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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량의 출입통제 및 주정차 단속 등이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촬영 각도에 

따라 기울어지거나 왜곡된 번호판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는 번호판 영역 추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번호판의 배경과 문자의 밝

기 대비가 커서 그 분포가 이원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이용하여 번호판의 중심부와 대략적인 후보 영역을 추출한다. 이후 허프 

변환을 통하여 번호판의 네 모서리에 해당하는 직선을 검출한다. 이들 네 직선의 교점이 번호판의 꼭짓점이 된다. 네 꼭짓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왜곡된 번호판을 실제 번호판의 가로와 세로 비율에 맞는 정규화 된 모양으로 변환한다. 차량의 측면 1m~3m
사이의 다양한 거리에서 촬영한 이미지로 실험한 결과 일반적인 실외 조명 아래에서 차체의 색에 관계없이 번호판 영역 추출에 

성공하였다.

키워드: 차량 번호판 추출(license plate extraction), 기울어진 번호판(slanted license plate), 이원 양상(bimodality), 
허프 변환(Hough Transform)

I. 서 론

최근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구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은 ITS의 핵심 기술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차량의 출입 통제 및 주정차 단속 등이 이를 통해 

자동화 되고 있다.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은 크게 번호판 영역 추출과 문자 

인식의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번호판 영역을 정확히 

추출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한다. 기존의 번호판 영역 

추출 연구로는 번호판 고유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1], 번호판 

모서리나 문자의 모서리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2][3][4], 문자 영역

의 명암도 변화 양상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5][6] 등이 있다. 그러나 

번호판이 일정 각도 이상 기울어지거나 왜곡된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으로 번호판 추출이 어렵다. 

기울어진 번호판에 대한 연구는 먼저 구형 번호판의 배경 색인 

초록색을 번호판 영역의 특징으로써 검출하는 방법이 있다.[1] 하지

만 신형 번호판의 경우 배경 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 차체나 

주변의 흰색 건물 등과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수평선을 따라 명암도 

변화를 분석하여 번호판의 문자 영역을 검출해 내는 방법의 경우 

번호판이 일정 각도 이상 기울어지면 명암도 변화 빈도 특징을 잃어

버려 번호판을 추출하기 어렵다.[6]
본 논문은 촬영 각도에 따라 번호판이 일정 각도 이상 기울어지거

나 왜곡된 경우에도 번호판 영역을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기울어지거나 왜곡된 번호판 추출 에 대한 연구는 

주차 단속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성능 

변화 없이 cctv나 블랙박스의 촬영 각도를 유연성 있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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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번호판의 일부 영역, (b) 그 영역의 히스토그램(가로축: 

밝기 값, 세로축: 픽셀 수)

Fig. 1. (a) A part of a plate, (b) Histogram of the part(x-axis: 

intensity value, y-axis: number of pixels) 

II. 번호판 영역 추출

1. 이원 양상(bimodality)를 통한 번호판 중심부 및 후보 

영역 추출

번호판의 특징은 배경과 문자의 밝기 대비가 극명하다는 것이다. 
밝기 대비가 큰 두 색으로만 이루어진 영역의 밝기 값에 대한 픽셀 

분포 히스토그램을 그려 보면 두 개의 정점이 넓은 간격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는 이원 양상(bimodality)을 띈다. [그림 1]은 신형 번호

판의 일부 영역과 그 영역의 히스토그램이다. 히스토그램은 각 밝기 

범위에 해당하는 픽셀 수를 나타낸 것이고 밝기는 0(검은색)과 255
(흰색) 사이의 값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면 단위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기울어지거나 왜곡

된 번호판 에서도 안정적으로 번호판의 특징을 가지는 영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영상을 번호판 보다 작은 크기의 블록들로 

격자화 한 뒤 각 블록에 이원 양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이원 양상을 가지는 블록으로 판단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밝기 

값에 대한 픽셀 분포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가지는 

계급을 , 그 계급의 빈도수를 이라 하고 에 접해있지 않되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가지는 계급을 , 그 계급의 빈도수를 

라고 하자. 첫째, 이 블록의 전체 픽셀 수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블록이 두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적어도 한 가지 

색은 블록 전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둘째, 
가 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은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색도 일정 비율 이상 존재할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과 

사이의 간격이 σ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두 색의 밝기 대비가 

클 것을 의미한다. 

(a)

(b)

(c)

그림 2.  (a) 원본 이미지 (b) 이원 양상을 가지는 블록들 표시, (c) 

추정된 번호판의 중심부(노란색)와 번호판 존재 후보 영역(파란색)

Fig. 2. (a) An original image, (b) Blocks with bimodality, (c) 

Estimated plate’s center(yellow) and a candidate region of 

the plate(blue)

ⅰ) ≥  # of total pixels × 0.25
ⅱ) ≥ × 

ⅲ)   ≥    

실험 시 σ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인 신형 번호판의 경우 100
으로 설정하였고 초록색 바탕에 흰색 문자인 구형 번호판의 경우 

밝기 대비가 신형 번호판보다 작기 때문에 95로 설정하였다. [그림 

2]의 (b)에 원본 이미지 (a)에 대한 이원 양상을 가지는 블록들을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원 양상들을 가지는 블록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영역

을 찾는다. 이미지의 각 픽셀을 중심으로 하여 번호판이 충분히 포함

될만한 일정 크기의 사각형 영역을 잡고 그 안에 이원 양상을 갖는 

블록의 개수가 가장 많은 픽셀을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 단축

을 위해 이원 양상을 가지는 블록들의 중심 픽셀에 대해서만 검색하

였다. 선택된 픽셀을 번호판의 중심부로 추정한다. 또한 그 픽셀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 크기의 사각형 영역을 번호판이 존재하는 후보 

영역으로 추정하고 이후 번호판 모서리를 찾는 과정은 이 영역 내에

서 진행한다. [그림 2]의 (c)에 추정된 번호판의 중심부와 번호판 

존재 후보 영역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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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프 변환을 통한 번호판의 네 꼭짓점 추출

2.1 소벨 마스크를 이용한 에지 검출

번호판 모서리를 찾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에지를 검출한다. 
에지 검출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이용될수 있으나 소벨 마스크가 

일차 미분 값을 사용하므로연산속도도 빠르고 잡음에 강하며 두꺼

운 에지를 구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된다[6]. 본 논문에서도 소벨 마스

크를 사용하였다.

             (a)                          (b)

             (c)                          (d)

 (e)

그림 3. (a) 번호판 모서리 직선의 후보들, (b) 검출된 두 개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선분, (c) 회전된 이미지와 나머지 두 개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선분, (d) 번호판의 네 꼭짓점, (e) 양선형 변환 

후의 번호판

Fig. 3. (a) Candidates of plate edge lines, (b) Two estimated 

edge line segments, (c) Rotated image and rest of the edge 

line segments, (d) Four apexes of a plate, (e) A plate after 

bilinear transformation

2.2 허프 변환을 이용한 번호판 모서리 추출

기울어진 각도에 관계없이 번호판의 모서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앞에서 검출된 에지 픽셀들을 허프 변환(Hough Transform)하여 

직선을 검출한다. 번호판 모서리 직선의 후보를 정할 때에는 두 선분 

사이의 간격이 기준 값 이하일 때 연결된 선분으로 보았고, 선분이 

일정 길이 이상일 때 후보에 포함시켰다. [그림 3]의 (a)에 후보 

선분들을 도시하였다. 
먼저 앞에서 추정한 번호판의 중심부로부터 위 방향과 아래 방향

으로 이동하며 후보 직선들 중 가장 가까운 직선을 검색한 것이 

번호판의 두 모서리에 해당하는 직선이 된다. [그림 3]의 (b)에 검출

된 두 개의 번호판 모서리에 해당하는 선분을 도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나머지 두 개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직선을 검출하여

야 한다. 이들을 정확히 검출하기 위하여 이미지가 기울어진 각도 

만큼 회전시킨 후 수직에지 성분만 검출하는 소벨 연산자를 적용한

다. 이미지가 기울어진 각도는 이전에 검출했던 두 개의 직선들로부

터 알아낼 수 있다. 검출된 에지 픽셀을 허프 변환 한 후 같은 방법으

로 후보 직선을 정한다. 그 후 번호판의 중심부로부터 좌우로 이동하

며 가장 가까운 직선을 검색한 것이 나머지 두 개의 모서리에 해당하

는 직선이 된다. [그림 3]의 (c)에 모서리에 해당하는 선분들을 도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출된 네 개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직선들의 교점을 

구해 번호판의 꼭짓점을 찾는다. [그림 3]의 (d)에 네 꼭짓점을 도시

하였다.

 
 

 
 

  

그림 4. 양선형 변환

Fig. 4. Bilinear Transformation

3. 정규화 된 모양으로 변환

앞에서 네 꼭짓점을 찾아 번호판 영역을 특정하였다. 이 번호판 

영역을 신형과 구형 번호판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각각 52:11과 

2:1 임을 이용하여 직사각형으로 모양으로 정규화 한다. 정규화는 

식 (2)의 양선형 변환을 통해 한다. [그림 4]에 식에 쓰인 변수들을 

표시하였다. u, v는 원본 이미지 상의 좌표, x, y는 정규화 된 직사각

형의 좌표이다. px, py는 정규화 된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변위 

값을 각각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그림 3]의 (e)는 양선형 변환 후의 번호판이다.

III.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2448×3264 또는 1080×1920 
크기의 사진과 동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주차 단속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에 적용 가능하도록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선 상태에

서 촬영하였고 차량의 정면이 아닌 양 측면에서 촬영하였다. 인도에

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촬영할 때에는 측면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1m에서 3m까지 다양한 거리에서 촬영하였다. 
[그림 6]에 몇 가지 실험 이미지와 그 결과를 도시하였다. [그림6]의 

(a) 는 비스듬히 찍힌 차량 사진 또는 동영상 개별 프레임이다. (b)는 

번호판 영역 추출 결과이다. 일반적인 주간 실외 조명하에서 차체의 

색에 상관없이 번호판 영역 추출에 성공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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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6. (a) 비스듬히 찍힌 차량 이미지 (b) 이원 양상을 가지는 

블록들(위), 번호판 영역 추출 결과(아래)

Fig. 6. (a) Slanted car images, (b) Blocks with bimodality(up), 

Results of license plate region extraction(bottom)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촬영 각도에 따라 번호판이 기울어지거나 왜곡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차량 번호판 영역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번호판의 배경과 문자의 밝기 대비가 크기 때문에 밝기

에 따른 픽셀 분포 히스토그램이 이원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이용하

여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였다. 번호판 영역은 기울어진 정도에 무관

하게 이원 양상을 나타내므로 이 특성을 이용하여 기울기에 불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원 양상은 신형 번호판과 구형 번호

판 모두에 나타나는 성질이므로 간단한 파라미터 조정만 하면 신형

과 구형 번호판 추출에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주간 실외 조명하에서 차체의 색에 관계없이 번호판 추출에 성공하

였다. 
추후 실험 이미지의 개수와 다양성을 늘려 실험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추출된 번호판 영역에서 개별 문자를 추출하여 문자 인식

까지 성공적으로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가변적인 광량

과 가변적인 조명하에서 안정적으로 번호판을 추출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1] Sung-Won Mun, Un-Dong Chang, Young-Jun Song, "The 
Detecton of Slanted Car License Plate Reg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siation, Vol. 4, No. 3, pp. 125-130, 
September 2004. 

[2] Lisheng Jin, Huacai Xian, "Licnese Plate Recognition 
Algorithm for Passenger Cars in Chinese Residential Areas," 
Sensors, pp.8355-8370, 2012.

[3] Jin-Ho Kim, "Distortion Invariant Vehicle License Plate 
Extraction and Recognition Algorith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siation, Vol. 11, No. 3,  pp. 1-8, March 
2011. 

[4] M. A-Ghail, Syamsiah Mashohor, Abdul Rahman Ramli, 
and Alyani Ismail, "Vertical-Edge-Based Car-License-Plate 
Detection Method," IEEE Transactions on Vehicular 
Technology, Vol. 62, Issue. 1,  pp. 26-38, January 2013.

[5] Sook Kim, Hyung Ki Cho, Joon Young Minn, Jong Uk 
Choi, "A License Plate Extraction Algorithm using 
Brightness Vector," Journal of KIISE(B), Vol. 25, No. 4, 
pp. 676-684, April 1998.  

[6] Gun-Seo Koo, "The FE-MCBP for Recognition of the Tilted 
New-Type Vehicle License Plat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Vol.12, No. 5, pp.73-81, 
November 2007.

[7] C.N.Anagnostopoulos, I.Anagnostopoulos, V.Loumos, and 
E.Kayafas, "A license plate recognitin algorithm fo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applications,"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Vol.7, 
Issue. 3, pp.377-392, September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