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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의 디지털 카메라 및 스마트폰, 감시용 카메라의 보급 등으로 인해 최근 패턴 인식 및 이미지 프
로세싱 분야에서 고화질의 이미지 및 비디오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차량 번호판
감지 등과 같은 객체 인식 분야의 경우, 고화질의 이미지로 인해 그만큼 인식에 필요한 계산 비용이 증가
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이러한 계산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차량 번호판 감지의 도메인과는 다르게 도로 상에서의 실시간 차량 번호판 감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기에 본 논문에서는 도로 상에서의 실시간 번호판 감지 시스템을 위한 차량 번호판 주변정보 기반의 효율
적인 윈도우 슬라이딩(window sliding)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총 3단계로, (1)
SVM(Supported Vector Machine) 을 통한 차량 번호판 주위 정보에 대한 학습, (2) 도로 상의 번호판 위
치 확률 모델링을 통한 탐색 공간의 감소, (3)  분류기를 통한 OCS(operator context scanning)
의 수행이다. 이와 같은  분류기와 OCS를 통해 번호판 검출을 위한 윈도우 슬라이딩의 수가 크
게 줄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번호판의 정보를 건너뛰지 않고, 신뢰성 있게 접근함을 알 수 있었다.

1. 서 론
최근 들어 고화질의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감시용
카메라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고화질의 이미지에 대한 영
상 처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영상 처리 계
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번호판 감지와
같은 객체 인식 분야의 경우 영상 내의 객체를 찾기 위
해 많은 양의 윈도우 슬라이딩 및 계산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1]. 또한 스마트폰 및 차량 내장 카메라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된 위치의 카메라에 대한 기존의 차
량 번호판 감지 도메인과는 달리 도로 상에서의 실시간
차량 번호판 감지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ITS와 부합하여 도로 상황에서의 다양
한 정보 검출 및 제공을 추가적인 고가의 장비 없이도
사용자에게 손쉽게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도로 상황을 반영한 고해상도의 실시간
차량 번호판 검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데 번호판을
검출하는 기존의 논문들의 경우, 대부분 높은 정확도와
성능을 보이지만 고해상도 이미지나 도로 상황과 같은
복잡한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2]. 이와 같은
시스템을 위해선 주어진 도로 상의 이미지에서 번호판을
신뢰성 있게 찾아가는 것과 이에 따른 계산 비용을 줄이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차량 번호판의 주변 정보를 고려한 효과적인 윈도우 슬
라이딩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차량 번호판 주위 영역에
대한 약 9,000개의 샘플들에 대한 SVM 학습을 통해 차
량 번호판의 주변정보에 대한 이진 분류기를 구축한 뒤

이를 통해 기존의 효율적인 윈도우 슬라이딩 방법인
OCS[1] 를 더 보완한 새로운 슬라이딩 방법을 고안하였
다. 또한 도로 상이라는 한정된 도메인의 특성을 이용하
여 실제 도로 상의 약 3,000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차량
번호판의 스케일 별 위치 정보를 확률적으로 모델링 하
여 탐색 공간을 줄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고화질의
이미지에서도 윈도우 슬라이딩 계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차량 번호판 검출을 위한 신뢰성 있는 접근
이 가능하였다.

2. 관련 연구
고화질의 이미지에 대한 윈도우 슬라이딩을 정확도의
감소 없이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
된 연구 중 하나로 OCS(Operator context scanning)
[1] 기법이 있다. 실제 찾아야 할 객체 영역이 전체 이
미지의 일부임을 활용한 방법으로서 슬라이딩 하고 있는
윈도우 내의 객체 특징 분포를 이용하여 슬라이딩 속도
를 조절하며 객체 영역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실제 실험
결과를 통해 슬라이딩해야 할 윈도우 수를 크게 감소시
켰을 뿐만 아니라 번호판 검출에 대한 정확도에도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방법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점
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이미지 내에 찾고자 하는 객
체와 비슷한 특징들이 많이 존재 할 경우 객체에 대한
거짓 후보 영역들이 많아 그만큼 속도 향상의 효과가 미
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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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특징의 특성에 따라 번호판에 신뢰성 있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방법의 경우 번
호판 근처에 다다를수록 번호판의 특징이 윈도우 내에
점점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특징
의 특성에 따라 번호판 근처라고 해서 찾고자 하는 객체
특징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즉, 특징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음) 정
작 중요한 번호판 영역을 찾아내지 못할 수 있는데, 번
호판에 근접하게 겹쳐진 윈도우 내에 객체 특징이 나타
날 확률이 일정 임계값을 넘지 못해 빠르게 슬라이딩을
했는데 이로 인해 정작 번호판 영역을 슬라이딩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 aspect ratio에 따른  영역 설정
3.1.2 번호판 주위 영역의 특징 선택
앞서 언급한  의 특성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contour hole
의 비율과 각 H, S, V 성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값으로
구성된 7차원 특징 벡터를 설정하였다.

3. 차량 번호판 주위 정보에 기반한 OCS 알고리즘

l Contour hole 의 비율

위의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 도로 상에서 기존의
OCS 알고리즘을 적용하기엔 여러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로 상에서의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차
량 번호판 검출에 특화 된 ‘차량 번호판 주변 정보 기반
의 OCS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실제로 차량 번호판을 검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contour 검출 알고리즘이 사용되기도 하는데[4] , 본 논
문에서는 후미등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contour hole을
추출하였다. 다른 영역과 달리 후미등의 경우, contour
hole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이용하였는데, 잡음을 제거
하기 위해 gaussian smoothing 기법을 사용하였고 다음
으로 contour 추출 알고리즘을 통해 윈도우 내에서의
contour hole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3.1 차량 번호판 주위 영역의 특징화
번호판 주위의 내용을 먼저 감지하여 번호판에 효율적
으로 근접하기 위한 윈도우 슬라이딩을 위해 본 논문에
서는 차량 번호판 주위 영역을  라 정의하고
이  에 대한 특징 벡터를 통해 SVM 훈련을
수행함으로서  에 대한 이진 분류기를 구성하
였다. (SVM을 사용함으로서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신뢰
성 있게 특징을 추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3])
3.1.1 번호판 주위 영역의 선정
번호판 주위 영역의 선정을 위해 우선 번호판 주위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1>에 나타나듯 실제 번호판 근
처의 내용은 차의 형태에 따라 조금은 다른 특성을 띄나
주위 내용이 주로 후미등 또는 평평하고 일정한 색으로
구성된 영역임을 확인 할 수 있다.

l H, S, V 의 평균, 표준편차
배경과 글자의 색이 한정적인 번호판의 특성을 이용하
여 HSV 색 모델로 번호판을 검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5], 본 논문에도 이와 유사하게 평평하고 일정한 색 영
역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RGB 색 모델을 HSV 색 모델로
변환한 후, 각 H(색상), S(채도), V(명도)마다 평균, 표준
편차 값을 계산하여 특징 벡터를 구성하였다. 다른 영역
에 비해 단일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색상
의 분포가 일정하기 때문에 표준편차의 특징이 비교적
분별력이 있었다. 색 성분의 경우 빛에 민감하므로 이러
한 민감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도 성분의 히스토
그램은 균등화 작업을 거친 후 평균, 표준편차 값을 구
하였다.
3.1.3 SVM 을 통한  이진 분류기의 구성

그림 1. 번호판 주위 정보
이러한 부분을 비교적 일정한 특징을 가진 영역으로 잘
추출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번호판의 aspect
ratio에 따라 번호판 주위 영역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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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 너비, 는  의 높이를 말
하며,  는 번호판의 너비를,  는 번호판의 높이를 말
한다. 는 번호판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실제 도로 상의 1,906장의 사진 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크기에 번호판 주변 정보 영역 대한 positive 샘플
3,717 개, negative 샘플 5,232 개를 추출하였다. 이 샘
플들에 대해 위에서 선택한 7차원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SVM 학습을 수행하였다. SVM 학습을 위한 커널함수로
는 RBF(Radial-basis function kernel)을 사용하였고
 를 판단하는  이진 분류기를 구
성하였다.
3.2 윈도우 슬라이딩을 위한 OCS 알고리즘
 이진 분류기를 토대로  에 기반
한 OCS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는데 필요한 파라미터로는
수평(수직)방향에 대한 윈도우 슬라이딩 속도를 조절하
기 위한 변수인  (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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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번호판 주변 정보 기반 OCS algorithm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윈도우를
Boustrophedon scanning 방식으로 슬라이딩 해가며 윈
도우 영역이  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i f 윈도우가  라면
          
   
i f 윈도우가  가 아니라면
      




만약 윈도우가  가 아니라면  를 만큼 증
가시켜 더 빠른 속도로 윈도우를 슬라이딩 하고
 라면  를 일정 영역 동안 의 곱으로 감소
시켜 더 느린 속도로 윈도우를 촘촘히 슬라이딩 하게 한
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AIMD (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 라고 한다. 단, 슬라이딩으로
인한 번호판 정보에 대한 건너뜀을 방지하기 위해   ,
  의 최댓값은 각각 윈도우의 너비, 높이 값이어야 한다.
  의 경우, 현재 행에 대한 슬라이딩이 끝났을 때 그 행
의  의 수가 일정 임계값 이상이라면 만큼
감소, 임계값 이하라면 만큼 증가시키게 하였다. 이러
한 윈도우 슬라이딩 기법을 통해 차량 번호판
 에 도달하기 전까진 빠르게 슬라이딩을 수행
하고  가 검출될 경우엔 슬라이딩의 속도를 점
차 줄임으로서 신뢰성 있게 번호판에 접근이 가능하다.

4. 차량 번호판의 위치에 대한 확률적 모델링
슬라이딩을 수행할 탐색 공간을 줄이기 위해 약 3,700
개의 도로 상의 차량 번호판 위치 확률 분포를 측정하였
다. 차 내의 카메라의 위치 및 방향, 카메라와 차 사이의
거리 등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도로 상에서 차가 위
치할 영역은 비교적 한정되어 있음에 착안하였는데
1200*900 의 고화질의 이미지에 대한 크기별 번호판 위
치 좌표 분포는 <그림 4>와 같다. (그래프의 x축은 번호
판 좌표의 x값, y축은 번호판 좌표의 y값을 의미함)

그림 4. 도로 상 차량 번호판들의 위치 분포
위치 분포를 분석해보면, 번호판의 스케일, 곧 차량의 크
기가 작을 경우는 도로 상의 다양한 지점에 위치 할 수
있으나 도로라는 특정 환경 때문에 차가 이동할 수 있는
동선 및 위치는 제한적이므로 번호판의 스케일이 커짐에
따라 카메라로 비춰지는 번호판의 위치는 점점 한정적임
을 확률 분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만 확률적인 접근
만으로는 예외 상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탐색 공간을 줄이기 위한 실제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높이에 대한 부분만 수행하
였다. 주어진 이미지의 높이를 H라 했을 때, 번호판 위
치를 찾기 위한 탐색 공간 높이의 범위를 H*0.56 ~
H*0.89 정도로 줄일 수 있었다.

5. 실험 결과
본 논문의 포커스는 복잡한 도로 환경 상에서 번호판
을 검출하기 위해 고화질의 이미지에서 번호판 후보 영
역에 접근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빠른 윈도우 슬라이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은  이진 분류
기의 성능과 윈도우 슬라이딩의 횟수 측정으로 이루어졌
다. 수평 방향에 대한 값은 윈도우 너비의 1/10, 수직
방향에 대한 값은 윈도우 높이의 1/10, 값은 0.5로
설정하였으며, 실험 이미지와는 중복되지 않는 1200
*900 크기의 450장의 이미지에 대한 수행 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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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진 분류기의 성능
 이진 분류기의 역할은 현재 윈도우가 차의
번호판 근처 정보임을 정확히 검출해내는 것보다 윈도우
가 차의 번호판 근처임을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판별해줌으로서 번호판 근처에 다다랐을 때 윈도우 슬라
이딩의 속도를 줄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진
분류기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실행된다면 번호
판 근처가 아닌 영역에서는 큰 속도 값을, 번호판 근처
에서의 영역에서는 작은 속도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따
라서  이진 분류기의 성능 및 신뢰성을 측정하
기 위해 번호판 근처 영역에서의  값을 측정하였다.
표 1. 번호판 주위 영역에서의  값의 변화
윈도우 너비
 의 범위
 평균
(  의 최댓값)
50
100
150

1 ~ 13
1 ~ 27
1 ~ 41

10.39
19.97
27.46

 분산
3.02
6.92
11.26

실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윈도우가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의 최댓값(윈도우의 너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번호판 근처 영역에서의  값이 ‘1~  의 최
댓값의 1/4’ 까지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윈도우가 번호판 근처의 영역에 다다랐을 때
 이진 분류기가  임을 판별하여 속
도를 감속시킴으로서  로부터 신뢰성 있게 차
량 번호판까지 윈도우가 촘촘히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5.2 윈도우 슬라이딩 수의 측정
1200*900의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에 대해 본 논문에
서의 슬라이딩 기법을 번호판의 크기에 따라 적용하여
측정한 슬라이딩 수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OCS 알고리즘 슬라이딩 결과
윈도우
크기
50*30
100*40
150*60

전체
픽셀 수
1,080,000
1,080,000
1,080,000

스캔 한 평균
픽셀 수
1088
694
501

스캔
비율(%)
0.10
0.06
0.04

시간
(ms)
0.171
0.088
0.083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픽셀들에 대해
윈도우 슬라이딩을 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와는 달리, 본
논문에서 제시한  OCS의 경우 전체 이미지
의 0.1% 정도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윈도우만 슬라이딩
하여도 번호판에 신뢰성 있게 접근이 가능하였다. <그림
5>의 점들은 슬라이딩 중인 윈도우의 왼쪽 상단 위치 좌
표를 의미하는데 번호판 근처로 다다를수록 분류기가 주
변 정보임을 판단하여 점들이 점차 촘촘히 찍히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5.  기반의 윈도우 슬라이딩 실행화면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화질의 이미지에 대한 번호판 검출에
대해서 번호판 정보에 대한 건너뜀 없이 신뢰성 있고 빠
르게 번호판에 접근 할 수 있는 차량 주변 정보 기반의
OCS 알고리즘을 소개하였다. 번호판 주변 정보를 통해
학습된 분류기를 통해 실제 복잡한 도로 환경에 대해서
도 차량 번호판에 빠른 속도로 윈도우 슬라이딩을 수행
할 수 있었고, 차량 번호판을 실제로 검출하기 위해 필
요한 후보 영역에 대한 접근을 신뢰성 있게 수행하고 있
음을 보였다. 또한 도로 상의 번호판 데이터에 대한 확
률적 모델링을 통해 탐색 공간을 줄임으로서 슬라이딩의
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다만, SVM의 경우, 특
징벡터의 차원이 커지면 SVM의 속도 및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몇몇 복잡한 환경 상에서는 번호판의 주
변 정보와 비슷한 다른 정보들이 많은 경우도 있어
 가 비교적 많이 검출 될 경우도 있다는 점,
번호판 양쪽 주변이 모두 가려진 경우  를 찾
기 어렵다는 점 등은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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