⅳ. 번호판 문자 세그멘테이션 및 인식

에지기반 세그먼트 상을 생성하면서 번호  치

를 추정한 다음 명도 벨 차량 상으로부터 번호  

역을 검출하고 기하학  왜곡에 한 보정(de-skew) 

작업과 번호  배경 비 문자들의 획을 강조하기 한 

상 개선(image enhancement) 작업을 수행 하 다. 

번호  형태에 따른 문자열 배치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문자들을 세그멘테이션하고 신경망을 이용해서 개별 

숫자  한 을 인식하 다. 

1. 번호판 영상의 기하학적 왜곡 보정
기존연구에서 기하학 으로 왜곡된 형태의 번호  

상을 정규화한 크기의 상으로 변환할 때 번호 의 

테두리 정보를 주로 이용하 으나 도로상에 설치된 

CCTV에서 야간에 입력된 상이나 물리 으로 뒤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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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거나 훼손된 번호  상에서는 정확한 테두리 정보

를 추출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

선하기 해 개별 문자의 치 정보를 이용해서 왜곡 

정도를 추정하고 기하학  왜곡 보정 처리를 하 다. 

번호  역을 검출할 때 문자 배열 형태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번호 에 한 해석을 하 다. 두 로 배

치된 TYPE2c의 경우 4개의 숫자배열(D4-D1),  한 

로 배치된  TYPE1c의 경우 6개의 숫자배열(D6-D1)에

서 기하학  왜곡정보를 추출하고 기하학  변형을 통

해 왜곡을 보정하면서 크기를 정규화 하 다. [그림 7]

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추출된 번호  상에서 4개

의 꼭지  좌표(S1,S2,S3,S4)를 추출하고 240x120 크기

로 정규화한 상(T1,T2,T3,T4)으로 변환하는 개념을 

도시하 다.

              (a) 추출된 번호판       (b) 정규화돈 번호판

그림 7.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갖는 번호판 영상을 정규화하
기 위한 기하학적 변환  

추출된 임의 형태의 번호  소스 상을 정규화한 목

 상으로 변환[1]하기 해 다음 식을 이용하 다. 

   


   
        (1)

식 (1)에 기하학  왜곡을 보정을 거쳐 정규화된 번

호  상에서의 4개의 꼭지  좌표 T1(0,0), T2(239,0), 

T3(0,119)  T4(239,119)를 각각 에 입하고 각 

좌표에 응되는 원본 상의 S1(x,y), S2(x,y), 

S3(x,y),  S4(x,y) 좌표를 x,y에 입하여 방정식을 

풀면 매개변수 k1,k2,...k8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기하학

 변환 결과에 홀 상(hole effect)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해  역 매칭(reverse-matching)을 수행하 다. 

정규화된 번호  상의 T(x,y) 좌표에 입될 화소 

값이 추출된 원본 번호  상의 어느 좌표에 치하는 

화소 값인지를 계산하 다. 정규화된 번호 의 모든 화

소 치에서 이와 같이 역 매칭 방법에 의한 화소 값을 

찾아서 채움으로써 기하학 으로 왜곡이 보정된 상

을 만들 수 있다. 

그림 8. 번호판 영상에서 문자 배치 정보를 바탕으로 기하학
적 왜곡 보정 및 크기 정규화를 수행한 예  

[그림 8]에 차량 상으로부터 추출한 녹색 번호   

흰색 번호 에 해 기하학  왜곡 보정과정을 거쳐 

240x120 크기로 정규화한 를 도시하 다. 기하학  

변환 과정에 보간법을 사용함으로써 변환 결과 상의 

화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2. 번호판 영상 개선 및 문자 세그멘테이션
기하학 으로 정규화된 명도 벨 번호  상을 이

진 상으로 변환하여 개별 문자 역을 세그멘테이션

하기 에 잡음 제거를 한 가우시안 스무딩 작업과 

상 개선 작업을 선행하 다.

시그모이드 변환 함수를 사용한 히스토그램 스트

칭 방법으로 상 개선 작업을 수행하 으며 상 개선

을 한 시그모이드 곡선의 심과 경사도는 문자 역

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이용해서 유추하 다. 시그모이

드 변환 함수[8]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지수함수를 이

용해서 구 하 다. 

 






  ≤ ≤          (2)

  






   ≤            (3)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라미터 는 시그모이드 

곡선의 경사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 1에 가까울수록 

계단 함수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림 9]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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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숫자 역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계산한 다음 시그모

이드 함수를 용할 심 값과 경사도를 추정하고 히스

토드램 스트 칭 방식으로 번호  체 역에 한 

상 변환을 수행하 다.       

그림 9. 번호판 영상의 개선 예 

시그모이드 변환 함수에 따라 명도 상 변환용 룩업 

테이블(look-up table)를 생성함으로써 고속 상 변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 다. 시그모이드 변환 후에 다시 

가우시안 평활화 작업을 수행하여 문자 획의 가장자리

가 부드럽게 표 될 수 있도록 하 다.

상 개선작업을 수행한 명도 벨 번호  상에 다

음과 같이 Sauvola[5] 응  이진화 규칙을 용하여 

이진 상을 생성하 다.

 


           (4)
 
 식에서 임계값 는 5x5 역의 평균 

와 표  편차 를 이용해서 계산하 다. 

는 편차의 최 인 128로 하고 는 0.2에서 0.5 사이 

값으로 설정하 다. 분 상 개념[5]을 도입하여 평균

과 표  편차를 고속으로  계산하 다.

번호  검출과정에서 찾은 숫자들의 치는 번호  

상의 기하학  왜곡 보정과 상 개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림 7]에 보인 문자열 배치 규

칙에 따라 개별 문자 블롭들을 다시 추출하 다.  

 

3. 번호판 문자 인식 알고리즘
번호 의 문자들을 인식하기 해 문자들의 표  템

릿을 생성하고 매칭하는 방법에서는 문자 획이 정확

하게 추출되어야 한다. CCTV를 이용해서 입력받은 번

호  상에서는 문자 획들이 선명하게 추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자 인식을 한 일반화 능력이 우수

한 것으로 알려진 신경망 문자 인식기를 구 하 다.

그림 10. 신경망 학습에 사용된 숫자 및 한글들의 예

번호 의 기하학  왜곡 보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문

자들이 여 히 기울어진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10]과 같이 표  훈련 문자를 좌우 방향으로 회

시킨 문자들도 신경망 학습에 포함시켰다.

번호  인식 상 문자의 종류에 따라 지역 명 인식

기, 한  인식기  숫자 인식기를 각각 별도로 구 하

다. 지역을 표시하는 한 을 인식하기 해 16개 지

역 명 각각에 하나의 출력 뉴런을 배정하여 인식기를 

구 하 고 지역 명을 제외한 한  인식을 해 37개 

문자별로 출력 뉴런을 갖는 인식기를 구 하 다. 숫자 

인식을 해서 10개의 출력 뉴런을 갖는 신경망 인식기

를 구 하 다.

CCTV에서 획득한 상으로부터 차량의 종류, 번호

 색상, 폰트, 주야간 입력 시간 차이, 그리고 왜곡형태 

등을 다양하게 반 할 수 있는 상을 선정해서 학습용 

문자들을 추출하고 신경망을 학습시켰다.

V.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구 해서 도로상

에 설치된 CCTV에 탑재하고 [그림 11]과 같이 차량 번

호  인식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분석하 다. 

그림 11. CCTV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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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에 설치된 CCTV에서 ROI(Region of interest) 

역에 물체의 이동이 탐지될 때 1296x964 크기의 상

을 획득하 다. CCTV가 설치된 도로상의 차량 통행 

규정 속도는 80km이었으며 1주일동안 실험한 결과 하

루 평균 1,535 의 차량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 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기 

해 번호  검출 단계에서는 차량 상을 648x482 크기

로 축소해서 번호  치를 검출하고 다시 원본 상에

서 번호  역을 추출하여 번호  인식을 시도하 다. 

인텔 i7 CPU, 2.8GHz의 컴퓨터상에서 1296x964 크기의 

차량 상에 한 인식 실험을 수행한 결과 1 당 12

임의 차량 상을 인식할 수 있었다. 

CCTV가 설치된 도로상에서 획득한 차량 상들은 

획득한 시간  별로 화질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 에는 햇빛의 향이 비교  었으나 오후 1시에

서 3시 사이에 햇빛의 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야간

에는 차량의 라이트 조명에 의한 상 왜곡 상이 나타

났다.

일주일동안 CCTV가 설치된 도로상을 통과한 차량 

상의 1일 평균 번호  검출 결과를 시간  별로 계산

한 것을 [표 1]에 도시하 다.   

표 1. 시간대별 1일 평균 번호판 검출 결과

오 오후 야간 계
차량 수 512 758 265 1,535
검출 수 507 745 245 1,497
비율 99.0% 98.3% 92.5% 97.5%

오 에 통과한 차량의 경우 번호  자체가 일부 훼손

된 차량에서 번호  검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오후에는 햇빛의 향을 강하게 받아서 흰색 번호  차

량의 화질이 떨어져 검출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야간에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의 간섭으로 번호

 상이 왜곡되어 입력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서 번

호  검출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상을 보 다.

[표 2]에 번호  검출  인식 실험결과들을 비교해

서 도시하 다. 번호  테두리를 이용하여 번호 을 검

출하고 왜곡을 보정하는 방식[2][4]에 비해 제안한 알고

리즘이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 다.

표 2. 번호판 검출 및 인식 실험 결과 비교

활용 정보 상 검출 인식
번호판 블롭테두리[2]   100 92(92.0%) -
번호판 컬러테두리[4]   621 - 513(82.6%)
문자들의 에지투영[6]    60  58(97.0%) 57(95.0%)
문자들의 에지해석[7] 6,200 6,046(97.5%) 5,951(96.0%)
제안한 알고리즘 1,535 1,497(97.5%) 1,467(95.6%)

문자들의 에지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들[6][7]과 비교

했을 때도 본 논문의 실험 결과가 도로상에서 설치된 

CCTV로 획득한 실 환경 데이터베이스라는 을 고려

하면 매우 안정된 번호  검출  인식 성능을 보여주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에 그림자의 향을 받

은 번호 의 검출 를 도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2차 

미분 필터를 이용하여 세로 방향 성분의 문자 에지 정

보들을 추출해서 번호 을 검출했기 때문에 수평 방향

의 그림자 향이 상당히 어들었음을 확인할 수도 있

었다.

그림 12. 그림자 영향을 받은 번호판의 검출 예

문자 인식기의 인식 성능을 확인하기 해 번호  

체 문자들에 한 인식률 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         (5)

  
식에서 는 번호  에 기록된 문자 를 의미하

고  로 하면 의 합은 인식 상 체 번호

에 기록된 모든 문자 개수를 의미한다. 번호  에 기

록된 문자 를 인식했을 경우   이고 오인식했을 

경우   일 때 의 합계는 인식 상 체 번호

에 기록된 모든 문자들  인식에 성공한 문자들의 합

을 의미한다. 실험결과 문자 인식률  로 나

타났다. 개별 문자 세그멘테이션에 실패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문자 인식 에러가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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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촬  각도에 따른 기하학  왜

곡이나 조명  햇빛의 향에 따른 화질의 하에도 

강한 CCTV 감시용 차량 번호  인식시스템을 제안하

다. 2차 미분 필터를 사용한 에지기반 문자 세그먼트 

상을 구해서 왜곡이나 화질 하에도 번호  검출을 

한 문자 획의 세 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 다. 

제안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도로에 설치된 

CCTV에 구 한 다음 일주일동안 통과한 차량들에 

해서 번호  검출  인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 다. 하루 평균 1,535 의 차량 상에 해서 97.5%

의 번호  검출률을 얻을 수 있었으며 99.5%의 문자 인

식률을 얻을 수 있었다. 번호  검출과정에서 야간 헤

드라이트 조명의 간섭으로 인한 에러가 다수 발생했으

나 정상 으로 입력된 상에 해서는 비교  높은 번

호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 CCTV에서 화질의 하를 일 수 있는 상획

득 방안이 마련된다면 더욱 높은 번호  인식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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