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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차량 번호판 

조사를 이용하여 평균 주차 시간과 주차 회전율을 구하였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일반적인 차량 번호판 조사는 사람

이 직접 수행하게 되어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사람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CCTV를 통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따라

서 적당한 조사 시간 간격(인터벌)을 두고 평균 주차 지속 시간과 주차 회전율을 구한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효율

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차량의 주차 소통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단지  실험에서 문자 인식 부분은 4-방
향 프로젝션을 이용하여 추출하는데 이번 연구에선 제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researches on securing parking spaces and improving parking performance, by use of vehicle license 
plate investigation for average parking time and parking turnover ratio. Even though general surveys on vehicle license 
plate investigation are performed by the person, our survey is performed by the machine, CCTV. Unusually, our 
method checks average parking time and parking turnover ratio at time intervals of the survey. So, it is easy to check 
whether a parking lot is effectively used and its traffic flows smoothly or not. In our experiment, we exclude a method 
to recognize characters by use of 4-direction projection. 

키워드 : 주차 공간, 차량 번호판 조사, 평균 주차 시간, 주차 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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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주차의 국어사전에서의 정의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

에 세워 두는 것을 뜻하며, 특히 도로 교통법에서는 자

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 또는 운전사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이른다[1]. 
주차장이란 차를 세워 두도록 마련한 곳[2]을 말하는

데, 주차장의 종류는  장소, 요금 시설에 따라서 분류된

다[3]. 장소에 따라 실내와 실외 주차장으로, 요금에 따

라서 무료와 유로 주차장으로, 시설에 따라서 독립과 

부설 주차장으로 분류된다. 또한 주차장법[2,4,5]에 의

하면 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다. 
가. 노상주차장 :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

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

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에 의하여 건

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

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

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또한 주차장은 용도에 다라 공용 주차장과 공영 주차

장으로 분류된다[6]. 공용 주차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말하는데, 동일 빌딩 등 주변에 개인들이 공

동으로 마련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공영주차장이란 각급 행정기관이 나날이 증가하는 주

차수요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고

려하여 관내 교통소통 및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일반

인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Ⅱ. 관련연구

주차나 주차 요금 관련 연구는 상당히 많지만 그중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차 공간에 

대한 예측을 하는 관련연구로서, 주차장은 Caliskan, 
Barthels, Scheuermann, 그리고 Mauve에 따라, 연속 시

간 마르코프 체인에 의해 모델링되고, 주차장은 정기적

으로 점유 공간, 용량, 차량 네트워크를 통해 도착과 주

차 요금에 대해 통신한다. 차량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도착 가능한 주차 공간의 확률을 

계산한다[7]. 다음으로  [8]에서는 주차 요금과 주차 공

급이 교통 혼잡을 완화하도록 설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여 총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했다.  [9]
에서는 증가하는 차량 수량의 관점에서 GSM 모듈을 

기반으로 설계된 지능형 주차 시스템을 소개하였고, 
[10]에서는 주차 수용 능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트래픽 

성능 향상을 위해 주차 지역에서 교차로까지의 최소 거

리를 정의하였다. [11]에서는 주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색이 글로벌 도시화와 자동차 대중화의 성장의 가장 

어려운 결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시공간  상으로 구성

된 주차 선택 및 검색 동작에 대한 전반적인 프레임 워

크를 제시하였다.
국내연구로는 [12]에서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단독주

택지구의 주차부족을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이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토지이용계획에 있음을 제기하

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3]에서

는 공공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실에 적합한 주차원

단위를 산정하고자 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득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원단위 산정 문제점을 도출하였

다. [14]에서는 서울시 주거지 학교와 공원의 주차시설 

입체화 사례의 물리적 특성과 이용을 조사하여 안전성

과 효율성, 기능성을 비교·분석하여 계획방안을 제안하

였다. 이 밖에도 지하 주차장 영역의 세부 사항을 계획

하고 공간 효율성 문제를 지적한 논문들도 있다[15-18].
이와 같이 주차 시설 및 주차 공간에 대한  수많은 연구 

문헌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비디오로 주차장

을 촬영하도록 하여 차량 번호판 인식을 수행한다. 그
리하여 주차의 지속 시간과 주차 회전율을 구하는 것을 

본 논문의 최종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번호판 인식은 이전에 사용한 알고리즘[19]을 이용하여 

간단히 구하고 되도록 주차 지속 시간과 주차 회전율을 

구하는데 전력하도록 한다.

Ⅲ. 교통조사

3.1. 일반적인 조사

교통조사는 일반적으로 시설적인 자료와 사회 경제

적인 자료, 교통류 특성에 관한 자료, 그리고 기타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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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된다. 시설적인 자료에는 가로망, 제어시설, 주차시

설, 도로 조건, 그리고 대중교통 등과 관련된 교통 시설

에 관한 자료들을 말한다. 사회 경제적인 자료에는 인

구규모, 차량 등록 대수, 그리고 소득 수준 등 교통수요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료들을 말한다. 교통류 

특성에 관한 자료에는 교통량, 속도 통행 시간, 지체 시

간, 밀도, 그리고 차두 간격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인력

에 의한  직접 조사, 자동 검지기, 그리고 사진 촬영 등

으로 조사한 자료를 말한다. 그리고 기타 조사에는 교

통사고 흔히 발생하는 지점과 사고의 유형 및 특성, 그
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환경, 시설, 개인적인 현상 

등을 말하는 교통사고 자료와 주차 시설 현황, 주차대

수, 주차 지속 시간 등을 다루는 주차 자료, 그리고 물류 

및 대중교통 자료, 보행자 관련 자료 등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조사에서 기타 조사의 한 종류인 

주차 자료를 다루도록 한다. 교통조사의 한 종류인 주

차 시설 현황 조사는 일반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정기

적으로 행해지는 주차시설현황에 대한 최신 자료의 확

보를 위해서 조사가 수행된다. 또한 미래의 주차 계획

과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 확보를 위해 수행된다.
주차시설현황조사 항목은 주차면수, 최대주차시간 

및 운영시간, 주차장 이용제한 사항, 주차요금 징수방

식 및 주차요금, 그리고 주차시설 형태(노상․노외 / 평
면․기계식)가 있으며 조사 지역을 살펴보면 중심 업무 

지역, 소규모 업무 지역, 그리고 특정수요 발생지로 나

눌 수 있다. 

3.2. 주차시설 이용현황조사

효율적인 주차장의 이용과 효율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리고 장기 주차 차량

의 분포를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조사인 주차시설 이용

현황 조사이다. 주차시설 이용현황조사는 누적주차 대

수 조사와 차량 번호판 조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누적주차대수 조사는 날짜별, 요일별, 시간대별 주차

장을 이용하는 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차장을 이용하

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의 주차수요분석을 수행하기 위

하여 조사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대별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대수와 주차면수 조사 등으로 누적주차

대수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차를 얼마

나 오래 하였는지 와 일정 시간대의 주차면당 출입 횟

수를 말하는 주차 회전율은 알 수가 없다.

차량번호판 조사는 누적주차대수 조사와는 다르게 

주차된 차량이 얼마나 오래 주차되어 있었는지를 나타

내는 평균 주차지속시간과 주차면당 출입 횟수인 차량

의 회전율을 알 수 있으므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조

사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번호판 조사를 목적으로 [5]에서

와 유사한 방법으로 주차지속시간과 주차 회전율을 계

산하고자 한다. 평균주차지속시간에서 조사시간 간격

을 전체의 주차된 차량에 알맞게 이용하여 식 (1)과 같

은 연산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다. 

c

k

n
X

xX

V
CNI

AT

NICCNI

CCCC

=

=

+++=

1=

21

∑

L

식 (1)

여기에서 AT는 평균 주차 지속시간을 말하고, VC는 

조사에서 관찰된 차량의 총 대수를 말한다. CX는 X번 

조사할 동안 계속해서 주차한 차량의 대수(대)를 말하

는데 이는 C1 에서 Cx 까지를 더한 값이며, N은 주차한 

차량이 관찰된 횟수를 말하고, I는 조사한 시간의 인터

벌(interval)인 간격(시)을 말한다.
다음으로 구할 주차 회전율은 일정한 시간대의 단

위 주차면당 차량의 출입횟수를 뜻하는 것으로 차량 

번호판 조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주차 회전

율이란 1개의 주차 면에 1시간 당 주차한 차량의 대수

를 뜻하는 것이다. 주차 회전율에 관한 공식은 다음 식 

(2)와 같다.

XX

C

PT
V

PR
×

= 식 (2)

여기에서 PR은 주차 회전율을 나타내고, PX는 총 주

차 면수를 나타내며, TX는 조사 시간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식 (1)과 식 (2)를 활용하여 평균 주차

지속시간과 주차 회전율을 구하도록 한다. 먼저 CCTV
를 통하여 주차장을 촬영한 비디오가 입력되면 차량 번

호판을 조사를 통하여 평균 주차 지속시간과 주차 회전

율 연산하여 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타 주차 특성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이용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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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최고 점유율, 첨두시 주차 집중률 등이 있는데 이들

은 나중에 다루기로하고 본 논문에서는  평균 주차지속

시간과 주차 회전율만 다루도록 한다. 

Ⅳ. 실 험

본 논문의 실험은 Window 7에서 Visual C++  2011
을 이용하였다. 카메라는 삼성의 SCR 736 카메라로 고

해상도 차량 식별 카메라이다. 또한 650TV 52만 화소 

Diagonal 6mm(1/3형) Super HAD CCD ii 카메라이다.
본 논문에서 실험 환경은 그림 1과 같이 카메라 4대

로 로 총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Block 4개를 촬영하도

록 하였다. 1대의 카메라로 1개의 Block을 촬영하는 것

이다. 각 Block에는 총 10대를 주차할 수 있다.

그림 1. 카메라의 분포

Fig. 1 The Distribution of  Camera

그림 2는 카메라 중에서 1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에서 자동차 1대분의 영상이다. 자동차는 주차되어 있

고, 카메라가 이 차량의 번호판을 읽어서 인식하는 것

이다.
그림 3은 이렇게 얻은 번호판 영상 중에서 번호판 영

역만 잘라낸 영상이다. 사람이 자동차 번호판을 알기가 

어렵지만 카메라로 얻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쉽게 인식

할 수 있다. 

그림 2. 자동차 한대의 영상

Fig. 2 Image of One Car

그림 3. 자동차의 번호판

Fig. 3 License Plate of Car

본 논문에서는 차량 번호판 인식을 수행하였는데, 이
이 방법은 [15]에서 제안한 4-방향 프로젝션 방법을 이

용하여 수행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고, 
평균 주차 시간과 주차 회전율에 중점을 두어 다루며, 
문자인식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한다.

주차된 차량의 3일차 조사 결과, 주차 면수(Tx)는 50
면이고(한 개의 Block을 3일 동안 조사), 조사 시간 간

격(I)은 10분일 경우의 다음 표 1과 같은 주차 조사 결과

를 얻었다. 여기에서 조사 시간(PX)은 2시간이다.

표 1. 주차 조사 결과

Table. 1 Results of Parking Survey

x 1 2 3 4 5 6 7 8 9 10

1일차 Cx 6 5 4 6 4 5 4 3 5 3

1일차 N 7 6 6 8 6 6 7 7 6 6

2일차 Cx 7 6 7 5 5 6 7 8 7 7 

2일차 N 8 9 7 6 7 6 8 10 9 7

3일차 Cx 7 8 6 7 7 5 4 4 5 4 

3일차 N 8 8 7 7 8 9 7 7 8 8

여기에서 관찰된 총 차량 대수(VC)는 표 2와 같다.  
조사 시간 간격 I는 10분이므로 1시간(60분)의 1/6이므

로 0.167이다. 1일차 ∑CNI를 구하면 49.355가 나온다. 
그리고 2일차 ∑CNI를 구하면  84.836, 3일차 ∑CNI를 

구하면  73.48이 나온다. 그리하여 평균 주차 지속 시간

(AT)과 1개의 주차면 당 1시간당 주차한 차량의 대수인 

주차 회전율(PR)을 구한 것은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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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관찰된 차량의 총 대수

Table. 2 The Total Number of Observed Vehicles

일차 1일차 2일차 3일차

VC 168 178 106

평균 주차 지속 시간(AT)은  ∑CNI를 관찰된 차량의 

총 대수로 나눈 값으로 표 3의 AT와 같다. 또한 총 주차 

면수( PX)와  조사 시간(TX)은 각각  50면과 2시간으로 

이를 곱하면 100이 된다. 따라서 관찰된 총 차량 대수를 

100으로 나눈 값이 그대로 주차 회전율이 된다.

표 3. 평균 주차 시간과 주차 회전율

Table. 3 Average Parking Time and Parking Turnover

일차 1일차 2일차 3일차

AT 0.294 0.477 1.443

TR 1.68 1.78 1.06

표 3에서 평균 주차 지속 시간(AT)은 보통 시간당 0.5
대 이하이다. 그렇지만 1개의 주차면 당 시간당 주차 차

량 대수를 말하는 주차 회전율은 1.06에서 1.78(대/면/
시)로서 시간당 주차면당 약 1.35대의 주차를 한다는 것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차를 빨리 빼고 빨리 대지는 않

고 보통 정도로 빼고 대는 것을 말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 번호판 조사를 이용하여 평균 주

차 시간과 주차 회전율을 구하였다. 이는 보다 효율적

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차량 번호판 조사에서

는 사람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CCTV를 통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즉 알맞은 조사 시간 간격을 두고 평균 주

차 지속 시간과 주차 회전율을 구한 것이다. 이는 주차

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의 여부와 차량을 얼마나 

빨리 대고 빼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만 실험에서 

문자 인식 부분은 4-방향 프로젝션을 이용한다고만 되

어있는데, 4-방향 프로젝션에 대한 연구는 다음번에 수

행하기고 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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