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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Jetson-Nano와 데스크탑에서 OpenCV와 YOLOv3 실시간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웹캠을 통해 주차장 등의 출입 차량 인식 통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최근 에지컴퓨팅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Nvidia사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Jetson-Nano에 YOLOv3 tiny와 OpenCV를 이용하

여 차량인식을 수행하고,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Tesseract-OCR을 이용해 차량번호인식하여 입출차 혹

은 주차시 차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딥러닝 학습 알고리즘에서 전기차 번호판의 특징점을 인식하여 전기

차를 판별하여 일반차량이 전기차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출입한 차량 데이터

베이스에서 입출차 시각, 차량번호, 전기차여부등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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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이슈되는 환경문제로 인해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여 수요를 크게 늘렸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주차환

경시설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이 상용화 되어있는 주차장 무인시스

템을 발전시켜 객체를 인식 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과 차량번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전기차 

번호판을 인식하여 전기차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불법주차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영상처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오픈 소스인 

OpenCV(Open Source Computer Vision)와 인식률과 처리시간에

서 우수한 실시간 객체인식을 위한 YOLO(You Only Look Once)알

고리즘을 사용한다.

여기서 OpenCV라이브러리와 YOLO알고리즘은 출입차량에 대

해 실시간 이미지 처리와 학습을 통한 차량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를 가능하게 한다. YOLO알고리즘중 비교적 최근의 

YOLOv3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다시 인식된 차량 이미지에서 사전 

학습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추출하고, 번호판의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텍스트화하는 과정에서 Tesseract-OCR이 필요하다. 이 오픈소스를 

통해 영상 속 이미지를 스캔하여 텍스트를 인식하여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과정을 수행 한다.

II. 본 론

1. 하드웨어 구성

그림1과 같이 하드웨어는 크게 Nvidia사의 Jetson Nano와 USB 

카메라 모듈로 구성된다.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전송 

받아 그림2와 같이 연결된 에지 컴퓨터를 통해 딥러닝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차량 객체 탐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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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Jetson nano and webcam

2. YOLO알고리즘을 이용한 차량인식

OpenCV를 이용하여 이미지 전처리후 사전에 딥러닝을 위한 차량 

이미지를 학습하기 위해 수천장의 이미지를 학습시켜 차량을 판별한

다. 차량을 오차 없이 인식하기 위해 수천장의 차량 이미지에 경계박스

(Bounding Box)를 설정하여 학습시키는 레벨링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식할 객체를 한 클래스 당 최소 2~3000회 학습을 시켜야 

오차를 줄일 수 있다.

Fig. 2. labelling and Bounding Box

3. 차량번호인식

OpenCV의 이미지 이미지 전처리과정을 통해 에지를 검출 한 

후 번호판 전체의 경계(Coutour)를 구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번호판 부분만을 캡쳐하거나, YOLO알고리즘을 이용해 번호판 이미

지 인식을 이용하여 번호판 이미지를 획득한다. 

이후 번호판 이미지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텍스트화하기 위해

서는 오픈소스 Tesseract-OCR을 이용해서 한글을 인식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 파일을 활용하여 그림 3과 같이 차량번호판의 번호를 

인식하여 텍스트화 하였다. 또한, 획득한 번호판 이미지에서 전기차 

특징점을 인식할 수 있어 전기차 판별도 할 수 있다. 또한, 번호판 

색이미지의 RGB 컬러를 HSL로 변환시켜 전기차 번호판의 파란색은 

HSL에서 Hue가 240 근처이므로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Fig. 3. recognition of license plate and numbers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기반 YOLO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차량에 

대한 인식과 번호판 이미지 인식, 전기차 식별에 활용하고,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출입차량통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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