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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보정과 지역 이진화를 이용한 RBFNNs 기반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RBFNNs-based Recognition System of Vehicle License Plate Using Distortion 

Correction and Local Binarization

김 선 환* ․ 오 성 권

(Sun-Hwan Kim ․ Sung-Kwun Oh)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vehicle 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based on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RBFNNs) with the use of local binarization functions and canny edge algorithm. In order to detect the area of 

license plate and also recognize license plate numbers, binary images are generated by using local binarization methods, which 

consider local brightness, and canny edge detection. The generated binary images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the size and 

the position of license plate. Additionally, image warping is used to compensate the distortion of images obtained from the 

side. After extracting license plate numbers, the dimensionality of number images is reduced throug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nd is used as input variables to RBFNNs.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algorithm is used to optimize a 

number of essential parameters need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RBFNNs. Those optimized parameters include the number 

of clusters and the fuzzification coefficient used in the FCM algorithm, and the orders of polynomial of networks. Image data 

sets are obtained by changing the distance between stationary vehicle and camera and then u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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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 번호판은 자동차나 트레일러에 부착해 다니는 금속판으로 

공식적인 식별을 목적을 가지고 있어 차량 인식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차량 번호판 인식은 카메라에 의한 영상 정보처리이기 때문에 

비접촉식 기술이라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사용 가능

하고 무인 주차관리 시스템, 주차요금의 자동정수, 차량단속 등 여

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고속 도로상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기술은 고성능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고속도로 움직이기에 영상의 화질이 저하되면

서 왜곡되어 객체를 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13]. 또한 2차원 영

상 분석 기술이기 때문에 번호판의 기울어짐이나 햇빛 또는 조명의 

영향 등으로 영상이 왜곡되어 정확한 번호판 인식에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수차례의 번호판 개정으로 번호판의 크기, 번호의 

위치, 색상들이 바뀌었고, 혼용이 가능한 규제로 인해 색상만으로는 

검출 및 인식에 어려움이 따른다[4][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성

능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적인 휴대폰의 내장 카메라를 이

용하여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적인 이진화 기법과 캐니 에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높은 성능을 가진 번호 검출 및 인

식 시스템을 구현한다.

번호판 인식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번호판 검출, 개별 문자 추

출 그리고 문자 인식 세 단계로 구분된다. 차량 영상에서 번호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OpenCV의 AdaptiveThreshold 함수와 

Canny Edge 알고리즘[2]을 사용하였고 지역적 이진화 기법 중 

하나인 Niblack algorithm[3]도 사용하였다. 이 함수들을 통해 

단순한 전역적인 임계값이 아닌 해당 픽셀 주변의 밝기를 고려한 

지역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여 영상 이진화를 수행하였다[6]. 이진

화된 영상을 바탕으로 OpenCV의 findContours 함수를 이용하여 

윤곽선을 추출하고, 번호판의 고유적인 크기 및 비율을 이용하여 

번호판이라고 추측 가능한 후보들을 선별하여 각 후보 내에 번호

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였다. 번호판이 아닌 후보들은 사실상 내

부에 번호의 정보가 없기에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번호판

에 맞는 조건을 가진 후보 영역을 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번

호판이 검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판별 조건을 가능한 넓

게 제안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개별 문자 추출하기 위해 

번호의 물리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를 제외하고 번호만을 추

출하였다. 번호 추출에 성공을 하면 각 이미지를 저장하여 FCM 

(Fuzzy C-Means Algorithm)을 기반으로 한 방사형 기저함수 신

경회로망(RBFNNs :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패턴분류기로 인식을 수행하였다[8][10][12]. 하지만 번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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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그대로 입력데이터로 사용해서 인식할 경우 인식 속도의 저

하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처리 과정으로 주성분 분석법(PCA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고차원 데이터의 특

징을 최대한 유지하며 축소시킨 저차원 데이터로 변환하였고, 이

를 패턴분류기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다[7][9]. 본 논문 2장

에서는 RBFNNs 패턴분류기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과 추출, 인식하고자 하는 객체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번호판의 

검출 및 숫자 추출 방법과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자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PSO : Particle Swarm Optimization)을 

사용한 최적화된 RBFNNs 패턴분류기에 대하여 설명한다[11]. 4

장에서는 검출 및 인식 성능을 확인을 위한 각종 실험과 그 결

과와 고찰에 대해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에 대해 

설명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차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번호판과 그 안의 번호들

의 구성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번호를 인식하기 위한 신경회로망의 

학습용 데이터의 분석 및 선별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2.1 번호판의 구성요소

우리나라에는 번호판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 번호판은 자동

차를 식별하기 위한 객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번호판의 

역사는 1900년대 초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처음 사용되었고, 1921

년에 검은 바탕의 하얀 글씨의 규격이 처음으로 정해졌다. 대표적

인 구형 번호판은 초록색 바탕에 흰 글씨를 가진 번호판들이 대다

수이고 신형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를 가진 번호판으로, 

현재는 둘 다 혼용 가능하다. 사업용 및 건설용 차량의 경우는 앞

서 언급한 번호판과는 다른 종류의 번호판이다.

그림 1 번호판의 종류

Fig. 1 Type of license plates

구형 번호판은 사실 너무 종류가 다양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

재는 초록색 번호판들 중에서도 그림 1과 같이 지역명이 쓰여 

있는 번호판도 있고 번호의 크기 또한 각기 다양하다. 신형 번호

판은 크게 두 종류로 크기로 나눌 수 있고 해당 수치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구형 번호판과는 다르게 지역 명칭이 사라졌고 

앞의 두 자리 번호로 지역 표기를 대체하였다.

2.2 차량 및 객체 분석

번호판은 차량의 전면부와 후면부에 부착되어 있고 각각 동일

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차량마다 위치가 다를 수 있다. 번호

판의 구성 요소는 총 3가지의 기호로 나눌 수 있다. 신형 번호판

을 기준으로 앞의 두 개의 숫자는 차종 구별용도로 01부터 69까

지는 승용차, 70부터 79까지는 승합차, 80부터 97까지는 화물차, 

그리고 98과 99는 특수차를 표기한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글자

는 용도 구별용도로 가, 나, 다 등 40가지가 넘게 표시 가능하고 

특수적으로 외교, 영사, 육, 해, 공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의 네 가지 숫자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며 1000부터 9999까

지 표기한다. 이러한 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의 기준으로 고시하고 있다.

표    1 실험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 종류

Table 1 Types of data sets used for experiment

구  분 분  류 기  호

차종별

승용자동차 01-69

승합자동차 70-79

화물자동차 80-97

특수자동차 98, 99

용

도

별

비사업용
(SOFA 자동차 

포함)

자가용
(관용포함)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
어,저,고,노,도,로,모,보,소,오,조,구,
누,두,루,무,부,수,우,주

자동차운수
사업용

일반용 바, 사, 아, 자, 배

대여사업용 허, 하, 호

외교용

외교관용 외교

영사용 영사

준외교관용 준외

준영사용 준영

국제기구용 국기

기타외교용 협정, 대표

여기서 한 가지 구성요소를 더 추가하자면 색상이 있으며 대형 

및 사업용 차량 등 영업용 차량의 번호판은 대중적인 자가용 차량

의 번호판과는 다른 색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글자를 제외한 6개의 번호를 대상으로 하고 신형 

번호판을 기준으로 검출 및 인식을 수행할 것이다. 인식을 수행할 

패턴분류기의 학습데이터는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클래스로 분

류하고 각 클래스마다 10개 중 5개의 이미지로 총 50개의 이미지

를 학습에 사용할 것이다. 번호와 글자에 대해서는 공인적인 데이

터가 없으며 사용자 임의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해야 된다. 각 

이미지의 크기는 35×60으로 총 2100개의 픽셀이 신경회로망의 

입력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저

차원으로 축소된 입력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한다.

3. 번호 검출과정 및 전처리 알고리즘과 최적화된 

RBFNNs 패턴분류기 설계

번호판 인식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번호판 검출, 개별 문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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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자 인식 세 단계로 구분되고 본 장에서 이러한 세 단계가 

모두 기술된다. 따라서 본 3장에서는 먼저 인식을 하기 위한 번호

판 및 번호의 검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축소시킬 수 있는 주성분 분석법과 숫자 인식을 하기 위

해 최적화된 RBFNNs 패턴분류기에 대해서 설명한다. 아래의 그림 

2는 제안하는 번호판 검출 및 인식시스템의 흐름도를 나타내었고, 

번호 검출과정에서 영상 이진화 기법은 실험에 따라 다르다.

그림 2 번호판 검출 및 인식시스템 설계
Fig. 2 Design of license plate detection and recognition 

system

3.1 차량의 번호 검출과정

번호판은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번호판 내부에는 숫자들

과 글자가 포함되어 있고 물리적, 기하학적인 정보를 근거로 검출

을 수행한다. 먼저 번호판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 이진화 

기법을 수행한다. 영상 이진화는 영상인식, 영상분석 등 다양한 영

상 처리 분야의 전처리 과정으로 자주 적용되고 있다. 이진화는 0

과 1, 또는 흑과 백으로 대상을 일괄적으로 둘 중 하나의 값으로 

분류해 버리는 기법으로 임계값보다 밝은 픽셀들은 모두 흰 색으

로, 그렇지 않은 픽셀들은 모두 검은색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그렇

기에 임계값의 설정에 따라 각기 다른 영상을 얻을 수 있다. 

    

       (a) 원본 이미지        (b) 일반적인 이진화 영상

그림 3 일반적인 이진화의 문제점

Fig. 3 Problem with the use of common binarization

2차원 영상의 경우, 번호판의 기울어짐이나 햇빛 또는 조명의 

영향 등으로 영상이 왜곡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일

반적인 이진화 기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림 3

에서 사용한 일반적인 이진화의 임계값은 130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실용적이고 간단한 

지역적 이진화 기법을 선택하였다. 이 함수는 OpenCV에서 

cvAdaptiveThreshold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함수로써 주변의 

local 영역의 평균 밝기를 이용하여 임계값을 설정한다. 따라서 

픽셀마다 서로 다른 임계값을 가지게 되어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임계값에 대한 식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은 주변 영역에 대한 범위, 는 해당 픽셀의 밝기, 그

리고 는 상수이다. 따라서 점 를 중심으로 한 ×  영역의 

각각의 를 모두 더한 뒤 마지막으로 상수 를 빼서 점 의 

임계값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을 모든 픽셀에 적용하게 되면 서

로 다른 임계값을 가지게 되고, 이는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적절한 값을 설정해준다면 글씨를 그림자가 진 배경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다.

 

     (a)                   (b)    

 

      (c)                  (d)    

그림 4 Adaptive Threshold 함수를 이용한 다양한 이진화 영상

Fig. 4 Diverse binarization images using adaptive threshold 
function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나 주차장 등의 상황에서 직접 주행 

중인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배경과 실험조건들로 실험을 하였고, 이진화 함

수의 과 는 31과 10으로 고정하였다. 이는 실험 1과 실험 2

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진화지만 햇빛으로 반사광이 생기거나 

번호판과 차량의 밝기가 비슷한 차량인 경우에 명확한 번호판 영

역을 얻어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험 

1에서는 AdaptiveThreshold 함수와 Canny Algorithm을 사용하

고 실험 2에서는 Niblack Algorithm을 사용하여 각각의 실험에 

나누어 사용하였다.

 실험 1에서 사용한 캐니 알고리즘은 다양한 에지 검출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된 연산자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고 

Opencv에서 Canny라는 함수로 제공되고 있다[2]. 캐니 알고리즘

은 한 화소에 대해 밝기 값의 변화가 가장 큰 방향에 있는 주변 

화소와 비교하여 이웃 화소들의 기울기 값보다 클 경우 에지로 분

류하는 방법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각각의 에지 후포 픽셀들

을 외곽선 형태로 모으는 작업에 있다. 이러한 외곽선은 해당 픽

셀에 이중 임계값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만약 픽셀의 기울기 

크기가 상단 임계값보다 크면 이는 에지 픽셀로 간주하지만, 반대

로 하단 임계값보다 작은 픽셀은 에지에서 제외한다. 픽셀의 기울

기 값이 두 임계값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픽셀의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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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지 픽셀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에지로 간주하여 잠재적인 에지들

을 검출할 수 있다. 캐니 에지 연산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

여 영상으로부터 에지를 검출한다.

[Step 1] 가우시안 마스크(필터)를 통한 영상의 평활화
 

                    (2)

[Step 2] 1차 미분 연산자를 통해 에지를 검출(수직, 수평)

  
        (3)

  
        (4)

[Step 3] 각 화소에 대한 변이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

magnitude         (5)

angle   tan 


           (6)

[Step 4] 임의의 화소의 변이 크기가 변이 방향에 있는 두 개
의 이웃 값보다 크다면, 그 화소를 에지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
면 배경으로 표시

[Step 5] 이중 임계값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에지를 제거

식 (2)의 는 가우시안 필터, 는 원본 영상, 는 표준편차, 

는 평활화된 영상을 나타내고, 식 (3)의 와 는 수직과 수평 

방향의 Gradient를 나타낸다.

      

(a) 이미지 원본 1 (b) 캐니 에지 적용 (c) 이미지 원본2 (d) 캐니 에지 적용

그림 5 Canny Edge 적용의 예(임계값 최소: 125, 최대 : 255)

Fig. 5 Examples of Canny edge's application (Threshold 

minimum: 125, maximum : 255)

위의 그림은 캐니 에지 연산자를 통해 특정 임계값으로 처리된 

테스트 차량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광에 의한 

반사광, 차량의 색상 등에 강인한 이진화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장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번호판 영역을 검출할 수 있

었다.

실험 2에서는 영상 이진화를 위해 유사한 문자 영역의 밝기와 

비슷한 밝기를 가지는 영역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Niblack 

Binarization을 사용하였다[3]. 또한 Niblack 알고리즘은 균일하지 

못한 조명상태에서의 그림자가 있는 영상에서도 잘 동작한다는 장

점도 가지고 있다. 이 이진화는 부분 영역을 정의하는 윈도우 내

의 픽셀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임계값을 결정하고 해당 

식은 아래와 같다.

 ×                  (7)

위 공식에서 는 임계값, 은 일정한 크기의 윈도우 내 픽셀

값들의 평균, 는 픽셀값의 표준편차, 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설

정할 수 있는 가중치로서, 본 논문에서는 를 0.01로 고정하여 이

진화를 수행하였다.

      

       (a) 이미지 원본          (b) Niblack 이진화

그림 6 Niblack 알고리즘의 적용

Fig. 6 Application about Niblack algorithm

최종적으로 이진화된 영상에서 흰색 영역을 기준으로 전체 영

상에 외곽선을 그려주었고, 일정한 검출조건에 만족할 경우 번호판

이라는 가정할 수 있는 후보영역들을 확보하고 아래 그림 7의 (c)

처럼 녹색 상자로 표시하였다.

실제 번호판은 고정된 크기지만 촬영된 각도나 거리에 따라서 

폭과 높이에 대한 비율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범위의 비

율로 인한 첫 번째 검출 조건을 갖추었다. 두 번째 검출 조건은 

번호판의 높이에 대한 것으로 모든 번호판은 높이가 폭보다 작다

는 정보를 이용하였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직사각형 처

리된 번호판 후보영역들에서 어느 한 직선을 높이라고 가정 지을 

수 없기에 마주한 두 길이 중에서 작은 길이를 가진 직선을 높이

라고 정의하였고, 후보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높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일정한 크기에 관한 것이다. 이진화

된 영상에서 주로 바닥에 돌로 인해서 작은 흰색 알갱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검출속도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후보영

역들은 최소 15 픽셀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 하고 길이가 같은 정

사각형의 영역들은 모두 후보에서 제외하였다.

    

  (a) 영상 이진화      (b) 외곽선 추출    (c) 후보영역으로부터

                                         번호판 검출 

그림 7 번호판 검출 과정

Fig. 7 Detection process of licens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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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추출된 영역            (b) 정규화된 영역

그림 9 측면에서 획득한 영상을 정규화하기 위한 기하학적 변환

Fig. 9 Geometric transformation to normalize the image 

obtained on the side

네 번째 조건은 번호의 정보에 대한 것으로, 번호판 후보 영역

들 안에서는 번호라고 생각될 수 있는 크기의 박스들이 최소 6개 

이상 존재해야 되고 번호의 예상위치는 번호판의 중심부근에 있어

야 한다. 이런 모든 조건에 맞는 번호판 후보영역인 경우, 글자를 

제외한 숫자 6개를 번호의 위치와 비율을 근거로 가져 번호 영역

을 추출한다. 번호 영역도 번호판과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을 거쳐

서 검출을 수행한다. 번호판 내에서는 좌표를 통해서 번호만을 

추출하고 학습이미지와 같은 크기로 바꾸어 저장하여 패턴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a) 영상 이진화   (b) 번호 후보영역 검출    (c) 번호 검출

그림 8 번호 검출 과정

Fig. 8 Detection process of numbers

3.2 기하학적 왜곡 보정을 통한 영상 정규화

영상을 얻기 위해 도로상이나 기계에 설치된 카메라의 각도는 다

양하기에 영상을 정면에서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기에 측면

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차량이 원근법에 의해 왜곡되어 만약 이를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영상왜곡 정도에 따라 오차가 발

생하여 패턴분류기의 인식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촬영자의 시점을 고려하여 보정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투영 변환을 통해서 어파인 변환보다 유연하게 변환을 하여 왜곡된 

영상에 대해 정규화를 수행한다[4]. 투영 변환을 이용한 와핑을 통

해 찌그러진 이미지를 새로운 사각형으로 정규화하여 번호판 내의 

번호를 추출한다. 기본적으로 투영 변환은 호모그래피와 같은 말이

고 이는 동차 좌표계에서 정의되며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














  

  
  










                       (8)

따라서 ′와 ′에 관한 식은 아래와 같이 바꿔 쓸 수 있고

′


 ′


         (9)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꼴로 만들 수 있다.

′′′
′ ′′              (10)

구해야 하는 변수들은   ⋯  까지 8개이고,  와 그에 

대응되는 ′ ′  쌍을 4개 알고 있다면 사영 행렬을 구할 수 있

다. 이를 구하기 위한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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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왜곡 보정 및 정규화

Fig. 10 Distortion correction and normalization

원본 영상 내의 추출하고자 하는 영역의 좌표를 계산하여 정규

화 시킨다. 그림 7의 (c)와 같이, 번호판 검출과정에서 번호판 후

보영역들의 좌표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는데 이 좌표를 그대로 사용

한다면 사실상 왜곡 보정이 아니고 영상의 회전이 된다. 측면에서 

촬영한 번호판을 보면 직사각형보다 평행사변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틀어진 각도를 계산해서 평행사변형의 좌표를 추출하

여 아래와 같이 변환을 수행하였다.

3.3 전처리 알고리즘 주성분 분석법

각 번호 이미지들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는 각각의 픽셀의 명

암도 값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대로 인식에 사용할 경우 이미지 크

기(35×60=2100개)가 전부 입력데이터가 되어 많은 양의 파라미터

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 속도의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을 수행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으로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특징 추출 알고리즘인 주성분 분석법을 통해 2100차원을 36차원으

로 축소한다.

주성분 분석법은 대표적인 선형변환 특징추출 방법으로 데이터

의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구한 특징데이터에서 입력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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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FCM 알고리즘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의 구조

Fig. 11 Structure of FCM-based RBFNNs pattern classifier

차원보다 작은 값의 차원을 이용함으로서 실제 입력보다 작은 양

의 특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6]. 주성분 분석법의 가장 큰 목적

은 변환 후의 특징데이터가 변환 전의 실제 데이터의 정보를 최대

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한 차원 축소 

과정은 아래 단계와 같다.

[Step 1] 인식후보의 숫자 벡터 집합   구성

                     (12)

[Step 2] 평균 숫자 벡터 를 계산

  


  



                  (13)

[Step 3] 인식후보 숫자 벡터와 평균 숫자 벡터와의 차이 벡터 

를 계산

                      (14)

[Step 4] 인식후보 숫자에서 공분산 행렬 를 계산

 


  



 ∙
 ∙          (15)

[Step 5] 개의 고유벡터에서 가장 큰 고유값을 갖는  ′개
만을 선택

                   (16)

[Step 6] 각 인식후보 숫자와 고유벡터와의 사영을 통해 가중

치 를 획득

 
                     (17)

   ′               (18)

여기서 은 이미지의 총 개수,  ′는 주성분분석법으로 축소

되는 차원 수이다.

3.4 방사형 기저함수 기반 신경회로망(RBFNNs) 패턴분류기 설계

일반적인 신경회로망의 구성으로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 

있으며 각 층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크게 인공 신경세포인 

뉴런(Neuron)과 연결(Connection)으로 두 가지이다. 일반적인 

RBFNNs 패턴분류기는 신경회로망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기능

적 모듈로서 조건부, 결론부, 추론부로 나뉘어 동작한다. 조건부에

서 각각의 규칙들은 가우시안과 같은 방사형 기저 함수를 활성함수

로 갖는다. 또한 조건부에서 활성함수로 변환된 각각의 규칙마다의 

적합도는 연결가중치 값과 곱해져 무게중심법을 통해 추론부의 최

종 출력으로 얻어지며, 이때 연결가중치의 값은 상수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총 3층의 FCM 기반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

망이 사용되고, 전처리 부분의 주성분 분석법을 통해서 입력영상의 

특징을 추출하여 데이터의 차원이 축소된 특징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특징데이터가 입력층을 거쳐 은닉층으로 들어오면 특징데

이터는 FCM 클러스터링을 통한 소속행렬의 소속정도를 계산한다. 

클러스터 개수만큼의 은닉층 노드수가 결정되며 이 소속정도는 은

닉층의 활성함수의 적합도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FCM을 통

해 계산된 적합도와 연결가중치를 이용하여 각 클래스 별로 출력

을 계산한다. 여기서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연결가중치는 상수항 

이외에 1차식, 2차식, 변형된 2차식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1차식

을 사용하였다[7].

[Type 1] 1차 선형 추론(Linear)

       
 



                   (19)

[Type 2] 2차 선형 추론(Quadratic)

       
 



  
 



   


    ⋯      

      (20)

[Type 3] 변형된 2차 선형 추론(Modified Quadratic)

       
 



   

 ⋯      

         (21)

     에서 는 입력변수의 수,     는  

번째 규칙 ⋯에 대한 후반부로써 번째 퍼지 규칙에 대

한 로컬 모델이고, 는 퍼지 규칙 수이다. 모델의 출력은 아래의 

식 (22)처럼 구해진다.


 



                      (22)

이와 같이 다항식 형태의 연결가중치를 사용함으로서 아래의 

식 (23)의 퍼지 규칙 표현과 같은 언어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

능해졌다.

                      (23)

3.4.1. 전반부 동정 과정 : FCM (Fuzzy C-Means) 클러스터링

RBFNNs 패턴분류기의 전반부에서 규칙에 대한 적합도를 구하

기 위하여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FCM 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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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은 비슷한 패턴, 속성, 형태 등의 기준을 통해 데이터를 분류

하는 알고리즘으로, 비유사성 측정의 목적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찾는다. 데이터와 각 클러스터 중심과의 거리

를 기준으로 소속정도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하여 데이터를 

분류한다. 이 때 데이터들의 각 클러스터에 대한 소속정도가 가우

시안 함수의 형태를 띠어 소속 함수를 바로 규칙에 대한 적합도로 

사용한다. FCM 클러스터링의 순서는 아래 단계를 통해 수행된다.

[Step 1] 클러스터의 개수, 퍼지화 계수를 선택하고 소속함수 

 를 초기화

  








∈ 

  



  ∀


 



 ∀









        (24)

[Step 2] 각 클러스터에 대한 중심 벡터를 구함

 






 



 



 


                       (25)

[Step 3] 중심과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하며, 이를 통해 새로

운 소속함수   를 계산

   
  





 



 







       (26)

 







 

  


                    (27)

[Step 4] 오차가 허용범위 안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을 종료하

고, 그렇지 않으면 [Step 2]로 돌아감

∥   ∥≤              (28)

3.4.2 후반부 파라미터 동정 : 최소자승법(Least Square Estimation)

전반부 변수 및 파라미터, 그리고 후반부 구조가 주어진다면, 성능

지수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후반부 파라미터를 결정할 수 있다. 통계

학이나 자연 과학에서 측정되는 실험값을 가지고 그 실험값을 잘 대

표할 수 있는 함수를 구해내는 방법 중의 하나가 Lagrange에 의해서 

고안된 최소자승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항식 연결가중치의 파라

미터 계수를 동정하기 위해 후반부 파라미터 동정에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계수를 추정하였다. 최소자승법의 

성능 평가함수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식 (29)와 같다.


  




         (29)

여기서 는 추정하고자 하는 번째 다항식의 계수이고, 는 

출력데이터이다. 는 번째 지역 모델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 행렬을 의미하며 지역 모델의 선형식일 경우 다음 식 

(30)처럼 정의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식 (30)에서의 은 전체 데이터의 수, 는 입력변수의 수, 는 

규칙 수를 나타내고, 번째 규칙에 대한 지역 모델인 다항식 연결

가중치의 계수는 식 (31)에 의해 구해진다. 계수행렬 의 추정은 

식 (31)과 같이 역행렬을 구함으로써 계산하거나, 확장행렬을 구하

여 가우스 소거법(Gaussian Elimination)에 의해 구할 수 있다.

    


 

                         (31)

위와 같이 설계된 FCM 알고리즘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는 

다차원 입, 출력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용이하며, 네트워크 특성이 강

인하고 예측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3.5 입자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 Particle Swarm Optimization

입자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6]은 물고기나 새 떼와 같은 무리

의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한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진화연산 기

법을 사용하여 다차원의 불확실한 영역에서의 탐색이 가능하며, 

간단한 수학 연산자를 사용하여 이론이 간결하며 다른 확률적 방

법보다 안정적인 수렴특징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입자 군집 

알고리즘을 통해 실험 파라미터를 최적화 시켰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최적화를 수행한다.

[Step 1] 초기 Swarm과 Particle Velocity를 랜덤하게 생성

[Step 2] 초기 Particle을 pbest로 선정하며, 그 중 최적의 값

은 다시 gbest로 선정

[Step 3] 아래 식을 통해 관성하중 값을 계산하며, 관성하중 

값을 근거로 하여 j번째 Particle Velocity를 계산

[Step 4] Particle Velocity를 바탕으로 Particle의 위치정보를 

수정

[Step 5] 각 Particle의 적합도와 pbest의 적합도를 비교 후 

재설정하며, 최적해의 pbest와 gbest를 비교 후 재설정

[Step 6] 종료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탐색을 계속하며, 최종적

으로 최적의 위치정보를 가지는 gbest가 생성

위의 과정을 통해 번호 인식용 FCM의 퍼지화 계수, RBF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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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방사형 기저함수 기반 신경회로망의 파라미터 및 성능

Table 2 Parameters and performance about RBFNNs

파라미터 Values
최적화된
파라미터

최적화된 

패턴분류기 성능

RBFNNs

입력 수 9

은닉층 노드 

: 3

퍼지화계수 : 

1.972187700

863

다항식 종류 

: 2

Linear

데이터비율

8(학습) : 2(실험)

모델 성능

TR : 100(%)

TE : 100(%)

PI : 0.002774

EPI : 0.015121

데이터 비율
5(학습) : 3(검증) : 

2(실험)

PSO

세대 수 100

Swarm 크기 50

min max  [0.4, 0.9]

  2.0

탐색 범위

규칙 수 [2 ~ 10]

퍼지화계수 [1.1 ~ 3.0]

다항식 종류

[2 ∼ 4]
2 : Linear
3 : Quadratic
4 : M-Quadratic

패턴분류기의 노드의 수와 연결가중치의 다항식 형태를 대상으로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획득한다.

4. 실험 및 결과 고찰

4.1 실험 개요 및 절차

번호판에서 번호를 검출하기 위해 실험 이미지를 두 분류로 나

누었고, 이 때 경험적으로 번호판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가 

1m라고 판단되어 이를 토대로 분류하게 되었다. 분류된 이미지 중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1m 이내)에서 획득한 이미지는 실험 1에 

사용되었고, 상대적으로 먼 거리(1.5m 이상)에서 획득한 이미지는 

실험 2에 사용되었다. 실험 1은 이미지 내에 번호판 영역을 추출

하기 위해 Canny 알고리즘과 지역 이진화를 사용하였고, 실험 2

는 Niblack 알고리즘만을 사용하여 이진화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취득한 이미지들은 각각의 방법에 맞게 번호판 및 번호 검출 과정

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번호를 추출한다. 그리곤 최적화된 패턴분류

기 모델을 통해서 번호 인식을 수행한다.

번호 검출과정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검출 과정이 진행되지만 

번호판 후보영역 추출 단계에서 번호판을 추출하기까지는 반복적

인 작업이 수행된다. 자세한 번호판 후보영역 추출에서 번호의 검

출까지의 흐름은 아래의 단계와 같다.

[Step 1] 외곽선을 토대로 다수의 번호판 후보영역을 추출

다양한 배경과 야외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번호판과 비슷한 

크기의 후보영역들이 많이 확보된다. 후보영역들을 차례대로 번호

의 유무를 검사한다.

[Step 2] 후보영역의 이진화 및 내부의 윤곽선 추출

후보영역 내부에 번호가 존재하는지를 판별한다. 판별 조건은 

내부에 윤곽선의 개수와 번호의 위치, 크기 등이 있고, 번호 및 글

자가 있다면 해당 영역들을 확보한다.

[Step 3] 최종적인 번호 검출

최종적으로 번호를 검출하는 단계이고, 글자를 제외한 번호만 

35×60 크기로 변환하여 패턴분류기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된다.

[Step 3-1] 번호의 검출이 가능한 경우

적절히 이진화된 번호 영역을 확보하여 패턴분류기에 학습된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하게 사이즈를 바꾼다.

[Step 3-2] 번호의 검출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 후보영역들 중에서 실제 번호판이 추출되었지만 번호

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번호 부근에 그림자 또는 이물질 

등으로 인해 영역이 커지면 번호 검출조건에 어긋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번호 검출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번호가 없는 잘못된 번호판 후보영역인 경우로 이 경우는 번호판 

검출에 실패한 채로 종료한다.

4.2 실험을 통한 성능 평가

학습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인식을 위해 

사용될 최적화된 RBFNNs 패턴분류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신경망의 

입력으로는 2100개의 픽셀을 축소시켜 9개의 특징데이터를 사용하

였고 아래의 탐색 범위를 기준으로 모델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이 

때 데이터는 각 출력 클래스 당 10개의 이미지 중 임의의 5개 이미

지를 학습하였고, 3개는 검증 이미지로, 나머지 2개는 테스트 이미지

로 사용하여 5:3:2로 분할하였다. 최적화 결과로써 은닉층 노드의 

개수와 FCM 클러스터링의 퍼지화계수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3개와 1.972187700863을 사용하여 모델

의 최종 성능을 아래의 표 2에 기입하였다. 그 외 패턴분류율과 성

능지수를 포함한 파라미터들 또한 표 2에 나타내었다.

최적화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닉층 노드 수 6개와 퍼

지화계수 2.0, 그리고 다항식 종류는 Linear를 사용하였다. 실험

을 하기 위한 이미지들은 수원대학교 교내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

으로 하였고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획득하였으며 이미지의 

크기는 540×960과 960×540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험 1은 총 63장, 실험 2는 총 80장으로 실험을 수행하였

다. 번호 검출성능은 추출하고자 하는 6개의 번호 중에서 하나라

도 추출에 실패한다면 검출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하였

고 번호 인식성능은 검출에 성공하여 번호를 모두 획득에 성공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만약 번호를 검출하지 못한 차량은 

제외하고 성능을 계산하였다. 아래의 표 3과 표 4는 각 실험에 

대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하였을 때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표기하였다.

각 실험에 대한 결과로써 검출된 번호에 대한 전체 인식 성능

과 각 번호에 대한 인식 성능, 그리고 검출 성능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실험 전체 이미지들에 대해서 검출에 성공한 번호를 위주로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렇기에 인식 성능은 실험 전체 이미지가 아

닌 검출에 성공한 차량의 수×6개만큼의 이미지가 기준이 되었다. 

구체적인 인식 성능과 검출 성능은 식 (32)에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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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 1의 테스트 결과(1m 이하의 거리)

Table 3 Results of experiment 1

클래스 총 개수
RBFNNs 최적화된 RBFNNs

실패 개수 인식 성능 실패 개수 인식 성능

0 20 4 80.00% 3 85%

1 40 0 100% 0 100%

2 48 1 97.92% 1 97.92%

3 32 0 100% 0 100%

4 43 0 100% 0 100%

5 48 0 100% 0 100%

6 37 0 100% 0 100%

7 26 0 100% 0 100%

8 41 0 100% 0 100%

9 31 0 100% 0 100%

번호 검출 성능
RBFFNNs의

전체 인식성능
최적화된 RBFNNs의

전체 인식성능




×  


×  


× 

표    4 실험 2의 테스트 결과(1.5m 이상의 거리)
Table 4 Results of experiment 2

클래스 총 개수
RBFNNs 최적화된 RBFNNs

실패 개수 인식 성능 실패 개수 인식 성능

0 24 0 100% 0 100%

1 41 2 95.12% 2 95.12%

2 60 0 100% 0 100%

3 48 1 97.92% 0 100%

4 44 0 100% 0 100%

5 51 3 94.12% 2 96.08%

6 43 0 100% 0 100%

7 38 6 84.21% 2 94.74%

8 30 0 100% 0 100%

9 41 0 100% 0 100%

번호 검출 성능
RBFFNNs의

전체 인식성능

최적화된 RBFNNs의

전체 인식성능




×  


×  


× 

전체인식성능검출에성공한숫자의개수
인식에성공한숫자의개수

×     공

검출성능전체실험이미지
검출에성공한이미지

×              (32)

번호판 검출 결과 먼 거리에서 실험한 결과보다는 가까운 거

리에서의 실험한 결과가 높게 나왔다. 실험 2의 상황과 같이 거

리가 멀어질 경우에 번호판 영역의 픽셀 수가 적고 크기도 상당

히 작아진다. 그렇기에 이진화를 거친 후 번호판 영역을 보존하

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번호판은 검출을 하였으나 그림자에 

의한 번호 검출에 실패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경망을 이용한 숫

자 인식 대상은 검출에 실패한 번호판의 번호들은 제외하고 검출

에 성공한 번호들로 사용하였다. 번호 인식에 대한 결과는 최적

화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97% 이상의 인식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로 찾아낸 최적화된 은닉층 

노드의 개수와 FCM의 퍼지화 계수 그리고 후반부 다항식 종류

를 사용한 실험 1과 실험 2의 인식 성능은 98% 이상의 인식률

을 보였다. 또한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사용한 결과로서 각 실험

마다 실패했던 클래스의 실패 횟수는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 이진화 함수들과 캐니 에지 알고리즘을 

통한 차량 번호판과 번호의 검출하고 FCM 기반 방사형 기저 함

수 신경회로망을 통해 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

한 배경을 전제로 한 테스트를 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배경이 있기에 전역 이진화보다는 지역 이진화 함수인 Adaptive 

Threshold를 통해 이진화의 기반을 다졌고 캐니 에지 알고리즘

과 또 다른 지역 이진화 Niblack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보존된 

번호판 영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기하학적 왜곡을 보정하

므로써 측면에서도 정규화된 영상을 통해서 검출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검출된 숫자들을 입력데이터로 구성하고, 최적화

된 RBFNNs을 이용하여 숫자 인식 성능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본교에는 상용된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없기에 많은 테스트 데이

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충분한 양을 가지고 실험을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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