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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컬러 공간  형태학  특징과 ART2 알고리즘을 이용한 차량 번호  인식 방법을 제안한

다. 번호 의 후보 역 에서 신·구 차량 번호 의 형태학  특성을 8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즘에 용하여 

잡음 역을 제거하고, 차량의 번호  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번호  역에서 번호  개별 역에 한 형

태학  특성을 고려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Labeling 알고리즘을 용하여 개별 문자를 추출한 후에 결합한다. 

이 게 분류된 개별 문자  숫자 코드를 ART2 알고리즘에 용하여 학습  인식을 한다. 제안된 차량 번

호  추출  인식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녹색 번호 과 흰색 번호   각각 100장의 이미지를  상

으로 실험한 결과, 제시된 차량 번호   추출  인식 방법이 실험을 통해서 효율 인 것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ethod of recognizing the vehicle license plate using color spac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RT2 algorithm.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ld and/or new style vehicle license plate among the candidate regions are 

applied to remove noise areas using 8-directional contour tracking algorithm, then follow by the extraction of vehicle plate. From 

the extracted license plate area, plat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re removed. After that, labeling algorithm to 

extract the individual characters are then combined. The classified individual character and numeric codes are applied to the ART2 

algorithm for the learning and recogni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our proposed extraction and recognition of 

vehicle license method, we have run experiments on 100 green plates and white plates. Experimental results shown that the 

proposed license plate extraction and recognition method was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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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로 인해 차량이 증하고 있

는데 비해 도로 사정이나 교통 상황을 리하는 인력

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인력으로 

재의 열악한 교통 리 체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

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동차의 자동인식 

시스템의 개발도 이 노력의 한 분야이다. 자동차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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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구별해 내고 문자인식을 통해 차량의 번호를 인

식하는 연구는 교통 단속은 물론 교통량 조사, 도난 

차량 검거, 출입 차량 통제, 주차 시설 리 등의 다

양한 분야에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 까

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

2006년 11월 이후 유럽형 신 차량 번호  등장으로 

인하여 신․구 차량 번호 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 

이에 맞는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이 요구된다.

기존의 차량 번호  역의 에지를 이용하여 번호

 역을 검출하는 방법은 속도면에서는 빠를지 모

르나 그림자나 번호 의 훼손 등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경우 번호  검출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번호 의 고

유특징  하나인 컬러공간을 이용하여 번호  역

을 제안한다[2].

획득한 차량 면 상을 RGB 컬러 공간을 이용

하여 녹색 번호  차량의 후보 역을 추출한다. 만일 

녹색 번호 에 한 후보  그 이 벨로 변환하여 

블록 이진화를 용하여 존재하지 않을 경우, 차량 

면 상을 번호  역의 후보 역을 추출한다[3]. 

이 게 찾은 번호  후보 역의 상에서 번호 의 

형태학  특성을 이용한 8 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

즘[4]으로 잡음을 제거하고 번호  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번호  역을 그 이 벨로 변환한 후, 평균 

이진화를 이용하여 번호  역을 이진화 한다. 이진

화된 번호  역을 8 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즘을 

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차 연산을 용시킨 후, 

Grassfire 알고리즘으로 라벨링하여 개별 코드를 추출

하고 ART2알고리즘을 용하여 인식한다.

Ⅱ. 제안된 신·구 차량 번호  역 추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차량 번호  인식은 그림 1과 

같이 차량의 면부 상을 RGB 컬러 공간  G, B

의 크기를 이용하여 상의 이미지를 변환 한 후 블

록 이진화를 용한다. 

이진화 상에서 번호 의 후보 역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원본 상을 그 이 벨로 변환 후, 블록 

이진화를 용하여 차량 상에서 차량 번호 의 형태

학  특성을 이용하여 8 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즘을 

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번호  역을 추출한다.

그림 1. 번호  역 추출 과정
Fig. 1 The process of license plate extraction

그림 2. 기존 녹색 번호 ( ․좌), 기존 크기 흰색 
번호 ( ․우), 유럽형 흰색 번호 (아래)

Fig. 2 Green license plate(upper, left), White license 
plate(upper, right), European white license plate(lower)

그림 2와 같은 차량의 면부 상에서 식(1)과 같

이 RGB의 G, B의 크기를 이용하여 입력 상을 변환

한다. 변환된 차량 상을 블록 이진화를 용하여 이

진화 한다. 이진화된 상의 번호  후보 역을 추출

하기 하여 8 방향 윤곽선 추척 알고리즘을 용한

다. 이와 같이 추출된 후보 역을 녹색 번호 의 형

태학  특징을 용하여 번호  역을 추출한다. 이

때 번호 의 역이 추출되지 않을 경우, 입력 상을 

그 이 벨로 변환한다. 변환된 상을 블록 이진화

를 용하고, 8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번호 의 후보 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후보 역에서 

흰색 번호  차량의 형태학  특징을 용하여 잡음

을 제거한 후, 번호  역을 추출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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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상들

이다.

① G와 B의 크기에 
따른 변환된 상

 ④ 그 이 벨로 변
환된 상

② 블록이진화 상 ⑤ 블록 이진화 상

③ 잡음제거 상 ⑥ 잠음제거 상

⑦-1 번호  역 ⑦-2 번호  역

그림 3. 번호  역 찾는 과정
Fig. 3 The process of finding the license plate area

번호  역의 추출을 한 차량 번호 의 형태학

 특징은 다음과 같다[5].

① 번호 의 가로 넓이가 세로 넓이보다 길다.

② 번호 의 가로  세로 비율은 2 : 1 이상이고, 

5 : 1 이하이다.

③ 검은 픽셀과 흰 픽셀의 비는 1 : 3 이상이고, 1 

: 2 이하이다.

④ 번호  상의 윤곽선의 크기는 100×30 픽셀 

이상이고, 450×90 픽셀 이하이다.

Ⅲ. 번호  개별코드 추출

차량의 상에서 추출된 번호  역을 효과 으로 

추출하기 해 기존 크기의 번호  상은 가로 250 

픽셀과 세로 125 픽셀로, 유럽식 번호  상은 가로 

400 픽셀과 세로 80 픽셀로 정규화를 한다. 이 게 정

규화된 상을 그 이 벨로 환하고, 평균 이진화

를 이용하여 번호  역을 이진화 한다. 이진화된 

상에서 녹색 번호 과 흰색 번호 의 음 이 반 로 

되어 있어 녹색 번호 을 0은 255로 255는 0으로 역

변환 한 후, 8 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즘을 용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번호  역에서 잡음을 제거하기 

한 범 는 번호  역의 가로․세로 길이의 크기

가 20 픽셀 이하이거나, 가로길이의 0.5 이상인 가로 

길이이거나, 가로․세로의 크기가 각각 10픽셀 이하인 

경우를 잡음으로 간주하고 제거한다. 제거된 상에서 

Grassfire 알고리즘으로 라벨링하여 개별 코드를 그림 

4와 같이 추출한다.

추출된 개별 코드 상에서 그림 5와 같이 자음과 

모음이 떨어져 있는 경우 개별 코드를 하나의 문자로 

결합하고, ART2 알고리즘의 입력 패턴으로 용하기 

해서 개별 코드를 정규화를 한다.

① 번호  역 상

② 이진화 상

③ 잡음 제거  개별 코드 추출

그림 4. 개별 코드 찾는 과정
Fig. 4 The process of finding an individual code

그림 5. 자음과 모음 결합
Fig. 5 Combining the consonants and vowels

Ⅳ. ART2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별코드 인식

본 논문에서는 추출된 개별 코드를 인식하기 해

서 ART2 알고리즘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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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2 알고리즘은 입력 패턴에 한 목표치가 없

이 군집화가 가능한 비지도 학습이며 비교  빠른 시

간 내에 군집화가 가능하고 동 으로 클러스터의 생

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 경쟁 학습의 약

인 안정성을 보강한 모델이며, 이진 패턴만 처리 가능

한 ART1과 달리 아날로그 입력패턴 처리가 가능한 

장 이 있다[6].

본 논문에서는 ART2 알고리즘을 용하여 개별 

코드를 인식한다. ART2의 학습에 용되는   숫자 

코드는 ‘0’부터 ‘9’까지 총 55개와 문자 코드 ‘가’부터 

‘허’까지 총 160개의 패턴을 용하여 제시된 패턴에 

해 간층 출력값을 계산하고, 승자 노드를 구한다. 

승자 노드에서 유사도()를 기 으로 클러스터링하여 

126개의 패턴으로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구 하기 하여, 실험 

환경으로 Intel Pentium(R) CPU 3GHz 와 512MB 

RAM이 장착된 IBM 호환 PC상에서 VC++ 6.0을 사

용하 다. 640 X 480 크기의 비 업용 차량의 녹색 

번호 과 흰색 번호 의 차량 면부 상 각각 100

장을 상으로 성능 평가에 용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차량 번호  추출  인식 방

법을 용하여 차량의 번호  역  번호  개별 

코드를 추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녹색  흰색 번호  추출 결과
Table 1. The results of green and white license plate 

extraction

녹색 번호

(추출 개수/ 상 

개수)
흰색 번호

(추출 개수/ 상 

개수)
번호  추출 100 / 100 100 / 100
숫자 코드 594 / 600 600 / 600
문자 코드 100 / 100 100 / 100

표 1과 같이 차량 번호  역은 모두 추출되었으

나 추출된 녹색 번호 의 개별 코드 에서 일부는 

정확히 추출되지 않았다. 개별 코드 추출에 실패한 경

우는 그림 6과 같이 차량 번호 의 쪽 부분과 내부 

개별 코드들의 간격이 미세하여 이진화를 할 경우 서

로 이어지는 상이 발생하여 개별 코드를 추출하지 

못하 다.

그림 6. 개별 코드 추출에 실패한 상
Fig. 6 Video that show the failure of extraction on 

individual code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검출한 개별 코드 

1394개에 에서 215개를 ART2의 학습 패턴으로 

용하 고 1179개는 테스트 패턴으로 용하 다.  

ART2 알고리즘을 용하여 성능을 평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총 1394개의 개별 코드를 

ART2 알고리즘으로 인식한 결과,  숫자 코드 1194개

와 문자 코드 200개가 모두 인식되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 용한 ART2 알고리즘이 개별 코드 인식에 

효율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개별 코드 인식 결과
Table 2. The result of individual code recognition

숫자 문자 합계

클러스터 수 30 96 126

인식 개수

(인식 수/ 

추출 수)

1194 / 1194 200 / 200 1394 / 1394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GB 컬러 공간을 이용하여 녹색 번

호  역을 추출하고 블록 이진화를 이용하여 흰색 

번호  역을 추출하는 신․구 번호 의 추출  인

식 방법을 제안하 다. 차량의 면부 상에 하여 

RGB 컬러 공간의 R과 G값의 크기를 이용하여 녹색 

번호  차량의 후보 역을 추출하 다. 추출된 번호  

역을 그 이 벨로 변환한 후, 평균 이진화를 이용

하여 번호  역을 이진화 하 다. 이진화된 번호  

역은 Grassfire 알고리즘으로 라벨링하여 개별 코드

를 추출하고, ART2 알고리즘을 용하여 개별 코드

를 인식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차량 번호  추출  인식 방

법을 실제 비 업용 차량 녹색 번호 과, 흰색 번호

을 상으로 면부 상 각각 100장에 용한 결과, 

200장의 차량 상 에서 200개의 번호 이 모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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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되었으며, 추출된 번호  역에서 개별 코드는 

1400개  1394개가 추출되었다. 추출된 개별 코드를 

ART2 알고리즘에 용하여 인식한 결과, 숫자 코드 

1194개와 문자 코드 200개가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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