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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컨테이너 표면에는 화물의 위험성을 표시하기 위해 다양한 플래카드를 부착한다. 위험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경

우 일반 컨테이너와 별도로 관리되는 등 그 처리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항만 자동화 시스템의 일부로 플래카드 자동 

인식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플래카드 자동 인식의 전단계로 컨테이너 영상에서 플래카드 영

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플래카드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모두 다이아몬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식에

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컨테이너 표면이 평면이 아니어서 플래카드 영상이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은 인식에

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을 실제 영상에 적용하였을 때 유형 2 오류(false negative error)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관심 영역 추출을 위해 추출하고자 하는 대상의 형태적인 특징과 기본적인 이미지 연산만을 사용하였

으므로 다양한 형태 기반의 관심 영역 추출에 적용될 수 있다.

ABSTRACT

Containers are fitted with various placards on the surface to indicate the risk of cargo. If the containers are loaded with 
dangerous goods, care should be taken in handling the containers. Therefore, as part of the port automation system, there 
is a demand for automatic placard recognition. In this paper, proposed is a method to extract placard areas from a 
container image, which is the first part of the placard recognition system. The fact that placards are of various types but 
all have a diamond shape can be an advantage in recognition. However, it is a disadvantage in recognition that the 
placards can be distorted in various ways because the container surface is not flat. When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to actual images, type I error did not occur. In addition, since the shape feature of the object and basic image 
operations are used to extract regions of interest, it can be applied to various shape-based region extrac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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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컨테이너는 해상을 통한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대표

적인 수단 중 하나다.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되는 화물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 중 위험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의 

경우 운송 및 처리 과정에서의 주의를 위해 플래카드를 

컨테이너 표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플래카드는 컨

테이너의 여러 면에 부착하지만, 플래카드 자동 인식을 

위해서는 촬영이 상대적으로 쉬운 후면 플래카드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되는 위험물을 표시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IMDG code)을 통해 위험물을 나타내는 라

벨을 정의하고 있다. 위험물은 9개의 클래스로 나뉘며 

각 클래스는 다시 여러 개의 하위 클래스로 나뉜다[1].

Table. 1 Container placards

Class Label

1

2

3

4

5

6

7

8

9

위험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운송 및 처리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컨테이너 부두에서도 위험물의 종류

에 따라 전용 구역을 설치하여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항만 자동화 시스템의 일부로 위험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수요가 생

겨나고 있다. 플래카드 인식은 영상에서 적은 부분을 차

지하는 다수의 변형된 대상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통 표지판 인식[2-3]과 유사하다. 동일한 모양 내의 서

로 다른 정보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번호판 

인식[4]과도 유사하지만, 번호판 인식의 경우 인식 대상

에 변형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통 표지

판이나 번호판 인식은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을 추출한 후 이를 인식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플래카드 인식 역시 두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인식 대상의 특성 차이에 의해 각 단계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컨테

이너 표면이 평면이 아니어서 인식 대상에 다양한 변형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플래카드 인식에서는 변형과 잡

음에 강한 방법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플래카드 자동 인식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인 관심 영역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관심 영역 추

출을 위해서는 플래카드가 다이아몬드 형태를 가진다

는 점, 그리고 실제 획득된 영상에서는 다양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상 인식을 

위해서는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5-6] 등
의 방법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변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학습 데이

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플래카드 영상은 많은 수를 확

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CNN은 학습 과

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플래카드 인식 시

스템에서 고려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이 논

문에서는 플래카드의 형태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기본

적인 이미지 연산을 사용하여 관심 영역을 추출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또한, 관심 영역 추출은 인식의 전단계

인 만큼 유형 2 오류(false negative error)는 발생하지 않

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발생한 유형 1 오류(false positive 
error)는 인식 단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
안하는 방법을 실제 컨테이너 영상에 적용하였을 때 유

형 2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심 영역 

추출 및 인식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래카드의 형태적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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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기본적인 이미지 연산을 통

해 관심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실험 결과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4장에서 언급한다.

Ⅱ. 플래카드

플래카드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표 1의 플

래카드는 사용되는 플래카드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일부 변형된 플래카드까지 포함하면 조사된 플래카드

의 수만도 70여 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체 컨테이너

에서 플래카드가 부착된 컨테이너는 극히 일부분에 지

나지 않아 데이터 획득이 쉽지 않으므로 CNN과 같은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행히 플

래카드는 그 크기와 형태가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정의

되어 있으므로 플래카드 인식 시스템은 플래카드의 형

태적인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래

카드는 그림 1과 같이 다이아몬드 형태에 클래스 마크, 
부가 정보, 클래스 번호 등이 기록된다.

Fig. 1 Information on a placard

각 내용은 그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세부 위치와 형

태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림 2는 클래스 6에 속하는 동

일한 플래카드의 예로, 특히 부가 정보의 내용과 크기에

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심 영역 추

출을 위해서는 모든 플래카드의 공통점인 다이아몬드 

형태라는 점을 사용해야 한다.

   

Fig. 2 Different placards of the same class

모든 플래카드가 다이아몬드 형태를 가지기는 하지

만 컨테이너 표면이 평면이 아니어서 플래카드 영상에 

다양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관심 영역 추출 

및 인식에서 문제가 된다. 그림 3은 컨테이너 표면에 의

해 발생하는 변형의 예를 보인 것으로, 수직 방향의 변

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외에도 수평 방향의 변형, 
곡면에 의한 변형, 플래카드가 기울어져 부착되어 발생

하는 변형, 플래카드 일부분이 들떠서 발생하는 변형 등 

다양한 변형이 존재한다.

(a) Vertical deformation (b) Horizontal deformation

(c) Curved deformation (d) Rotational deformation

Fig. 3 Placard image deformation

플래카드에는 이처럼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지만, 기
본적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45° 및 

–45° 대각선 성분을 기준으로 관심 영역을 찾아낼 수 

있다. 다만 다양한 변형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의 적용 범위를 넓혀 유형 2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

에서 후보 영역을 추출한 후, 추출된 후보 영역에 대한 

검증을 통해 관심 영역의 수를 줄이거나 인식 단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에서는 일부 후보 영

역을 검증을 통해 제거하고 제거되지 않는 영역은 인식 

단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Ⅲ. 관심 영역 추출

플래카드 인식에 사용되는 영상은 RGB 컬러 이미지

로, 컨테이너 차량이 검사소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촬영

된다. 촬영된 영상은 관리용으로 별도 저장될 수 있으므

로 가능한 높은 해상도로 촬영할 예정이다. 영상 촬영 

시점은 컨테이너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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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컨테이너 후면의 크기는 거의 일정하고, 따라서 

영상에 포함된 플래카드 영역의 크기 역시 거의 일정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영상 획득을 위한 환경은 

컨테이너 게이트로 통제 가능한 환경이므로 영상의 품

질은 균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험 영상은 컨테이너가 검사소를 통과하는 위치에

서 임시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되었으며 컨테이너 후면 

전체가 약 2000×2000 크기로 촬영되었다. 관심 영역 추

출에서는 플래카드 내 내용이 아닌 대각선 성분을 기준

으로 하므로 영상의 해상도가 높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플래카드 영역이 100×100 전
후 크기를 가지도록 영상의 크기를 원본 크기의 약 34%
로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Fig. 4 ROI extraction process

그림 4는 관심 영역 추출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나타

낸 것으로, 대각선 성분을 기준으로 관심 영역을 추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미지 연산만을 사용하여 구성하

였다[7-9].
입력되는 영상은 먼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변환하

고, 가우시안 필터링을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한 후, 캐니 

경계선 검출기를 사용하여 경계선 검출을 시행하였다

(edge detection)(그림 5-(b)). 경계선 영상에는 컨테이너

의 특성에 의해 수직 또는 수평선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관심 영역 분리에 방해가 되므로 연속된 수직 또는 수평

선을 제거하였다(line removal)(그림 5-(c)). 수직선 제거

는 동일한 x 위치에 검정색 픽셀이 5픽셀 이상 연속해서 

y축 방향으로 존재하면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수평선 제거 역시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직 및 수평선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크기의 

잡음은 픽셀 수를 기준으로 제거한 후 남아있는 경계선 

성분들에 대해 8방향 연결 컴포넌트를 찾아내었다

(connected component labeling)(그림 5-(d)). 직선 제거 

과정에서 플래카드의 경계선이 일부 제거되어 플래카

드 전체가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따
라서 연결 컴포넌트의 바운딩 박스(bounding box)를 기

준으로 인접한 영역을 병합하여 플래카드 영역이 하나

의 영역이 되도록 하였다(component merging)(그림 

5-(e)). 영역 병합은 플래카드 크기를 100×100으로 가정

했을 때 10픽셀 이상 크기의 영역이 5픽셀 이내 거리에 

있을 때 병합하는 규칙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병합한 영역 중 일정 크기 이상의 영역을 

후보 영역으로 선정하였다(그림 5-(f)). 선정된 후보 영

역에는 2개 이상의 플래카드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직

선 성분을 기준으로 다시 세부 영역으로 나눈다. 

(a) Original image (b) Edg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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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ine removal (d) Connected component 
labeling

(e) Component merging (f) Candidate region

Fig. 5 Candidate region detection

그림 6은 후보 영역에 대한 영역 분할 및 검증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a)에서 후보 영역에는 2개의 플

래카드가 포함되어 있다. 후보 영역은 먼저 45° 회전시

킨다(그림 6-(d)). 원 영상에서 대각선은 45° 회전시킨 

영상에서 수직 또는 수평선으로 나타나므로 대각선에 

비해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a) Candidate region

(b) Histogram on X

(c) Histogram on Y (d) Rotated image

(e) Peak detection (f) Region verification

Fig. 6 Region separation

회전된 영상에 대해서는 x축과 y축 방향으로 직선 성

분을 누적시킨 히스토그램을 구한다(line histogram)(그
림 6-(b), (c)). 이때 히스토그램은 픽셀 수가 아닌 일정 

길이 이상의 연속된 픽셀로 이루어지는 직선 성분의 수

를 누적시켜 일정 길이 이상의 직선만이 강조되도록 하

였다. 또한 영상 획득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수직 또는 

수평선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인접한 위치의 픽셀 수를 합

함으로써 회전 전 45°±α 범위의 대각선 성분이 포함되

도록 하였다. 구해진 히스토그램의 국부 최대 위치에서

는 직선을 기대할 수 있다(peak detection)(그림 6-(e)). 
하지만 피크 간격이 너무 작거나 큰 경우에는 플래카드

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피크 사이의 거리가 기준 크기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관심 영역 후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6-(e)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피

크 1와 피크 2사이 그리고 피크 2와 피크 3 사이에 관심 

영역 후보가 위치하며 수직 방향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기준으로 관심 영역 후보는 모두 4개를 찾아낼 수 있다. 
찾아진 관심 영역 후보는 실제 관심 영역인지를 검증할 

수 있다(region verification). 하지만 관심 영역 후보의 

검증은 관심 영역 추출부와 인식부 모두에 포함될 수 있

으므로 인식부의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

에서는 관심 영역 후보의 경계 부분에 직선 성분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여 최종 관심 영역을 결정하는 방법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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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그림 6-(f)에서는 그림 6-(e)
의 4개 관심 영역 후보 중 2개의 관심 영역 후보만이 최

종 관심 영역으로 확정되었다. 그림 7은 구해진 관심 영

역을 원본 이미지에 표시한 것이다.

Fig. 7 ROI marking

제안하는 관심 영역 추출 방법을 실제 컨테이너 이미

지에 적용한 결과 모든 테스트 이미지에서 플래카드 영

역이 관심 영역에 포함되었다. 즉, 유형 2 오류는 발생하

지 않았다. 반면 유형 1 오류는 일부 발생하였다. 총 24
개의 플래카드가 부착된 15장의 컨테이너 영상과 플래

카드 이외의 부착물이 있는 5장의 컨테이너 영상을 대

상으로 실험한 결과 추출된 관심 영역 후보는 50개였지

만, 영역 검증을 거친 최종 관심 영역은 39개로 약 1.6배
로 나타났다. 영역 검증 과정에서 중첩된 영역 검사, 영
역 내 구성 요소 검사 등의 추가 검증 도입을 통해 최종 

관심 영역의 수를 더 줄일 수 있지만, 인식부와의 연계

가 확정되지 않아 이 논문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히

스토그램 분석을 통한 직선 성분 검사만 적용하였다.
잘못된 관심 영역이 추출되는 경우 대부분은 그림 

8-(a)과 같이 여러 개의 플래카드가 부착된 경우로 직선 

성분 히스토그램의 임계치를 낮게 설정해서 발생하였

다. 임계치를 높게 설정하면 잘못된 관심 영역의 수는 

줄일 수 있지만, 플래카드 변형으로 인해 유형 2의 오류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역 검증 또는 인식부에서 처리

하도록 하였다. 
잘못된 관심 영역이 추출되는 또 다른 예는 그림 

8-(b)에서와 같이 플래카드가 기울어져 부착된 경우로 

직선 성분 히스토그램에서 45°±α 범위의 대각선 성분이 

포함되도록 하여 비슷한 위치에서 여러 개의 피크가 발

생했기 때문이다. 영역 중첩 검사를 통해 영역 병합이 

가능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a) Multiple placards in a candidate region (4 ROIs)

(b) Rotated placard (2 ROIs)

Fig. 8 Type II error in ROI extraction

Ⅳ. 결 론

컨테이너 표면에는 화물의 위험성을 표시하기 위해 

다양한 플래카드가 부착되며, 항만 자동화 시스템에서

는 위험물 자동 관리를 위해 플래카드를 자동으로 인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플래

카드 자동 인식을 위한 전단계로 관심 영역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플래카드는 그 종류가 많

고,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며, 데이터 획득이 쉽지 않아 

학습이 필요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논

문에서 제안한 관심 영역 추출 방법은 플래카드가 다이

아몬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이미지 연산만으로 관심 영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제안

하는 방법을 실제 컨테이너 영상에 적용했을 때 유형 2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유형 1 오류는 더욱 엄밀

한 영역 검증을 통해 줄일 수 있지만, 인식 단계와의 연

동을 고려하여 대각선 성분 검사만을 적용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이 관심 영역을 유형 2 오류 없이 찾아

내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미지의 특성과 연관성이 높다. 
실험 영상은 야외에서 촬영된 것으로 실제 시스템이 설

치될 장소에서 획득되는 영상과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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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하는 방법은 대각선 성분의 유무가 영역 추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특성의 영상에서 대각선 

성분에 민감한 경계선 검출기에 관한 연구가 보완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영역 분할에서 대부분의 

유형 1 오류가 발생하므로 히스토그램 생성 및 피크 검

출 과정에서의 보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개선점

에 대해서는 인식부와의 연동을 고려하여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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