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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객체 검출 및 인식 과정은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써,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실제 객체 인식 과정에서는 학습된 이미지 데이터와 테스트 이미지 데이터간 해상도 차이로 인하여 인식기의 

정확도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객체 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이
미지 초해상도 기법을 제안하여 객체 인식 및 초해상도 통합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11,231장의 차량 번호판 훈련용 이미지를 웹 크롤링, 인조데이터 생성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

여 이미지 좌우 반전에 강인하도록 목적함수를 정의하여 이미지 초해상도 인공 신경망을 훈련시켰다. 제안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훈련된 이미지 초해상도 및 번호 인식기 1,999장의 테스트 이미지에 실험하였고, 이를 통해 제

안한 초해상도 기법이 문자 인식 정확도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object detection and recognition process is a very important task in the field of computer vision, and related 
research is actively being conducted. However, in the actual object recognition process, the recognition accuracy is often 
degraded due to the resolution mismatch between the training image data and the test image data.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developed an integrated object recognition and super-resolution framework by proposing 
an image super-resolution technique to improve object recognition accuracy. In detail, 11,231 license plate training images 
were built by ourselves through web-crawling and artificial-data-generation, and the image super-resolu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trained by defining an objective function to be robust to the image flip.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we experimented with the trained image super-resolution and recognition on 1,999 test imag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super-resolution technique has the effect of improving the accuracy of character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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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 차량 등 관심 객체가 포함된 이미지에서 해당 

객체 영역, 종류, 크기 등의 정보를 인식하는 것을 객체 

인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객체 인식의 필수적인 요소

는 이미지에서의 관심 객체의 정확한 탐지와 검출이다. 
이미지에서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객체 검출 신경

망을 이용하여 이미지에서 객체 영역을 검출한 후, 검출

된 영역을 객체 속성 인식 신경망의 입력 크기에 알맞게 

크기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객체 속성 

인식 신경망의 입력 크기에 맞게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

하는 과정에서 입력되는 영상의 해상도가 소실되는 문

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신경망 입력으로 처리할 테스

트 이미지와 사전에 신경망을 학습하는 데 사용된 훈련 

이미지간의 해상도의 차이를 유발한다. 그리고 인식 데

이터와 학습 데이터의 해상도 차이 문제는 신경망의 객

체 인식률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국내외 관련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객체 검출 

신경망 및 객체 속성인식 신경망 자체의 정확도 및 속도

를 향상시키려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객체 인식 

분야에서 저해상도 이미지 입력에 대한 업스케일링 하

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 심도가 미진한 상태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객체 인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지 초해상도와 객체 인식 

연구를 통해 신경망에 입력되는 이미지의 해상도가 저

하되는 현상을 초해상도 기법을 통해 저해상도 이미지

를 고해상도로 변환함으로써, 객체 인식 신경망이 더 향

상된 인식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안하는 객체 인식 정확도 개선을 위한 이미지 초해상

도 기술 연구는 향후 실생활의 객체 인식 분야에서 더 

높은 인식률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Ⅱ. 관련 연구 동향

2.1. Super-Resolution (SR)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하는 SR 
기술은 주요한 컴퓨터비전 분야이며,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ill-posed problem)로 알려져 있다. 
SR 방법은 원본 고해상도 이미지(high resolution, HR)를 

복원해야 할 타겟 이미지(ground truth)로 지정하고, 저
해상도 이미지(low resolution, LR)의 해상도를 향상시

킨 후, 복원된 이미지를 원본 고해상도 이미지와 같아지

도록 하는 접근이다. 이때, 복원 이미지의 품질을 측정

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신호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전

력에 대한 잡음 전력의 비율, 즉 신호 대 잡음비(peak 
signal to noise ratio, PSNR)와 구조 정보의 왜곡도를 평

가하는데 사용하는 구조적 유사성 지수(structural similarity, 
SSIM) 등이 있다. 

최근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면서 여러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CNN을 활

용하였고, SR 분야에서도 CNN을 활용한 기법들이 제

안되었다[1-15]. CNN 기반 SR 기법은 저해상도의 이미

지가 입력되면 여러 개의 convolutional layer를 거쳐 이

미지를 복원하는 방식이다. 손실 함수에 따라, 원본과 

예측 값의 차의 절댓값의 합(L1 loss)을 정의하여 그 값

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NN을 학습하는 방법과 원본

과 예측 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L2 loss)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CNN을 학습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SRCNN[1]
은 CNN을 고해상도 변환 문제에 처음 활용한 방법으로

써, 당시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던 LR-HR 이미지 쌍

을 이용한 예제 기반 학습 방법(example-based SR[2])과 

희소 코딩 방법(sparse coding-based SR[3])들을 제치고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 다만, SRCNN은 저해

상도 이미지를 선형 보간법으로 크기를 확대하고, 확대

된 이미지를 CNN에 통과시켜 복원 이미지를 얻는 방식

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고해상도 CNN을 사용함으로써 

컴퓨팅 파워를 많이 소모시키는 단점이 있으며 단순히 

3개의 CNN 층을 활용한 간단한 구조였기 때문에 정확

도 면에서도 한계를 가졌다. 이에 따라, 성능 향상을 위

하여 심층 신경망 활용과 다양한 신경망 경량화 기법이 

제안되었다. 이후 제안된 FSRCNN[4], ESPCN[5] 등의 

방법에서는 SRCNN과 달리 LR 이미지를 CNN 입력에 

넣은 후 출력 층에서 크기를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컴퓨팅 파워를 줄이고 줄어든 컴퓨팅 파워만큼 CNN의 

층을 늘려 복원 성능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CNN의 층

이 깊어지면서 훈련 도중 앞 쪽의 층의 정보가 층을 지

나며 점점 소실되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

문에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배치 정규화가 고해상도 이미

지 복원문제에서 효과가 미미한 것을 입증하여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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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출력단에 입력 이미지를 바로 연결시키는 skip 
connection 기반 잔차 학습법(ResNet[6])을 활용한 

EDSR[7]기법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ResNet과 VGGNet[8] 
구조를 모두 활용한 VDSR[9], ResNet의 구조를 향상시

켜 모든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DenseNet[10]을 활용한 

DBPN[11], RDN[12] 등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추가적

으로, DBPN은 학습 과정 중 반복적인 업 샘플링과 다운 

샘플링 과정을 거치며, 각 층에서 원본과의 차이를 계산

하여 다음 학습 때 재구성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피드

백 하여 학습을 수행한다. 아울러, 새로운 CNN 기법으

로써, DRN[13], USRNet[14], MZSR[15] 등이 제안되었

다. DRN은 일반적으로 1개의 손실 값을 사용하는 기존 

모델과는 달리 기존 손실에 이중 회귀 손실을 추가하여 

2개의 손실 값을 결합하여 손실함수로 사용한다. 이중 

회귀 손실은 LR로부터 복원된 이미지에 downsampling
을 수행했을 때, 입력 LR 이미지와 유사하도록 제한한

다. USRNet과 MZSR 방법은 일반적으로 bicubic kernel
에 대해서만 훈련시키는 다른 모델들과는 달리, 다양한 

kernel 환경에서 강인한 초해상도가 수행되도록 제안한 

모델이다. USRNet은 노이즈 레벨과 kernel의 종류를 하

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하고 이를 조절하여 이미지를 복

원하는 방법이고, MZSR은 다양한 kernel에 대해 훈련

함으로써, 실제 blur 조건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이미지

를 복원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 객체 인식

다양한 객체 인식 중 문자 인식 기술은 자동차 차량 

번호판이 포함된 이미지에서 컴퓨터비전을 활용하여 

차량 번호판 위치를 검출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기

술로써, 스마트 교통, 스마트 주차 등의 실생활 서비스

에 많이 활용될 수 있다.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함으로써, 교통 법규를 바로잡을 수 

있고, 기하학적으로 왜곡되거나 인식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차량 번호판의 번호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이 

기술의 목표이다. 번호 인식은 차량 이미지를 CNN에 

통과시켜 차량 이미지에서 번호판의 영역을 검출하는 

번호판 검출기와, 검출된 번호판으로부터 내부의 글자

를 인식하는 번호 인식기로 구성된다. 번호판 검출기와 

번호 인식기의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Intersection 
Over Union(IOU)과 mean Average Precision(mAP)가 

각각 사용될 수 있다. IOU는 모델이 예측한 검출 결과와 

실제 객체의 위치간의 교집합과 합집합의 비율을 계산

하여 모델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IOU값이 

0.5 이상의 값을 가지면 추측 모델이 객체의 위치를 제

대로 검출했다고 정의한다. mAP는 객체 인식 CNN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수치로써, CNN을 통해 인식한 정보

들 중에서 실제 객체의 라벨과 일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차량 번호판 검출 및 번호 인식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16-20]. 국내에서는, 실
제 차량 번호판과 비슷한 인조 번호판을 가상으로 생성

하여, 생성된 번호판에 6가지의 데이터 확장 방법을 적

용함으로써 번호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CNN을 학습시키는데 있어 큰 난관인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6]. 기존 인조 데

이터 생성 방법은 정면의 번호판 데이터만 생성하기 때

문에 다양한 각도의 번호판을 인식시키지 못하는 문제

를 가졌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원 회전 

기반 인조 번호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제

안되었다[17]. 국외의 연구에서는 최소의 CNN을 활용

하여 local binary pattern(LBP) 기반 계단식 검출기 품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 번호판 검출과 번호판 인식을 단일 

네트워크로 병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8]. SSD[19]
는 단일 심층 신경망을 통해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출력공간의 바운딩 박스를 다양한 가로 세로 비율과 스

케일을 가진 기본 공간을 활용해 분리한 후 최종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였다. CCPD[20]는 개인 정보 보호로 인

한 자동차 번호판 데이터베이스의 부족을 해결하고 이

로 인한 인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0,000여
개 이상의 자동차 번호판을 수집하여 약 30GB의 대규

모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고, 100,000여개의 학습 데이

터셋과 150,000여개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이
는 대용량 번호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를 통해 향

후 번호판 인식 연구에 있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

는데 있어 의의가 있다.

Ⅲ. 제안 방법

3.1. SR 인공 신경망 훈련

SR 신경망 훈련을 위해, 번호판 이미지 11,231장의 

HR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한 HR 이미

지의 크기를 bicubic interpolation을 통해 줄여서 LR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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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획득하였다. SR 인공 신경망을 통해 복원된 이미

지가 원본과 유사해지도록 신경망 파라미터를 훈련시켰

다. 본 연구에서는 번호판 이미지 SR을 위해 DBPN[11]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수정 및 개선하여 활용하였

다. 그림 1은 신경망의 블록도이다. 제안 방법은 그림 1
에서 제시된 것처럼, 학습 과정에서 여러 개의 CNN 층을 

거치며 반복적인 upblock과 downblock을 거친다.

Fig. 1 Iterative up and down blocks for SR framework.

본 연구에서는 SR 인공 신경망 훈련 시 회전, 원근 변

환, 크롭 등의 다양한 데이터 확장을 사용한다. 또한, 2
배, 3배, 4배, 8배 등 다양한 배율 확대를 위해 표 1과 같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 사용하였다.

Scale x2 x4 x8 x3

Kernel size 6 8 12 5

Stride 2 4 8 3

Padding 2 2 2 1

Table. 1 Hyper parameters of the SR framework.

Fig. 2 Trends of average PSNR and SSIM results 
according to the checkpoint.

그림 2는 제안한 SR 인공 신경망의 checkpoint에 따

른 평균 PSNR(그림 2 왼쪽 그래프 참조)과 평균 SSIM
(그림 2 오른쪽 그래프 참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표이

다. 검증용 데이터 셋으로 1,999개의 번호판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값이 점차 서서히 증가하다가 

checkpoint 1,000 즈음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더 이상 

변화가 없고 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이 복원 정확도 향상

을 위한 새로운 손실 함수를 제안한다. 그림 3은 우리가 

제안하는 Flip loss 도식도이다. Flip loss 계산을 위해, 
좌우 반전시킨 LR 이미지를 SR 인공 신경망을 통과시

켜 추가적인 복원 이미지(flipped SR)를 얻는다. 그 후 

복원 이미지를 다시 원래대로 좌우 반전시킨 이미지

(reflipped SR)를 획득하여 기존 방법으로 복원해낸 

original SR 이미지와 reflipped SR 이미지의 차이의 절

댓값의 합을 계산하여 flip loss를 얻는다. 추가적으로, 
입력 LR 이미지를 SR 인공 신경망에 적용하고 획득한 

복원 이미지(original SR)와 HR 이미지의 차이의 절댓

값의 합을 계산하여 original loss를 획득한다. 최종적으

로 flip loss와 original loss를 합하여 제안하는 total loss
를 계산할 수 있고. 우리의 이미지 SR 모델은 이 total 
loss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된다.

3.2. 번호 인식 인공 신경망 훈련

본 연구에서는 번호판 인식기 훈련을 위해 
BeautifulSoup library를 활용한 웹 크롤링으로 차량 이

미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BeautifulSoup은 HTML 또
는 XML 웹 페이지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로드 및 저장

할 수 있는 Python 기반의 라이브러리로 데이터들을 특

정 형식에 맞게 추출해 낼 수 있다. 웹 크롤러는 브라우

저에 게시된 모든 정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로컬에 저장하는 것을 제공하는 모듈로

써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수집 코드인 그림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웹 크롤링을 수행할 수 있는 소스코드

를 구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자체 수집하였다. 
한편, 웹 크롤링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

Fig. 3 Proposed loss function for the SR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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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특히 용도한글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에 직면하

였고,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OpenCV 기반의 

기존 방법[21]을 참고로 하여 인조 번호판을 생성하는 

소스코드를 그림 5와 같이 구현하였다. 그림 6은 8자리 

번호판 인조데이터 생성 예시를 보여준다.
구축한 데이터를 가지고 번호 인식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번호를 인식하기 위한 2단계의 CNN 모델을 설계

하고 훈련하였다. 첫 번째 CNN 모델은 입력 영상 내에

서 번호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 신경망을 통과

시키면 번호판 영역의 객체 영역 좌표를 출력한다. 두 

번째 CNN 모델은 번호인식을 위한 것으로, 크롭이 된 

번호판 이미지를 입력받아 번호판 내의 숫자 및 한글의 

종류와 위치를 모두 출력한다. 실시간 객체인식이 가능

한 Darkflow[22] 오픈소스 모듈을 활용하여 2단계 신경

망 모델을 설계하였고, 웹 크롤링 및 인조데이터 생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2개 신경망 

파라미터를 개별 훈련하였다.

Table. 2 122 classes for character recognition.

번호인식 신경망 훈련을 위하여 기존 연구[23]의 내

용을 참조로 하여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122개의 클

래스를 정의하였다. 표 2는 클래스 번호 도표이다. 제안

Fig. 4 Web-crawling code for obtaining license plate images.

Fig. 5 Artificial license plate image generation code. 

Fig. 6 Examples of artificial license plat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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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단계 신경망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8자리 신규 번

호판 이미지 약 2,000장과 전기차 번호판 이미지 약 300
장을 수집하여 훈련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훈련된 신경망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8자리 신

규 번호판 이미지 150장과 전기차 번호판 이미지 50장
을 테스트 셋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정확도 

성능을 측정하였다. 1단계 번호판 검출 신경망 모델의 

mAP는 주어진 테스트 셋 환경에서 약 96%로 측정되었

고, 번호판 영역 검출 영역 결과는 실험 결과 섹션에서 

제시된다.

3.3. 번호 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한 SR 통합 구조

Fig. 7 Flowchart of the integrated SR and character 
recognition. 

일반적인 번호 인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전체 차량 이미지에서 번호판 영역을 크롭하여 추

출한다. 추출된 번호판 이미지는 인식기의 입력으로 들

어가게 되고, 훈련된 신경망은 각 문자들의 위치와 라벨

을 인식하게 된다. 번호판의 크기를 신경망의 입력 크기 

맞추기 위해, bicubic과 같은 interpolation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영상 확대 과정에서 선명도를 

저하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R을 

이용한 이미지의 복원 전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7
과 같이, 차량 이미지에서 추출된 번호판이 인식기의 입

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안하는 SR 기법을 통해 문자

의 선명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인식률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지에서 차량 번호를 인식할 때, 화질

이 저하되어 인식하기 힘든 문자를 고화질의 선명도를 

갖도록 변환한다. 고선명도를 갖는 문자는 인식모델이 

학습했던 문자들의 해상도와 가까워지게 되어 인식기

의 번호 인식률을 개선할 수 있다. 관심 객체 클래스인 

차량 번호판 이미지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별도로 훈련

된 신경망 가중치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객체 클래스

를 한꺼번에 다루는 범용 SR 신경망 대비 매우 정확한 

차량 번호판 복원 결과를 얻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4.1. SR 결과

섹션 3.1에서 훈련된 SR 신경망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1,999개의 다양한 크기로 크롭된 번호판 이미지를 

이용하여 SR 복원 후 복원된 SR 이미지와 원본 HR 이
미지와의 비교를 통하여 기존 SR 연구[24,25]에서와 같

이 PSNR과 SSIM을 측정하였다. 그림 8과 표 3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제안하는 SR 방법이 기존 방법 대비 번

호판의 화질을 복원하는 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

을 검증하였다. 예를 들면, 그림 8은 기존의 SR 기법들

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R 방법의 결과를 비교한 것

이다. 제안된 SR 방법의 해상도 개선 효과가 기존의 방

법들에 비해 뛰어남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3은 여러 SR 기법들의 성능을 PSNR과 SSIM을 이용

해서 평가한 도표이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SR 방법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

Fig. 8 SR results of plate images(x4). Two characters 
were masked due to privacy policy.

Table. 3 Average PSNR/SSIM of license plates for 
validation.

x2 x3 x4

Bicubic 30.85 0.9297 26.09 0.7960 23.68 0.6516

MZSR 21.15 0.7056 21.27 0.5942 19.53 0.3788

DRN - - - - 25.8 0.6945

DBPN 33.72 0.9616 - - 25.41 0.7739

Proposed 33.75 0.9632 30.09 0.9181 26.99 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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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번호인식 결과

그림 9는 2단계 번호 인식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측

정된 테스트셋 200장(8자리 신규 번호판 150장, 전기차 

번호판 50장)에 대한 mAP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9(a)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번호판 한글 데이터 부족으로 인

해 113(하), 115(호), 116(허) 등 일부 용도 한글 클래스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87.14%의 mAP를 달성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웹 크롤링과 인조데이터 생성을 통해 데

이터를 추가 구축하여 훈련한 결과, 그림 9(b)의 결과에

서 볼 수 있듯이, 문제 되는 용도 한글 클래스를 모두 인

식할 뿐만 아니라 다른 클래스의 문자 인식률을 조금씩 

향상시킴으로써 95.30%의 mAP를 달성하였다.

Fig. 10 Examples of plate recognition results. Two 
characters were masked due to privacy policy. 

Fig. 11 Examples of character recognition results. 
Two characters were masked due to privacy policy.

신규 8자리 및 전기차 번호판 검출 및 문자인식 결과

는 그림 10과 그림 11에 제시된다. 그림 10은 차량이미

지에서 번호판 영역 검출 및 번호 인식 결과를 함께 보

여주고, 그림 11은 크롭된 번호판 이미지에의 글자 영역 

검출 및 라벨 정보 인식 결과를 보여준다. 참고로, 동영

상에서의 번호판 인식 처리속도는 약 30 fps 이상으로, 
실시간 처리를 달성하였다.

4.3. SR 및 번호 인식 통합 결과 

이번 섹션에서는 SR 기법을 활용한 번호인식의 성능 

개선을 확인한다. 원본 번호판 이미지를 bicubic 
interpolation을 통해 2배율, 3배율, 4배율 LR 이미지로 

변환 후 변환된 이미지를 우리가 제안하는 SR 기법을 

활용하여 화질 개선을 수행하였다. 이전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SR을 통해 개선된 이미지는 LR 이미지에 비해 

높은 PSNR 값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지의 PSNR이 높

(a)

(b)
Fig. 9 (a) The result of character recognition without 
artificial license plate generation. (b) The result of character 
recognition with artificial license plat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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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는 결과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안하는 SR 기법의 

성능이 객체 인식 관점에서 꼭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없

다. HR과 SR 이미지의 유사도만 비교하게 되면 글자나 

숫자의 화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 모양이 왜곡이 될

지라도 색상이나 글자의 위치 등의 유사도로 인하여 

PSNR이 높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번호판 인식기를 활용해 제안한 SR 기법이 번호인식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림 12는 3배
율 저해상도, 초해상도, 고해상도 이미지이며 그림 13은 

4배열 저해상도, 초해상도 고해상도 이미지이다. 그림 
12와 그림 13의 번호판 이미지에서 인식률을 측정할 때, 
번호판 인식기에서 검출하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50%
가 넘었을 때만 검출했다고 평가하며 50%를 넘지 못하

면 검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SR 기법을 적용하여 

화질을 개선한 영상에 대한 인식 신뢰도가 원본 HR 영
상의 확신도와 비슷해졌지만, 2배율의 경우 화질 개선

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 반면에 3배율, 4배율 SR 기법을 

활용하여 화질을 개선한 경우에는 LR 이미지에서 인식

되지 않았던 글자들이 SR 이미지에서는 새롭게 인식되

어 인식률이 현저히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12와 그림 13에 제시되어 있다. 

Fig. 12 Examples of character recognition results. The 
left is bicubic results(x3), the middle is SR results(x3), 
and the right is HR images. Two characters were 
masked due to privacy policy.

Fig. 13 Examples of character recognition results. The 
left is on bicubic results(x4), the middle is on SR 
results(x4), and the right is on HR images. Two characters 
were masked due to privacy policy.

Fig. 14 mAP comparison results. The left is on bicubic 
results(x3), the middle is on proposed SR results(x3), 
and the right is on HR images.

Fig. 15 mAP comparison results for only numbers(0-9). 
The left is on bicubic results(x3), the middle is on 
proposed SR results(x3), and the right is on HR images.

이렇게 인식된 번호판 숫자 및 글자가 정답과 얼마나 

같은지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mAP를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저해상도 번호판 이미지 1,999장을 

bicubic interpolation을 통해 확대한 후 번호 인식을 적

용하여 mAP를 측정하고 bicubic interpolation 기법 대

신 제안된 SR 기술을 적용하여 mAP를 측정하여 그림 
14-17에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저해상도 이미지에 

대한 번호 인식 정확도가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한 번호 

인식 정확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배율 저해상도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의 화질의 성

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SR 이미지에서 mAP가 크

게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편, 그림 14는 3배
율 LR, SR, 그리고 HR 이미지에 대한 번호 인식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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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보여준다. 이로부터 SR 이미

지 결과에 대한 모든 클래스(0-121)별 mAP(35.56%)가 

LR 이미지로 계산된 mAP(22.00%)에 비해서 13.56%p
만큼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는 HR 이미지에서의 

mAP결과(96.7%)에 더 근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R이 번호 인식의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그림 15는 LR, SR, 그리고 

HR 이미지에 대해서 숫자 클래스(0-9)에 대한 mAP 결
과를 보여주고. 그림 15에서 SR 이미지 결과에 대한 숫

자 클래스(0-9)별 mAP(71.80%)가 LR 이미지에 대한 

mAP(43.90%)에 비해서 27.90%p만큼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은 4배율 LR, DBPN, 제안하는 SR, 그리고 

HR 이미지에 대한 번호 인식 mAP 결과를 왼쪽부터 순

서대로 보여준다. 이로부터 SR 이미지 결과에 대한 모

든 클래스(0-121)별 mAP(25.13%)가 LR 이미지에 대한 

mAP(4.83%)에 비해서 20.30%p만큼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기존 DBPN SR 이미지에 대한 mAP(13.58%)에 

비해서 11.55%p만큼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

하는 SR 이미지가 LR 이미지와 DBPN SR 이미지 대비 

HR 이미지에서의 mAP결과(76.17%)에 더 근접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그림 17은 LR, DBPN, 제안

하는 SR 그리고 HR 이미지에 대해서 숫자 클래스(0-9)
에 대한 mAP 결과를 보여주고. 그림 17에서 SR 이미지 

결과에 대한 숫자 클래스(0-9)별 mAP(61.30%)가 LR 
이미지에 대한 mAP(11.36%)에 비해서 49.94%p만큼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기존 DBPN SR 이미지에 대한 

mAP(19.80%)에 비해서 41.5%p만큼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객체 인식을 적용하는 테스트 이미지

와 객체 인식기가 사전 훈련한 학습 이미지 데이터간의 

해상도 차이로 인하여 객체 인식률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저해상도 테스트 입력 환경에서 객체 

인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SR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
안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Darkflow 기반 구현

된 번호판 인식기를 활용하여 SR 및 번호인식 통합 시

스템을 구현하고 실험함으로써, SR 기법이 번호판 인식

Fig. 17 mAP comparison results for only numbers(0-9). 
The top-left is on bicubic results(x4), the top-right is on 
DBPN results(x4), the bottom-left is on proposed SR 
results(x4), and the bottom-right is on HR images. 

Fig. 16 mAP comparison results. The top-left is on 
bicubic results(x4), the top-right is on DBPN results(x4), 
the bottom-left is on proposed SR results(x4), and the 
bottom-right is on HR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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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향상에 혁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추가적으로, 번호판 인식기를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웹 크롤링과 인조 데이터 생성 방

법을 활용한 데이터 확장을 통해 번호판 인식기의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

해 확보된 번호판 데이터 셋과 훈련된 SR 인공신경망 

가중치를 활용할 경우 저해상도 입력 영상에 대한 문자 

인식이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교통, 스마트 주차 등의 

분야에 널리 쓰일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에는 2배율, 3
배율, 4배율 등 정수 배율 이외에도 소수 배율(1.1~3.9) 
확대 연구, 그리고 배율 별 가중치의 파라미터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메모리 압축 등 추가적인 고도화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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