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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인식을 위한 앙상블 학습기 기반의 

최적 특징 선택 방법

An Ensemble Classifier Based Method to Select Optimal Image Features 

for License Plat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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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detect LP(License Plate) of vehicles in indoor and outdoor parking lots. In 

restricted environment, there are many conventional methods for detecting LP. But, it is difficult to detect LP in natural and 

complex scenes with background clutters because several patterns similar with text or LP always exist in complicated 

backgrounds.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LP text detection in natural images, we apply MB-LGP feature by combining with 

ensemble machine learning algorithm in purpose of selecting optimal features of small number in huge pool. The feature 

selection is performed by adaptive boosting algorithm that shows great performance in minimum false positive detection ratio 

and in computing time when combined with cascade approach. MSER is used to provide initial text regions of vehicle LP. 

Throughout the experiment using real images, the proposed method functions robustly extracting LP in natural scene as well 

as the controlle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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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화 기술의 진보에 따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등의 IT 기반 기술이 일상의 여러 

분야로 전파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수요가 많은 주차 관제를 위

한 자동화된 LPR(License plate recognition) 시스템이 미국, 유

럽, 동아시아 등의 많은 나라에서 법적 도구로서 활발히 사용되

고 있다. LPR은 영상 내에서 LP의 위치가 ROI 내에서 제한되거

나 영상 내 LP의 크기가 큰 경우 등의 환경 내에서는 이미 상업

화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하나의 응용 분야로써, 

최근 IoT 산업 및 차량의 블랙박스 확산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

터넷에서 공유되는 이미지와 비디오에서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개인 정보의 보안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구글, 네이버, 다음

과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리 뷰(Street view service)에서 프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이때 복잡한 도심의 영상에서 번호판만을 

찾아내는 일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작업이다.

기존의 LPR 시스템은 영상 내 차량 번호판의 위치 인식과 번

호판 내 숫자 인식의 두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LPR 시스템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번호판의 컬러, 모양, 대칭, 가로·세로 비율

과 같은 이미지 특징을 사용하여 먼저 번호판을 찾고[1, 2] 번호

판에서 숫자, 문자 사이의 선, 영역의 블럽(blob)등이 정렬된 정

도로 번호판 여부를 측정한다[1, 3]. 컬러, 엣지, 블랍과 픽셀 밝

기 같은 이미지 특징을 이용하는 번호판 추출 방법은 해당 특징

이 주변의 조명이나 환경적인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영상 내에서 

번호판 영역만을 추출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다. 거리나 일반

적인 자연 풍경의 배경이 있는 영상에서 텍스트를 찾는 일반적

인 방법은 주위 영역과 대비되는 부분들을 의미 있는 그룹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용한다. Jung[4]과 Liang[5]은 실제 다양한 환

경에서 찍은 영상에서 텍스트가 가지는 성질을 분석하였다. 야외 

환경에서 대부분의 텍스트 추출 기법은 패치(patch), 영역

(region), 그리고 혼합형(hybrid) 기반 접근법의 세 가지 기법으

로 나눌 수 있다. 패치 방법은 텍스트를 추출하기 위해 슬라이딩 

윈도(sliding window) 탐색을 영상 내에서 수행한다. Coates[6], 

Wang[7], Netzer[8]은 텍스트와 비 텍스트를 구분하기 위해 비

교사 특징 학습(unsupervised feature learning)을 사용하였고, 

Wang[9]은 HOG 기법과 랜덤펀(Random Ferns)을 사용한 슬라

이딩 윈도 분류기에 기반을 둔 텍스트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Mishra[10]은 HOG 특징과 SVM 분류기를 기반으로 한 방법

(end-to-end method)을 제안하였다. 패치 방법은 텍스트 인식과

정 전의 전처리(preprocessing)를 요구하며, 배경에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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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영역을 추출하지는 못한다. 반면에, 영역기반의 방법은 텍

스트 가능성이 큰 영역과 텍스트가 아닌 영역을 따로 분할한다. 

후처리를 통해 후보 중에서 텍스트를 구분한다. Yao[11]는 스트

로크 폭 변환(Stroke Width Transform)방법으로 영역을 추출하

였고, Chen[12]은 MSER(Maximally Stable Extremal Regions)

을 사용하여 문자의 스트로크 폭을 결정하는 텍스트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Novikova[13]와 Neumann[14]는 MSER로 추출한 

영역에서 문자를 찾는 것이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혼합형 방법은 

부분 이진화(local binarization)로 만든 텍스트에 대한 신뢰지도

(confidence map)와 HOG 특징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추출한 

Pan[15]의 방법이 있다.

자연 배경에서 텍스트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은 배경과 텍스트 

구분이 쉽지만, 벽처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건물 등 특정 패

턴을 지닌 배경에서는 텍스트가 아니지만, 텍스트로 인지하게 되

는 경우가 많아 번호판을 명확하게 추출하는 것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배경을 포함한 일반적인 영상

에서 텍스트가 아닌 영역을 제거하고 텍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단 텍스트 후보 영역이 추출되면, LP 추출을 위한 

텍스트 그룹핑 방법을 이용하여 번호판 영역만을 추출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2. 번호판 추출 

본 논문은 4단계를 걸친 번호판 추출 방법을 적용한다. 그림 

1에서처럼 먼저 MSER로 문자·숫자가 될 수 있는 후보영역을 추

출한다. 추출된 영역을 Adaboost로 학습된 4단계 캐스케이드를 

적용하여 숫자인지 아닌지 분별하여 부정 영역(negative regions)

을 제거하고 남은 영역에서 LP 특징에 따라 그룹핑하여 번호판 

영역을 추출한다. 

그림 1 번호판 추출 알고리즘

Fig. 1 Steps for Extracting License Plate

2.1 문자·숫자 후보 영역 추출

Matas[22]가 제안한 MSER(Maximally Stable Extremal 

Regions)은 우수한 영역 검출 방법 중 하나로 텍스트 추출 연구

에서 널리 사용된다[12-14, 23-28]. MSER은 영상에서 영역 간 

빛의 강도(intensity)의 임계치(threshold)를 바꾸며 임계치의 변

화에 민감하지 않게 검출되는 영역을 추출한다. MSER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텍스트가 지니고 있다. 문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주위와 비교하여 높은 대조를 이루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 번호판의 숫자 영역은 텍스트처럼 배경과의 차이가 

분명하다. 이러한 특성은 MSER과 부합하며 번호판의 숫자 영역

을 추출하기에 유용하다.

2.2 MB-LGP를 이용한 특징 추출

B. Jun[17]은 LBP[18] 특징이 배경의 밝기 변화에 민감한 단

점을 보완한 부분구배패턴(LGP: Local Gradient Patterns)를 제

안하였다. LGP는 픽셀 주위의 8방향의 밝기 변화를 측정한다. 식 

(2)처럼 현재 픽셀의 이웃한 8방향 픽셀이 이웃 픽셀의 평균값보

다 크면 1, 작으면 0으로 변환한다. 식 (2)에서 구한 값을 이웃 

픽셀에 대해 8bit 이진수로 변환하고 합하여 10진수 값을 구한다.

 
  



 
∙  (1)

  
 

(2)

MB-LGP(Multi-Block LGP)[19]는 LGP가 전역적인 밝기 변

화를 더 강인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이웃 영역을 확장하여 LGP

보다 지역적인 변화에 대해 더 강인하다. 그림 2는 MB-LGP 특

징값을 얻는 과정이다. MB-LGP에서 영역 중심과의 거리를 b라

고 할 때, b를 영역 중심에서 1부터 8까지 증가시키면서 LGP 

특징을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과 인식을 위한 이미지를 

24 × 24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24 × 24 이미지에서 MB-LGP

로 추출한 총 특징 수는 1436개이다.


 



   (3)

그림 2 MB-LGP 특징 추출

Fig. 2 Extracting MB-LGP features

2.3 숫자 추출용 좋은 특징 선택

일반적으로 숫자를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다부류 SVM(Multi- 

Class Support Vector Machine), 신경망(Neural Networks)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고 영상의 변



기학회논문지 65권 1호 2016년 1월

144

화에 민감하다.

최근에 Adaboost와 Harr-like 특징을 사용한 얼굴 인식 알

고리즘이 제안되었다[20, 21]. 이 방법은 조명에 덜 민감하고 

속도와 정확도 또한 매우 좋다. 다른 알고리즘들보다 긍정 영역

(positive regions)은 보존하고 부정 영역(negative regions)을 제

거함에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준비된 긍정 샘플(positive samples)과 부정 샘

플(negative samples)을 MB-LGP 특징을 사용하는 Adaboost 방

법으로 학습하여 캐스케이드를 구성하고 검증용 긍정 샘플과 부

정 샘플을 통해 캐스케이드의 임계값(threshold)을 추출한다.

숫자를 인식하기 위해서 1436개의 MB-LGP의 모든 특징을 

사용하는 것은 계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불필요한 일이다. 

필요 이상의 약한 분류기는 학습 샘플에 과적합된 강 분류기를 

형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징 에 대한 약 분류기는 , 특징 공간 

에 대한 강 분류기는 로 정의한다. 즉 는 의 하나의 값

이다. 이때, 전체 특징 집합 는 24 × 24 크기의 학습 영상에서 

정의된 MB-LGP 특징의 수인 1,436개이다. 

 
∈
 (4)

 는 Adaboost 알고리즘을 통해 선택된 특징들이다. 

약 분류기는 Adaboost 학습을 통해 결정된다. Adaboost는 학

습 샘플의 가중치를 업데이트 한다. 오 분류된 샘플의 가중치는 

높이고 참 분류된 샘플의 가중치는 낮춘다. Adaboost 캐스케이드

(Cascade)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캐스케이드가 검출률 

95%, 거짓긍정률(false positive ratio) 5%를 만족할 때까지 샘플 

가중치 업데이트를 반복한다. 세부적인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초기화 단계

1. 학습용 긍정(Positive), 부정(Negative) 이미지와 검증용 

Positive, Negative 이미지를 준비한다.

2. 준비한 이미지에서 MB-LGP 특징을 추출한다. 

3. 각 샘플에 대한 가중치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은 

Positive, Negative 샘플의 가중치 값이고, 은 Positive, 

Negative 샘플의 개수이다

 


  


(5)

학습 단계

1. 1436개 특징에 대해 약 분류기의 가중치 값을 LUT(Look Up 

Table)에 저장한 뒤 업데이트한다.

 
  



 
  (6)

  
  



 
  (7)

는 MB-LGP 특징의 출력 값 0부터 255까지 값이고, ∙는 

인자가 참이면 1, 거짓이면 0을 반환한다.

2. 긍정, 부정 약 분류기 사이의 오차를 계산한다. 를 바꾸어가

며 , 중 작은 오차를 가진 것을 에 저장한다. 

는 클수록 는 작을수록 좋은 특징이다. 하지만 캐스

케이드 목적은 부정영역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

문에 Positive를 분류하는 것보다(높은 값을 지닌 를 선

택) Negative에 집중하는 것(낮은 값을 지닌 ,를 선

택)이 더 강건한 성능을 가진다.

 


min  (8)

3. 약 분류기 중 가장 오차가 작은 것들을 선택한다.


 min if  
 min∈   (9)

은 c번째 캐스케이드에서 설정된 최대 허용 특징의 수이고 

(Selected Features)는 현재 학습 단계에서 선택된 특징들이다. 

단계 c의 캐스케이드가 t번째 반복 중일 때,  ∪  이다. 

특징 선정 방법은 실험 및 결과에서 설명한다.

4. 가중치 합 LUT에서 선택된 특징 에 해당하는 약 분류기를 

초기화한다.


   if   

(10)

선택된 특징()에서 를 바꾸어가며 가 보다 큰 경

우는 좋은 특징으로 가정하여 약 분류기의 값을 0으로 한다. 이

는 Negative 샘플이 아래의 식 (11), (14)를 통해 더 큰 값을 지

니게 되고 강 분류기가 Positive와 Negative를 구별하는 명확한 

임계 값(threshold)을 가질 수 있게 한다.

5. 선택된 특징 에서 약 분류기를 업데이트한다.



  







 ln (11)

는 식 (8)에서 계산된 오차에 따라 샘플의 가중치를 결정한

다. 는 Positive, Negative 샘플에 따라 약 분류기가 큰 값

을 가질지, 낮은 값을 가질지 결정한다. Positive 샘플은 에서 

낮은 값을 가지고 Negative 샘플은 에서 높은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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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옳게 분류된 샘플은  를 곱하여 가중치를 낮추고 오 분류된 

샘플은 를 곱하여 가중치를 높여주어 Positive, Negative 샘

플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









  if  





(12)


    

 ∙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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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앞서 설정한 캐스케이드의 설정에 도달하면, 약 분류기를 합하

여 최종 강 분류기를 생성한다.

  
∈
 (14)

강 분류기는 식 (11)에서 얻은 약 분류기의 값을 모두 합한

다. 그림 3은 숫자 1의 첫 번째 캐스케이드에서 검증용 샘플에 

대하여 긍정 샘플과 부정 샘플의 강 분류기 의 히스토그램

이다. 식 (10)에서 언급한 대로 Positive 샘플의 강 분류기 값 

은 Negative 샘플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다. 각 캐스케이드

는 Detection Rate와 False Positive를 만족하였을 때 임계값을 

사용한다. 

그림 3 숫자 1에 대한 첫 번째 캐스케이드의 Positive, Negative 

샘플 히스토그램

Fig. 3 Positive, Negative sample historgram of number 1 in 

first cascade

2.4 숫자 클러스터링

MSER과 캐스케이드로 추출한 숫자 영역에 대해 번호판 인지 

클러스터링을 한다. 번호판 의미를 지니는 영역을 그룹으로 묶는

다면 거짓 긍정 영역이 제거되고 번호판 영역을 의미하는 참 긍

정 영역만 남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서 숫자의 수직 위치, 수평 위치, 밝기 

유사성을 만족하게 하는 영역들이 최소 4개 이상 연결된 그룹만 

번호판으로 결정하였다.

3. 실험 및 결과

3.1 샘플 구성

실험을 위한 샘플 구성은 번호판의 숫자 영역에 그림자나 조

명에 따른 편차 등으로 영상이 고르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강인한 성능을 보이기 위해 날이 어두울 때, 밝을 때 그리고 그

림자가 졌을 때를 고려하여 0부터 9까지 각 숫자에 대한 원본을 

50개씩 준비하였다. 그림 4는 학습용 긍정, 부정 샘플의 일부를 

보여준다. 준비한 원본 샘플을 1~3° 시계·반시계방향으로 회전

(Rotation), 1~3픽셀 상·하·좌·우·대각선 방향으로 이동(Shift)하

여 숫자마다 2,800개의 학습용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Negative 

샘플 추출 시 기존의 문자·숫자 영역을 제외한 영상 내 무작위 

데이터 추출이 아닌 MSER로 추출된 영역에서 숫자가 아닌 영역

을 Negative 샘플로 사용하였다. 추출된 샘플들을 24 × 24 이미

지로 정규화 후 상하·좌우 반전을 적용하여 총 23,080개의 이미

지를 학습에 사용하였다. 또한, 캐스케이드 학습 조건을 검증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학습용 Positive, Negative 샘플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같은 수의 캐스케이드 검증용 Positive, Negative 

샘플을 생성하였다. 

그림 4 학습용 긍정(왼쪽), 부정 샘플(오른쪽).

Fig. 4 Positive and negative samples for training.

3.2 캐스케이드 초기화

Adaboost 학습 방법은 많은 수의 특징 풀에서 최적, 최소의 

부정 영역(Negative region)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Viola와 Jones[20], B. Jun[17]과 S. ZHOU[19]는 Adaboost 

학습 방법과 캐스케이드를 적용하여 얼굴을 검출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MSER로 추출된 영역에서 부정 영역을 제거하기 위해 

MB-LGP 특징을 사용하여 긍정 샘플과 부정 샘플을 학습하였다. 

특징은 분류 성능이 좋은 특징과 그렇지 않은 나쁜 특징 두 가

지로 나뉜다. 학습 시 현재 특징이 샘플을 옳게 분류하지 못했을 

때 해당 샘플의 가중치는 높이고 옳게 분류한 샘플의 가중치는 

낮춘다. 많은 특징 중에서 최소한의 좋은 특징을 사용하여 부정 

영역을 제거하는 것이 계산상 가장 이상적이다. 식 (9)에서는 오

차가 작은 특징을 순차적으로 선택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오차는 

학습과 검증용으로 사용된 긍정·부정 샘플에 따라 변한다. 때에 

따라 나쁜 특징이 좋은 특징으로 선정되어, 나쁜 특징은 샘플의 

가중치를 낮춰야 하는 경우에 오히려 가중치를 높이게 된다. 학

습 중에 잘못된 가중치가 누적되고 좋은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초기에 너무 적은 수의 특징은 검증용 샘플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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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각 4단계의 캐스케이드 학

습을 수행하는데 검증용 샘플에 대해 참 긍정(true positive) 

95%, 거짓 부정(false positive) 5%를 만족하게 하는 캐스케이드

의 특징 개수를 80, 400, 800, 1,200개로 제한하였고 이때 학습에

서 얻은 임계 값(threshold)을 숫자 인식에 사용하였다. 

3.3 MB-LGP 특징 성능 분석

MB-LGP 특징은 LGP, LBP보다 지역적·전역적으로 강건하다

[19]. 그림 5는 숫자 0에 대한 캐스케이드 학습 이후, 총 4단계 

캐스케이드 중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선정된 특징 중 가장 

작은 오차와 가장 큰 오차를 지닌 특징을 긍정, 부정 검증용 샘

플에 대해 MB-LGP 특징값 0~255의 범위에 대한 평활화 히스

토그램(Normalized histogram)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a)는 첫 

번째 캐스케이드의 선정 특징 중 가장 오차가 작은 특징의 평활

화 히스토그램이고, (b)는 가장 오차가 큰 특징의 평활화 히스토

그램이다. (c),(d)는 두 번째 캐스케이드에서 오차가 작을 때와 

클 때를 나타낸다. 각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Positive MB-LGP, 

주황색은 Negative MB-LGP 값을 나타낸다. (a)에서 Positive 

MB-LGP 값은 150과 200사이에 밀집하였고 Negative MB-LGP 

값은 Positive MB-LGP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식 (8)에 따라 좋은 특징인 (a)에서 는 크고 는 작으므

로  가 합해진 작은 오차를 가지고 (b)에서 는 작

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오차를 가진다. 캐스케이드가 진행됨에 

따라 학습 과정에서 구분하지 못한 샘플에 가중치가 높아지고, 

구분한 샘플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낮아진다. (a),(b)와 (c),(d)는 

이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c), (d)는 (a), (b)에 비해 상대적

으로 세로축의 값이 낮다. 앞의 캐스케이드에서 구분하지 못한 

샘플에 대해 현 특징은 더 다양한 변화량(다양한 값)을 이용하

여 샘플을 구분하기 때문에 한 변화량에 집중되었던 값이 여러 

값(샘플 내 여러 위치)으로 분산된다. 그림 6은 MB-LGP 특징을 

사용한 캐스케이드에서 선택된 특징이다. 빨간 점은 각 캐스케이

드에서 선택된 특징을 나타낸다. MB-LGP의 1436개의 특징 중 

앞부분의 인덱스는 지역적이고 뒷부분은 전역적인 변화량을 나타

낸다. 주로 좋은 MB-LGP 특징은 마스크 내 위치에 따른 밝기 

변화가 일정하게 일어나는 지점인 전역적인 특징이다. 그림 6의 

캐스케이드 1에서 숫자 0을 보면 0의 중심에서 빨간 점이 분포

되어 있다. 숫자 0은 큰 마스크를 적용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중

심에서 변화량이 많을 것을 나타낸다. 숫자 1은 빨간 점이 오른

쪽 막대와 위쪽 막대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숫자 1의 경우 막대 

사이에서 변화량이 많으므로 빨간 점들이 막대 사이에 분포한다. 

LBP(Local Binary Patterns), LGP(Local Gradient Patterns)는 

지역적인 변화에 민감하지만 그림 6에서 MB-LGP는 이동(shift), 

회전(rotation), 스케일링(scaling)에 강건하게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3.4 숫자 인식 결과

그림 7은 MSER을 적용한 결과와 논문에서 적용된 숫자 추출

용 MB-LGP 학습 기반의 캐스케이드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추출한 영역은 녹색 원으로 표시한다. MSER로 추출된 영역 중 

영상 크기에 비례하여 번호판 숫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매우 크

거나 작은 크기의 영역은 후보 영역에서 제외한다. MSER 추출 

결과는 문자·숫자 영역 외에도 복잡한 배경에서 많은 부정 영역

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7(b)는 MSER로 추출된 영역 (a)에 본 

논문의 숫자 추출 캐스케이드를 적용한 결과이다. Adaboost의 특

징 선택에 따라 MSER의 대부분 부정영역이 제거되었고 숫자 영

역과 숫자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부정 영역이 남았다.

(a) (b)

(c) (d)

그림 5 숫자 0의 MB-LGP 특징 평활화 히스토그램. 캐스케이드 

1에서 선택된 특징 중 오차가 가장 작은 특징(a), 가장 

큰 특징(b)과 캐스케이드 2에서 선택된 특징 중 오차가 

가장 작은 특징(c), 가장 큰 특징(d)

Fig. 5 Normalized histogram of number 0’s MB-LGP 

features. feature(a), Features with the smallest 

error(a) and the biggest error(b) of selected features 

in cascade 1, Features with the smallest error(c) and 

the biggest error(d) of selected features in cascade 2

cascade 1 

cascade 2 

cascade 3

cascade 4

그림 6 각 캐스케이드에서 선택된 특징

Fig. 6 Features selected from each 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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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번호판 추출 결과

Fig. 8 Result of extracting license plate

그림 9 거짓 긍정 예

Fig. 9 False positive examples

그림 10 End-to-End법의 번호판 인식 결과와 본 논문 알고리

즘의 인식 결과비교

Fig. 10 Result of recognizing the license plate by End-to- 

End and ours

 

(a) (b)

그림 7 MSER 적용 후(a), (a)에 4단계 숫자 추출 캐스케이드 적

용 후(b). (b)는 숫자 영역만 추출되었다.

Fig. 7 After applying MSER(a), After applying 4 cascades 

for extracting number(b). (b), Only number regions 

are extracted.

3.5 번호판 영역 추출 결과

그림 8은 4단계 캐스케이드에서 남은 영역들을 LP 문자 특징

에 따라 번호판에 해당하는 영역을 그룹핑(grouping)한 결과이

다. 검증용 영상은 밝을 때, 어두울 때, 운전할 때, 주차장에서 

등 일반적인 자연 풍경이나 문자 패턴이 포함된 배경을 가진다. 

영상의 번호판은 기울어짐, 명암, 스케일, 찌그러짐 등 일반적인 

정면 영상 외에 다양한 변화를 가진다. 실험에서 검증용 영상 크

기는 주변 배경을 포함한 800 × 1066, 1280 × 720, 1200 × 800, 

1280 × 720이고, 번호판 추출을 위해 차량 바로 앞에서 촬영한 

경우에는 해상도가 692x516인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MSER과 숫

자 추출 캐스케이드를 거쳐 추출된 영역들은 명도의 유사성, 영

역 간 가로·세로의 유사성 같은 LP 문자 특징에 따라 그룹핑하

여 번호판 영역을 나타낸다. 그림 8에서 추출된 번호판 외에도 

배경에 작은 크기의 번호판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MSER이 숫자 

영역을 추출하지 못한 번호판은 인식되지 않았다. 그림 8의 3행, 

1열인 (3, 1)에 위치한 번호판의 경우 글자를 포함하여 그룹핑 

되었다. 양 옆의 숫자가 하나의 LP영역으로 그룹핑 되었다. (1, 

2)에서 추출된 오른쪽 번호판의 경우 위의 숫자는 크기가 작아 

MSER에서 추출되지 못하였고 남은 숫자에 대해 그룹핑 되었다. 

개정된 번호판은 좌·우가 숫자로 배열되어 있어 본 알고리즘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본 논문은 개정된 번호판 숫자를 학습 

샘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정 전 번호판 숫자 인식에는 인식되

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림 9의 좌, 우 두 영상은 개정 전 

번호판을 추출하지 못한 결과이다. 우측 이미지는 개정 후 번호

판은 인식되었지만 개정 전 번호판은 인식되지 못한 것을 나타낸

다.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숫자로 인식된 영역들이 LP 특징도 동

시에 지닌다면 번호판으로 인식한다. 그림 9의 가운데 이미지는 

일반적인 도시 풍경을 포함한다. 이미지 내에 특정 패턴이 숫자

로 추출된 영역 간의 명도·가로·세로 배열이 모두 유사하므로 번

호판으로 인식되었다.

3.6 알고리즘 성능 분석

그림 10은 OpenCv_Contrib의 End-to-End 방법[14]과 본 논

문의 알고리즘을 비교한 결과이다. 기존의 번호판 인식 알고리즘

은 일반적인 풍경을 포함한 번호판 추출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의 목적과 유사한 텍스트 추출 알고리즘과 비교하였다. 

번호판은 텍스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텍스트 추출 알고리

즘은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 첫 번째 행의 세 개 이미지에서 

초록색 사각형은 End-to-End 방법의 결과이고 두 번째 행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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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색 사각형은 제안된 알고리즘의 결과이다. 텍스트 추출 알고리

즘은 문자 영역 간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추출하지만 LP 특징은 

아니므로 패턴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고 본 알고리즘보다 많은 

부정 영역이 발생한다. 또한 본 논문의 적용 방법의 거짓긍정 제

거 효과가 강력함을 보여준다. 

표 1은 제안된 방법과 End-to-End 방법의 정확률과 재현율

을 나타낸 표이다. End-to-End 방법은 텍스트를 추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공정한 비교를 위해 글자가 

추출되었을 경우는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end-to-end 방법은 제

안된 방법보다 더 많은 부정영역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MSER로 

추출되었지만 번호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부정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78% 정확률을 가진

다. 하지만 검증용 이미지에서 번호판 숫자가 MSER로 추출되었

을 때 99% 재현율을 가졌기 때문에 제안된 방법은 일반적인 자

연 풍경을 포함한 이미지에서 번호판을 강건하게 추출한다.

표 1 성능 결과 분석 표

Table 1 Performance evaluation table

정확률 재현율

End-to-End[14] 45.45 % 69.83 %

our method 78.32 % 98.88 %

4. 결  론

본 논문은 제한되지 않은 일반적인 도심환경의 영상에서 

MSER을 통해 문자·숫자와 유사한 영역을 추출한 후, MB-LGP 

특징을 정의하고 다수의 특징 풀에서 최적의 특징만을 선택하는 

앙상블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숫자 추출에 적용하고, 필터링 

된 영역 유사도가 번호판 형태를 취하는 영역들을 묶는 번호판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LPR 알고리즘은 색상, 문자 

위치 정보·크기·색상·주변 경계 등의 유사도를 고려하여 찾기 때

문에 추출된 배경의 거짓 긍정 영역들이 번호판과 유사한 패턴을 

가진다면 실제 번호판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문자·숫자와 유사 영역에 대해 숫자인지 인식 후, 남은 영역들에 

대해 위치·배경색·크기의 유사성이 번호판의 특징을 가졌는지 검

사하기 때문에 영역 간 색상 및 색의 강도가 유사하고 위치 정

보가 인접한지의 판단을 이용하므로 보다 강인하게 번호판을 찾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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