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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 번호판 인식은 대중적인 감시 기술 중의 한 종류로서, 주어진 비디오나 영상 내 광학문자 인식을 수반한다. 
번호판 인식은 자동차 번호판 국부화, 번호판의 크기, 차원, 명암대비, 밝기를 조정하는 정규화, 개별문자를 얻어내

는 문자 분할, 문자를 인식하는 광학 문자 인식, 번호판의 형태, 크기, 위치 들이 연도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번호판

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여 구문 분석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본 논문에서는 EmguCV를 이용하여 구현한 번호

판 감지를 수행하여 위치를 찾아내고, 오픈 소스 광학 문자 인식 엔진으로 잘 알려져 있는 테서렉트 OCR을 이용하여 

번호판의 문자를 인식하는 자동 인식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번호판의 촬영 각도, 크기, 밝기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에 

관해 기술하였다.

ABSTRACT

LPR(License plate recognition) is a kind of the most popular surveillance technology based on accompanied by a 
video and video within the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LPR need a many process. One is a localization of car license 
plates, license plate of size, space, contrast, normalized to adjust the brightness, another is character division for 
recognize the characte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to win the individual characters, character recognition , the other 
is phrase analysis of the shape, size, position by year, the procedure for the analysis by comparing the database of 
license plate having a difference by region. In this paper, describing the results of performance of  license plate 
recognition S/W, which was implemented using EmguCV, find the location, using the tesseract OCR, which are well 
known to an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engine of open source, the characters of the license plate image capturing 
angle of the plate, image size, brigh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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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Emgu CV는 OpenCV의 닷넷 래퍼로, 교차 플랫폼 영

상처리 라이브러리이다. 즉 Emgu CV는 닷넷에서 쓸 

수 있게 한 OpenCV라고 할 수 있다. c#, 비주얼베이직, 

아이언파이썬,VC++ 등 몇몇 언어를 지원한다. 모노로 

Emgu CV를 컴파일할 수 있으며 윈도우, 맥 OS X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아이폰, 아이패드등의 모

바일 플랫폼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1].

Emgu CV의 목표중의 하나는 닷넷 개발자가 사용이 

간단한 컴퓨터 비전 기반을 제공함에 있으며, 상당히 

정교한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할 때 도움을 

주는데 있다. Emgu CV라이브러리는 비전 관련한 영역 

중 다수를 포괄하는데, 공장 생산품 검사, 의학 영상, 사

용자 인터페이스, 카메라 교정, 스테레오 비전, 로봇공

학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 컴퓨터 비전과 기계 학습은 

종종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Emgu CV에도 OpenCV 영

상처리 라이브러리의 범용 기계 학습 라이브러리가 모

두 담겨 있다.

Emgu CV는 제품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오픈소스로 

하되, 무료로 배포해야 하는 GPL라이선스와 비공개 소

스로 배포할 수 있는 상업용 라이선스가 있다. 

문서나 예제, 자료들은 OpenCV에 비해 많지 않는 부

분이 있지만, Emgu CV가 OpenCV의 래퍼라는 부분에 

있어서 OpenCV를 이해한다면 라이브러리 사용에 있어

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의 단점에도 불구하

고 성능 면에서는 OpenCV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라

이브러리 사용에 있어서는 닷넷의 편의성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 번호판 이식은 감지보다 더 많이 복잡한 작업

으로, 영상 안에서 자동차 번호판 위치를 찾은 후에 자

동차 번호판 영상을 텍스트로 변환한다. 이 논문에서는 

광학문자 인식관련 기술 이용 및 자동 인식 프로젝트를 

구현하였다.

Ⅱ. 본  론

자동차 번호판 인식(License Plate Recognition)은 대

중적인 감시 기술 중의 한 종류로서, 주어진 비디오나 

영상 내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수반한

다. LPR시스템은 낮과 밤, 날씨에 되도록 영향을 덜 받

을 수 있도록 카메라는 적외선이나 플래시를 켜서 자동

차 번호판 좋은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해

야하며, 각 지역 및 발행 시기에 따라서 번호판이 다른 

불확실선이 잔존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번호판 처리 및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은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2.1. LPR 알고리즘

자동차 번호판 인식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 두 단계

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동차 번호판 감지를 수행한다.

둘째, 번호판 문자와 숫자를 가져오기 위해 광학 문

자 인식을 영역에 사용한다.

더 구체적으로, 완전한 LPR 시스템에서는 자동차 번

호판을 인식하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기본 절차를 따

라야 하며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자동차 번호판 국부화 : 주어진 영상에 있는 번호판

을 감지하고 분리한다.

․정규화 : 번호판의 크기, 차원, 명암대비, 밝기를 조정

한다.

․문자 분할 : 영역 내 각 개별 문자를 얻는다.

․광학 문자 인식 : 문자를 인식한다.

․구문 분석 : 번호판 규칙을 비교한다[2, 3].

Fig. 1 Normalization, Character division, OCR process

2.2. OCR

광학 문자 인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글자를 문자로 변

환한다. 보통 스캔한 영상의 글자에는 인쇄한 글자, 손

으로 쓴 글자 등이 포함된다. 글자를 스캔해 영상을 분

석한 다음에 문자를 얻는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

쇄한 글자나 손으로 쓴 글자를 디지털로 처리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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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저장하고, 검색하고, 띄우는 일은 일상적인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인식 연구 분야이다.

초창기 광학 문자 인식 시스템에서는 단어 중 한 글

자씩 차례로 인식하는 방법을 썼었고, 문자 인식 처리 

과정에서 글꼴도 한 종류만 쓸 수 있었다. 이제는 대다

수 OCR 시스템이 거의 모든 글꼴을 아주 정확히 처리

한다. 패턴 인식 기술의 발달로 인부 선도적인 OCR 시

스템은 잘 정돈된 글들 속에 있는, 글자가 아닌 요소도 

인식 처리한다. 글자가 아닌 요소로는 문단, 다단, 영상 

등이 있다[1].

2.3. 테서렉트 OCR

테서렉트는 유명한 OCR 엔진으로서, 레이 스미스가 

HP 연구소에서 1985년부터 1995년까지 개발했다[4]. 

테서렉트 OCR 엔진은 60 이상의 언어와 서로 다른 영

상 포맷을 지원한다. 1995년 UNLV 정확도 테스트에서 

상위 3위 안에 드는 OCR 엔진 중 하나였다. 그 후 약간 

개선을 하였고, 2006년부터는 구글이 대폭적으로 개선

했다. 이제는 가장 정확한 오픈소스 광학 문자 인식 엔

진이 되었다[1].

테서렉트는 윈도우, 맥 OS X,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에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엔진의 경우에는 명

령행 도구만 제공한다. EmguCV는 프로젝트에서 

EmguCV 라이브러리를 통해 테서렉트를 사용할 수 있

도록 OCR 엔진인 테서렉트의 닷넷 래퍼인 tessnet2를 

제공한다[4, 5]. 다만 이 OCR 래퍼는 윈도우에서만 실

행할 수 있으며, 리눅스를 비롯한 다른 운영체제와 호

환하지 않는다.

2.4. 밝기에 대한 인식률 평가

그림 2의 결과와 같이 밝기가 주변 색과 구분이 어

려워지는 어두워짐 및 밝아짐으로 인해 인식률이 저

하됨을 확인하였다. 오히려 밝아짐에 더 민감하게 인

식률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카메라를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개선

할 수 있다.

2.5. 기울기에 대한 인식률 평가

그림 3의 결과와 같이 영상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5도

씩 틀어가면서 최대 30도 까지 테스트 한 결과 영상의 

상태에 따라서 인식률이 떨어지는 각도가 존재하나 30

도 안에서는 인식률이 90% 이상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Bright- 
ness

Result

-150 0

-100 95

-50 95

50 95

100 0

150 0

Fig. 2 dependency of brigh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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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미지 크기 및 비율에 대한 인식률 평가

원본영상은 500 x 350 이며 이중에 번호판이 차지하

는 영역은 158 x 39 이다. 3.5%에 대한하는 넓이 이다. 

그림 4의 결과를 보면 이 기준에서 크기가 60% 이상 줄

어드는 경우 인식률은 50%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크기

가 대체적으로 커질수록 인식률은 높아진다. 아지만 주

변 물도 함께 처리면서 처리할 영상의 인식 오류를 높

이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하여야 한다.

Size Result

S50 0

rotation Result rotation Result

L5 0 R5 95

L10 95 R10 95

L15 95 R15 0

L20 0 R20 95

L25 90 R25 95

L30 0 R30 0

Fig. 3 dependency of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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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pendency of size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럽 자동차 번호판을 기준으로 가정

하였다. 이런 경우 (3,10)의 범위에 있는 종횡비와 문자

가 A부터 Z까지와 0부터 9까지만 있는 직사각형만 고

려하였다. 종횡비가 특정 범위에 있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구현한 장동인식 프로

Size Result

S60 0

S70 50

S80 50

S90 95

S110 95

S120 50

S130 95

S140 50

Size Result

S150 90

S160 90

S170 90

S180 95

S190 80

S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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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이용하여  테서렉트 OCR의 번호판의 각도, 크

기, 밝기에 대한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를 다

음과 같이 얻었다.

밝기의 경우 주변 색과 구분이 어려워지는 어두워짐 

및 밝아짐으로 인해 인식률이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오

히려 밝아짐에 더 민감하게 인식률에 영향을 주었다.

영상의 기울어짐에 대해서는 영상을 오른쪽과 왼쪽

으로 5도씩 틀어가면서 최대 30도 까지 테스트 한 결과 

영상의 상태에 따라서 인식률이 떨어지는 각도가 존재

하나 30도 안에서는 인식률이 90% 이상 유지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영상의 크기에 대해서는 원본영상은 500 

x 350 이며 이중에 번호판이 차지하는 영역은 158 x 39 

이다. 3.5%에 대한하는 넓이 이다. 이 기준에서 크기가 

6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인식률은 50%이하로 떨어지

게 되고, 크기가 대체적으로 커질수록 인식률은 높아진

다. 아지만 주변 물도 함께 처리면서 처리할 영상의 인

식 오류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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