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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정 지역을 출입하는 차량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한 방법으로 차량 번호 의 인식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그 과정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각 범죄 

상황에 정확하게 응하기 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CCTV를 기반으로 일정 지역의 진출입 차량 정보를 입

력받는 것은 범죄 방  빠른 조치를 효율 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조명  상 구도 등의 환경이 고정되어있는 상황에

서의 차량 번호 을 검출, 분석하는 기술은 이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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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일반 도로상에 설치된 CCTV 상으로부터 차량 검출과 번호 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시스템

의 환경은 일반 도로 환경에서 상을 취득하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 진출입 시스템에 용되는 안정 인 조건이 주어지지 않

으며 입력 상이 왜곡되고 해상도가 불규칙 이다. 동시에 입력 상의 시야각이 넓어 연산량이 높고 번호 의 인식 정확도

가 떨어지기 쉽다.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입력 제어 장치 없이 차량을 검출하고, 번호  검출  인식이 가능한 향상된 방법을 

제안하 다. HOG 특징 기술자를 기반으로 차량  번호 을 검출하고,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번호  내부 문자의 인식

을 수행하 다. CCTV에서 45m 이상 떨어진 장소의 도로를 실험 환경으로 설정하고, 육안으로 번호 을 식별할 수 있는 진입 

차량에 한 실험을 진행하 으며 실험을 통하여 제안 방식의 우수한 결과를 확인하 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vehicle detection system and a 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from CCTV images installed on 

public roads. Since the environment of this system acquires the image in the general road environment, the stable 

condition applied to the existing vehicle entry / exit system is not given, and the input image is distorted and the 

resolution is irregular. At the same time, the viewing angle of the input image is more wide, so that the computation load 

is high and the recognition accuracy of the plate is likely to be lowere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mproved method to 

detect and recognize a license plate without a separate input control devices. The vehicle and license plate were detected 

based on the HOG feature descriptor, and the characters inside the license plate were recognized using the k-NN 

algorithm. Experimental environment was set up for the roads more than 45m away from the CCTV,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on an entry vehicle capable of visually identifying license plate and Experimental results show good result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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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이 개발되어 출입 제 시스템과 같은 형태로 

실생활의 여러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다[1]. 이런 시스템

과 같은 경우는 번호  검출과 내부 정보의 분석을 최

화하기 하여 차량의 진입 경로가 고정되며 설치 시

일정 크기의 공간이 필요하다. 한 차량의 진입을 감

지하기 한 센서 등이 추가로 사용되는 등 시스템의 

설치시 비교  규모의 비용이 소모된다. 

번호 의 검출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오형철[2] 등은 상의 에지를 추출한 후 이를 투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번호 의 역을 검출하고 방향성 

벡터를 통하여 번호  내부의 문자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홍원주[3] 등은 상의 SIFT 특징을 추출한 

후 이를 번호  내부와 외부의 것으로 구분하는 분류기

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번호 을 검출하는 방법

을 제안하 다. 김재도[4] 등은 상의 에지를 추출한 후 

이에 한 필터링  역 확장을 통하여 번호 을 검

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홍성은[5] 등은 상의 에지

를 추출하고 수직 수평에지의 치 계와 지역  밝기 

히스토그램을 통하여 번호 을 검출하고 국소  이진화

를 통해 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의 방법들은 재 일반 으로 사용되는 고정된 환

경에서의 진입 차량에 한 번호 의 분석을 효과 으

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고

정된 형태의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나타낸다. 그

러나 일반 인 도로에 설치된 CCTV 환경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날씨나 조명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번호  검

출에 필요한 에지 정보의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림 1. 기존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

Fig. 1. Existing vehicle access control system.

김진호[6] 등은 차량의 입력을 감지하는 트리거 신호

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출한 번호  상을 개선

한 이후 에지를 추출하여 번호  내부 정보의 인식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비교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험에도 높은 정확도로 차량 번호 의 인

식을 수행하 으나, 원거리에 치한 차량  번호 의 

정보를 분석할 경우 다양한 유사 번호  객체에 의하여 

오검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CCTV를 통하여 임의의 치를 촬 하는 경우는 시

간, 공간 인 환경에 따라 상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따라서 다양한 CCTV 환경에서 성능을 유지하기 하

여 차량과 번호 의 검출  인식 정확도를 높게 유지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정확하고 효율 인 감시를 해서 넓은 범 에 

존재하는 다양한 객체들  원하는 심 객체를 검출하

는 능력과, 보다 먼 장소에 치한 객체에 한 감지 능

력이 필요하다. 넓은 범 에 치하는 여러 객체의 정

보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높은 연산량을 효과 으로 처

리하기 한 방법과 실외 환경에서의 기상  조명 상

황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상에 한 응

인 분석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에서 HOG 특징 기술자를 

이용하여 상의 특징을 분석하 으며 이를 SVM을 통

해 분류하 다. 이후 번호 의 내부 색상 정보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번호 의 타입을 별하 으며 각 번

호 에 한 처리를 수행하 다. 번호  타입별 규정

을 근거로 문자 역을 분리했으며 획득한 문자 역에 

k-NN 학습 기반의 문자 인식 방법을 용하여 인식 결

과 값을 도출하 다. 이후 출력된 결과 값을 취합하여 

성능에 한 통계치를 측정하고 이에 한 분석을 수행

하 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체 인 구성과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의 이론

 배경에 하여 서술하 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시

스템을 검증하기 하여 임의 지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차량의 주행 도로를 촬 한 상을 기반으로 차량 

 번호  정보의 인식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이후 4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에 한 결론을 

도출한다. 

Ⅱ. 시스템 구성 및 이론적 배경

가.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규모 시스템의 설치 없이 임

의 지역에 한 CCTV 상을 기반으로 차량  번호

의 인식을 시도하 다. 원거리 상의 넓은 범 에 존

재하는 차량들에 한 분석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가정

하 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차량까지의 거리는 40m 이

상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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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흐름은 그림 2와 같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  상 내에 등장하는 

정지/이동 객체들  차량을 검출하며 그 치를 인식

한다. 상에서 객체를 검출하기 해서는 일정한 크기

의 도우를 생성하며 상 체에 한 도우 슬라이

딩 과정을 통해 내부에 객체가 존재하는지를 단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본 시스템은 이를 통하여 상의 다양한 객체들  

차량  번호 을 검출하 다. 이후 번호 의 색상 정

보를 이용하여 번호 의 종류를 구분하 다. 번호 의 

정보를 획득한 이후에는 내부 문자들에 한 역을 연

산하 다. 이후 k-NN 알고리즘을 통하여 각 문자들에 

한 인식을 진행하 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시스템의 구성을 표 한 개요도이다.

나. 차량 및 번호판 검출부

본 시스템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차량의 속도는 주차 

시스템 등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임에 존

재하는 시간이 짧다. 따라서 상 체에서 번호 을 

검색하는 방법은 본 시스템에 합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번호 을 검출하기 이 에 차량을 검출하여 연

산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 차량은 번

호 에 비해 상에서 매우 큰 역을 차지하며 따라서 

검출에 사용되는 시간도 비교  짧았다.

차량을 검출한 이후에는 차량 역 내부에 존재하는 

번호 의 검출을 수행하 다. 기존 상 체 임의 

크기에 비해 차량의 크기는 비교  작은 역을 차지한

다. 해당 역의 범  내에서 번호 의 검출을 수행함

으로써 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켰다. 한 차량 

역 바깥에서 번호 을 오검출하는 오류를 사 에 차

단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환경이 고정되어 있

지 않으며 설치 장소의 날씨와 상황에 따라 조명의 변

화가 크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상황의 변화에 따

라 응 으로 응하기 한 방법으로 HOG 특징 기

술자를 용하 다. 

HOG 특징 기술자는 상의 에지 성분을 이용해 특

징을 생성하므로 조명의 향에 강인한 장 이 있다. 

이를 생성하기 해서는 이미지를 일정 크기로 나  블

록과 이를 다시 일정 크기로 나  셀을 통하여 상의 

지역 인 그래디언트를 획득하고 이를 역 인 특징으

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7～8].

그래디언트의 연산은 상의 에지 추출을 통해 이루

어지며 이는 주로 Sobel 에지나 Roberts 에지, Prewitt 

에지와 같은 에지 커 을 통해 수행된다. HOG 특징 기

술자의 경우는 간단한 1D 커 을 통하여 그래디언트의 

연산을 수행한다.

추출된 에지들의 방향각을 연산한 후 양자화를 거쳐 

일정한 개수의 Bin으로 나 다. 본 논문에서는 9개의 

그림 2.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도

Fig. 2. Configuration of proposed system.

그림 3.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요

Fig. 3. Outline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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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을 사용하 다. 이를 히스토그램으로 시키고 각 

블록의 히스토그램을 취합하여 하나의 벡터를 생성하여 

HOG 특징 기술자를 만들어낸다. 그림 4는 차량 상의 

각 블록과 셀이 가지는 에지 정보의 집합을 나타낸 그

림이다. 

그림 4. HOG 특징 검출자 생성을 한 상의 에지 연산

Fig. 4. Edge calculation of Image for HOG Feature 

Detector Generation.

획득한 특징들을 분류하기 한 방법은 SVM 알고리

즘을 사용하 다. SVM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 집

합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하며, 이후 입력되는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해야 할지 단하는 분류 

모델을 만들어낸다[9]. 

이후 임의의 데이터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를 두 개

의 집단으로 나 는 평면을 생성하며 이때 집단 간의 

거리를 최 로 하여 성능을 증가시킨다. 특히 분류 성

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본 논문은 해당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차량과 번호 의 단을 수행하 다. 그림 5는 

SVM 알고리즘이 입력 이미지의 데이터 집합의 분류를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5. SVM 알고리즘 기반 입력 데이터 집단 분류

Fig. 5. Classification of input data based on SVM algorithm.

재 국내 번호 의 종류는 배경 역의 색상으로는 

흰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께로는 두껍

거나 혹은 얇은 타입의 번호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 정보를 기반으로 번호  타입의 분류

를 수행하 다. 

먼  입력 번호  이미지 내부 픽셀들의 RGB 색상 

값을 분석하 다. 번호  배경의 색상이 채색, 무채색들

로 구분되는 반면에 번호 의 테두리는 무채색이므로 

가장자리 역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가장자리 역

은 번호  이미지의 가로세로 바깥 20% 역으로 설정

하 다. 식 (1)은 번호  이미지 픽셀들의 색상 값 평균

치를 획득하기 한 식을 나타낸 것이다. 

 


 



 
 





 


 



 
 





 


 



 
 



 (1)

여기서 Nx와 Ny는 가장자리를 제외하고 이미지의 

종횡에서 분석하는 첫 픽셀의 좌표를 말한다. Nw와 

Nh는 분석 픽셀들의 종횡 길이를 말한다. 입력된 번호

 이미지의 색상 평균값을 알아낸 이후에는 이를 특정 

임계치와 비교하는 조건을 통하여 번호 의 색상별 타

입 분류를 수행하 다. 식 (2)는 번호 의 색상에 따른 

종류의 구분 조건을 나타낸 식이다.

if    , 

   then Plate Color Type = Green

else if     

     &   , 

   then Plate Color Type = Yellow

else 

   then Plate Color Type = White (2)

는 녹색 번호 을 분류하기 한 임계 값으로 실

험을 통해 1.3으로 결정하 다.   한 마찬가지로 

황색 번호 을 분류하기 한 임계 값으로 실험을 통해 

1.25으로 결정하 다. 번호 의 검출  타입에 한 정

보를 획득한 이후에는 문자의 인식을 수행한다. 

다. 문자 인식부

문자의 인식을 해서는 검출된 번호  내부에서 문

자를 제외한 역을 걸러내기 하여 번호  이미지의 

효과 인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재 국내 번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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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색상은 백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되며 문자 색상

은 흑색, 백색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획득 상에서 입력되는 번호  이미지

의 정보는 동일한 타입의 번호 이라고 할지라도 상 

촬 시의 날씨나 시간 , 조명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한 촬  상황에서 생기는 모션 블러

와 노이즈에 의하여 입력 상은 쉽게 왜곡될 수 있다. 

이는 문자와 배경 역을 분리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상에서 번호  내부의 

정보가 왜곡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번호  

내부에 존재하는 배경 역과 문자 역이 가지는 휘도

의 차이를 이용하여 각 역의 분리를 수행하 다. 

원본 번호  이미지에 하여 그 이 변환을 수행한 

후, 테두리  노이즈의 향을 이기 해 가장자리

를 제외한 역의 픽셀값(Pxy)을 추출해 그 평균치

(Pavg)을 구하 다. 테두리  노이즈의 향을 이기 

하여 번호  이미지의 가로세로 20% 역을 가장자

리로 설정한 후 이를 평균치를 구하기 한 연산에서 

제외하 다. 식 (3)은 번호  이미지 픽셀들의 휘도 값 

평균치를 획득하기 한 식을 나타낸 것이다.

 


 



 
 



 (3)

이후 획득한 평균치를 다시 입력 상의 픽셀 값과 비

교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픽셀에는 255를, 그 지 않은 픽

셀에는 0을 할당하 다. 조건에 들어가게 되는 임계 변수

는 실험에서 얻은 결과들을 분석하여 α는 Lavg * 1.25를, 

β는 Lavg * 0.9로 결정하여 상의 처리를 수행하 다. 

식 (4)는 번호  이미지의 처리 과정을 표 한 식이다.

if Green Type Plate

  if    , then   

  else    

else 

  if    , then     

  else     (4)

앞의 과정들과 같은 처리를 통하여 문자와 번호  

테두리, 일부 노이즈 역은 흰색, 나머지 역은 검은

색으로 번호 은 이진화된다. 그림 6은 앞의 처리 과

정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 결과 이미지들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 6. 각 번호  타입별 처리 진행

Fig. 6. Pre-processing for each plate type.

번호 의 이진화가 완료된 이후 규격화되어있는 번호

 규정에 따라 문자 역들의 배치를 추측하여 각 문자 

이미지들을 종류별로 구분하 다. 국내 번호 의 문자들

은 번호 의 타입에 따라 숫자  한 이 치하는 지역

그림 7. 번호  내부 문자 타입 분류

Fig. 7. Classification of character type inside license 

plate.

(1213)



94 일반 CCTV 기반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장지웅 외

이 다르다[10]. 한 의 경우 기호 문자와 지역 문자가 구분

되어 존재하며 사용되는 문자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번호  

타입  치에 따라 한  문자의 타입을 따로 분리하 다.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수행한 국내 번호  내부 문자의 

타입별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숫자와 한 의 타입별 분류가 끝난 이후에는 각 획득

된 문자 이미지에 한 인식을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

는 문자의 인식을 한 방법으로 k-NN 알고리즘을 사용

하 다. k-NN 알고리즘은 지도 학습의 한 종류로 사

에 라벨링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 데이터 집단에서 거리가 가까운 k개의 각

기 다른 데이터의 라벨을 참조하여 거리를 측정해 분류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 에 획득한 문자들에 하여 “0”, 

“1”, “2” ... “9”의 숫자 라벨, “가”, “나”, “다” ... “하”의 한

 기호 라벨, “서울”, “경기” ... “제주”의 한  지역 라벨

별로 구분을 수행하 으며 이후 각 라벨별로 분류를 수

행하 다. 이를 통하여 각 문자는 입력된 값에 맞는 결과

를 출력하게 된다. 

표 1. 실험 환경 

Table1. Experiment enviroment.

Experiment environment
Experiment 

distance

Environment 1 60m

Environment 2 45m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

에서는 표 1과 같은 환경을 구 하 다. CCTV 상을 

기반으로 약 60m, 45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진입하는 

차량  번호 의 검출을 수행했으며 촬  각도를 모두 

다르게 설정하 다. 실험에 사용한 컴퓨터의 로세서

는 Intel Core i7-4770 3.4Ghz이며 설치한 메모리는 

32GB, OS는 도우 7을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한 카

메라의 모델은 NFX-12033B1이며 번호 이 육안에 보

일 정도로 실험 환경의 조도   등을 설정하 다. 

개발 툴로는 Visual Studio 2013을 사용하 으며 라이

러리로 OpenCV 2.4.13 등을 사용하 다.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 에 한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으며, 이를 해 실험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하 다. 차량의 속도가 일정 이

상 증가할 경우, 모션 블러로 인해 번호 의 내용을 확

인할 수 없어 이를 제외하 다.

차량 검출을 하여 분류기를 제작하 으며 정 샘

 상을 300개, 부정 샘  상을 300개 학습시켰다. 

각 환경별로 진입차량 400 에 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각각 386, 391 의 차량을 검출하 다. 표 2는 차

량 정보 학습  검출 실험에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차량 검출 실험 결과 

Table2. Experiment result for vehicle detection.

Environment1 Environment2

Number of

experimental vehicle
400

Number of 

detected vehicle
386 391

Number of 

no-detected vehicle
14 9

Accuracy 96.5% 97.75%

Operation time 0.22 0.21

번호  검출을 한 분류기의 제작에는 정 샘  

상을 600개, 부정 샘  상을 600개 학습시켰다. 실험 

환경별로 인식된 차량 386, 391 에 하여 실험을 진

행한 결과 각각 331 , 336 의 번호 을 검출할 수 있

었다. 표 3은 번호  검출 실험에 한 결과를 각 번호

 타입별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차량  번호  검출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여 몇 가

지의 주요 오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차량 검출 오

류의 원인들  다수는 다른 차량이나 여타 장애물이 

검출하려는 차량의 면을 가려 검출을 제한하는 경우

가 많았다. 번호  검출 오류 원인들  다수는 번호

이 손상되거나 그러져 왜곡되거나, 혹은 기후로 인한 

상의 흐려짐 상 때문에 번호 의 특징 추출에 장애

가 생긴 경우가 많았다. 한 차량의 속도가 매우 빨라 

생기는 흐려짐 상으로 인해 때때로 차량 번호 의 검

출에 오류가 발생하 다. 

이후 문자 인식을 하여 분류기를 제작하기 하여 

문자들의 각 타입별 샘  상의 학습을 수행하 다. 

숫자 분류를 한 샘  상을 1000개, 한  기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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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샘  상을 1054개, 한  지역 분류를 한 샘

 상을 40개 비하여 학습시켰다. 

실험 환경의 고정으로 인해 “서울”, “경기”을 제외한 

타입의 번호  정보의 획득에 제한이 발생하여 해당 타

입의 한  지역 샘  상만을 학습시켰다. 각 실험 환

경 별로 검출된 번호  331, 336개에 하여 실험을 진

행한 결과 각각 293, 297개의 번호 이 정상 으로 내

부 문자가 인식되었다. 표 4는 번호  내부 문자 인식 

실험에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문자 인식 실험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번호  상의 

흐려짐으로 인해 배경과 문자의 역을 제 로 분리하지 

못하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번호  손상  

왜곡이나 내부의 얼룩으로 인하여 문자의 역이 다른 

잡음과 결합하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5는 제안

하는 시스템의 실험을 통해 차량 정보를 정상 으로 인

식한 경우와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실험 결과  오류 시

Table5. Experimental Results and Error Examples.

Output of 

normal 

experiment 

result

Error in 

experiment

Vehicle 

detection error

Plate detection 

error

Character 

Recognition 

error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CTV를 통하여 임의의 지역에 한 

상을 입력받아 차량의 진입을 인식하고 그 내부 정보

를 분석  획득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시

스템에 한 이론 인 분석을 수행하 으며 실제 환경에

서 시스템을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본 논문은 

SVM 알고리즘을 통하여 차량  번호 의 검출  분류

를 수행하 으며 이에 필요한 특징을 추출하기 한 방

법으로는 HOG 특징 기술자를 사용하 다. 이후 색상정

보를 통해 번호 의 타입을 분류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배경과 문자 역의 분리를 진행하 다. 이후 분리된 문

자 역에 하여 k-NN 알고리즘을 용하여 숫자  

한 의 인식을 수행하고 결과 값을 획득했다.

입력 상의 다양한 환경이 야기하는 문제와 번호  

표 3. 번호  검출 실험 결과

Table3. Experiment result for plate detection.

Environment1

Plate Type 1 2 3 4 5

Number of

experimental vehicle
221 54 32 47 32

Number of plate 

detected vehicle
194 46 27 38 26

Number of plate 

no-detected vehicle
27 8 5 9 6

Accuracy (%) 87.78 85.18 84.37 80.85 81.25

Operation time (sec) 0.35 0.36 0.42 0.45 0.45

Environment2

Plate Type 1 2 3 4 5

Number of

experimental vehicle
253 63 18 31 26

Number of plate 

detected vehicle
223 53 15 25 20

Number of plate 

no-detected vehicle
30 10 3 6 6

Accuracy (%) 88.14 84.13 83.33 80.64 76.92

Operation time (sec) 0.33 0.35 0.42 0.46 0.45

표 4. 문자 인식 실험 결과

Table4. Experiment result for character recognition.

Environment1

Plate Type 1 2 3 4 5

Number of

experimental vehicle
194 46 27 38 26

Number of plate 

detected vehicle
179 38 25 31 20

Number of plate 

no-detected vehicle
15 8 2 7 6

Accuracy (%) 92.27 82.6 92.59 81.58 76.92

Operation time (sec) 0.73 0.76 0.88 0.91 0.92

Environment2

Plate Type 1 2 3 4 5

Number of

experimental vehicle
223 53 15 25 20

Number of plate 

detected vehicle
203 45 14 20 15

Number of plate 

no-detected vehicle
20 8 1 5 5

Accuracy (%) 91.03 84.9 93.33 80 75

Operation time (sec) 0.76 0.79 0.84 0.8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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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의 손상으로 인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우천시, 야간 환경에서는 상에 입력되는 번호

의 정보가 크게 왜곡되어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한 응 방법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향후에는 이런 

오류들을 이기 하여 여러 환경에 한 데이터베이

스를 보충하고 이미지의 손상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한 본 시스템의 입력 상 해상도

로 인한 연산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한 방법을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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