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6, No. 7, pp. 1092 1099, 2017

http://doi.org/10.5370/KIEE.2017.66.7.1092

1092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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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Feature-based Electric Vehicl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Using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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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ovel way of vehicl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based on image features. There are two main 

processes in the proposed system, which are database construction and vehicle classification processes. In the database 

construction, there is a tight censorship for choosing appropriate images of the training set under the rigorous standard. These 

images are trained using Haar features for vehicle detection and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extraction for vehicle 

classification based on the support vector machine. Additionally, in the vehicl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processes, the region of 

interest is reset using a number plate to reduce complexity. I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system had the accuracy of 

0.9776 and the F1 score of 0.9327 for vehicl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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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대 이후 유가 상승 및 온실 가스 배출 등과 같은 경제

적·환경적 측면의 여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

계적으로 친환경을 지향하는 사업이 발전하고 있다[1]. 특히 정

부의 에너지 정책 지원 사업에 의하여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수요를 증진시키게 되면서, 관련 사업이 성장하고 있

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전기차 수요 예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기차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하여 전력계

통 분석 및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

해 실제 전기차가 운행하는 구간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

차 인프라를 운영해야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전기차 수요 증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2]을 시작으로 환경부는 2016년 

환경 예산·기금안에서 전기차에 대한 각종 정부보조금이 담겨 있

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친환경차량과 관련된 엑스포 개최 및 전기차 보급 대

상자를 제주 도민 중에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

는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

소의 위치는 차량의 주행거리(driving distance)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3].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소 · 중형 전기차 중에는 현대

의 아이오닉(Ioniq, 준중형차)의 경우 완충시 약 190km의 가장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일 회사의 휘발유 차

량인 아반떼(Avante, 준중형차)의 경우 6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짧은 주행거리이다. 이와 같이 전기

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주행거리로 인해 충전소 주변을 중심

으로 운행 구간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각 전기차 충전소당 이용 현황이 실제 조사 지역에

서의 전기차 수요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

소당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충전소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는 방법이다[4, 5]. 수집된 정보

를 통해 전기차의 수요를 예측하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실시간 차량을 검출[6]하는 

기존 방법 등을 개선하여 전기차 모델 분류 및 필요 전력량 추

정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머신 러닝을 이용한 영상 특징 기반 전

기차 검출 및 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차량 검출(vehicle 

detection)기 구축 단계에서는 Haar 특징[7]을 이용하였다. 검출

된 영역에 대해서는 차량의 번호판(number plate)을 이용하여 

영역 재설정(region rearrangement)을 실시한 후 관심 영역

(Region of Interest, ROI)으로 설정된 부분에 대하여 Histogram 

of Oriented Gradietns(HOG)[8]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차량을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설계한 시스템을 실험용 영상(test set)을 

통한 정확도와 F1 score등의 검증과정을 이용해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 및 분석을 하였다.

2. 제안하는 차량 검출 및 분류 시스템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세부적인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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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 전체 흐름도; (a)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b) 차량 분류 과정

Fig. 1 Flow chart of the entire proposed system; (a) database construction, (b) vehicle classification

그림 2 학습 영상의 기본 형태(Kia의 Soul 전면(좌), 후면(우))

Fig. 2 Basic shapes of the training set(front(left) and 

back(right) side of Kia Soul)

과정은 크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database construction 

process)과 차량 분류 과정(vehicle classification process)로 나

누어진다.

먼저 그림 1의 (a)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이 진행된다. 

우선 제안하는 시스템의 학습 영상(training set)을 선택한 후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영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영상을 이용하여 Haar 특

징을 이용하여 cascade 형식의 학습과정을 거- 차량 검출기를 제

작한다. 동일한 학습 영상을 이용하여 전처리과정(preprocessing)을 

거- HOG 특징을 추출하여 Support Vector Machine(SVM)[11]

을 이용하여 차량 분류기(vehicle classification)를 제작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이 완료된다.

다음으로 그림 1의 (b)와 같은 차량 분류 과정에서는 입력된 

실험용 영상에 대한 전처리과정 후 차량 유무를 판단한다. 차량

이 존재하면 관심 영역 재설정 과정 (ROI rearrangement)을 거

친 후 HOG 특징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제작

된 차량 분류기와 비교하여 차종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2.1.1 학습 영상(test set)

시스템에서 학습 영상으로 선택된 기본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사람의 인지(human recognition)를 기반으로 수집과정을 실시하

였다. 이는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차량 전체 영역 기반이 아닌 특

정 영역만을 선정하여 검출기 및 분류기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영상의 명확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차량의 전면 또는 후

면이 중심이 되는 영상을 사용하였다. 이는 외관 기반 분류 기법

(appearance-based classification)[12]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외관 기반은 특징적인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물을 분

류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하지만 입력 영상에 대한 편차를 고

려하기 위해서 그림 3과 같이 차량 영역 설정 과정에서 측면이 

일부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영역 설정에 있어서 기존 방식과 다르게 

하였다. 기존 방식에서는 차량 전체 프레임과 기타 배경

(background area)이 많이 포함 되어 불필요한 영역(redundant 

region)이 증가하였다. 이는 검출률을 낮추는 원인이다. 이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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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면이 포함된 차량 영역(빨강)

Fig. 3 Vehicle region including a side part(red)

그림 4 기존 방식(e록)과 제안 방식(빨강)의 영역

Fig. 4 Conventional method(green) and proposed method 

(red)

표    1 검출기에 사용된 차량의 종류 및 영상의 수

Table 1 Model of vehicles used in detection and the 

number of images

차량 제조회사 영상 수 (장)

Ray Kia 160

Soul Kia 153

SM3 르노삼성 176

Spark Chevrolet 175

i3 BMW 163

Leaf Nissan 169

총 996

평균 166

표    2 분류기에 사용된 차량의 종류 및 영상의 수

Table 2 Model of vehicles used in classification and the 

number of images

차량 제조회사
영상 수 (장)

정면 후면 총

Ray Kia 88 30 118

Soul Kia 73 40 113

SM3 르노삼성 90 27 117

Spark Chevrolet 86 41 127

i3 BMW 65 31 96

Leaf Nissan 92 30 122

총 494 199 693

평균 82.3 33.2 115.5선하기 위하여 그림 4의 빨간색 사각형 영역과 같이 차체프레임

을 중심으로 설정을 하여 학습 영상에서 각 차량의 특징이 두드

러진 부분만을 학습시켰다. 그림 4의 e록색 사각형 영역의 차체

의 바퀴 부분을 제외하였다. 이는 그림 4의 실제 빨간색 사각형 

영역만으로도 차량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2와 같이 사용된 총 영상의 수는 검출기에서 996장, 분

류기에서 693장을 사용하였다. 분류기에 사용된 영상은 검출기 

영역에서 사용된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측면영역이 적게 포함된 

영상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검출기와 분류기에 사

용한 데이터 셋을 동일하게 가져감으로써 검출영역이 분류기에서 

학습된 데이터와 유사하게 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했다. 그리고 차량이 아닌 영상(negative image set)의 비

중은 차량 영상과 약 3:1로 구성하였다.

2.1.2 차량 검출(vehicle detection)

차량 영역 검출을 위해 Haar 특징[7]을 이용하였다. Haar 특

징은 기본적으로 영역 사이의 밝기차를 이용한 특징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 특징(elementary feature)들의 조합으로 만

들어진 특징을 이용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히스토그램 매칭

방식을 이용하는 Haar 특징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검출대상의 위

치 변화에도 강건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템플릿 매칭의 특성이 있는 HOG 특징 기반의 방식은 

대상의 형태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Haar 특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출 대상의 밝기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입력되는 영상에 대해서는 전

처리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처리과정에서는 회색도 영상(gray 

level image)으로 변환 후에 히스토그램 평활화[13, 14]를 실시

하여 주변의 밝기 정도에 따른 차량의 밝기 변화가 최소가 되도

록 하였다. 특징을 이용한 객체 검출을 할 때, 계산된 밝기 차이

가 임계값(threshold)을 기준으로 낮고 높음을 판단한다. 이때 사

용하는 특징의 종류는 다수이다. 특징을 선정하는 방식은 

adaptive boosting 알고리즘을 이용한다[15]. 임계값에 따른 특

징 값을 이용해서 cascade 학습 방식을 이용하였다[7]. Cascade 

학습은 다단계 학습방식이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통과될 

시에 실행되어, 마지막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단계가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단계가 많아짐에 따라 출력되는 결과는 더 많은 특징 

조건을 만족시켜 더 정확한 차량 영역을 검출이 가능함을 의미한

다. 이는 임계값에 따른 Haar 특징 기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영상 속에서 모든 단계에서의 임계값을 만족시킨 영역만을 특정 

객체로 검출이 된다.

입력 영상은 가로 · 세로 64픽셀로 지정하였으며 다중 고정 학

습(multi preserved training)방법을 이용하여 입력된 차량 학습 

영상들을 그대로 내부 학습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만 하여 저장하

여 사용하였다. 이는 차량의 경우, 영상 상하 반전(image upside 

down)과 이미지 평면에서의 회전(pitch rotation)등의 영상 왜곡

(image distortion)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샘플수를 늘리

기 위한 변형은 좌우 반전만 사용하였다. 차량과 같은 특징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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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번호판 영역 검출 흐름도 (① 잡음 제거, ② 에지 검출, ③ 경계선 검출, ④ 최대 사각 경계 영역 선택)

Fig. 6 Flow chart of number plate detection (① noise reduction, ② edge detection ③ contour detection, ④ selection of the 

maximum number of boundary rectangular)

그림 5 검출 영역 오류

Fig. 5 Detection region error

정된 객체를 학습하는 방식에 적합한 방식이다. 

2.2 차량 분류 과정

차량 검출 과정 후에 선택된 영역은 그림 4와 같이 학습 영상

에서의 차량 영역과 항상 유사하지는 않다. 그림 5와 같이 차량 

검출 영역이 전면의 일부분일 수 있다. 이 영역에 대해서 차량 

분류를 실시한다면 오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출된 차량 영역의 적합성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만족하

지 못할 시에는 차량 영역에 대한 재설정 과정이 필요하다. 차량 

영역 재설정 과정에서 각 차량의 특징에 대하여 경우의 수를 나

누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체가 차량 분류전 과정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이용해

야 하며,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차량의 번호판을 기준으로 하여 

영역 재설정 과정을 진행한다. 이 후 차량 영역의 HOG 특징을 

추출 후 SVM을 이용하여 차량을 분류한다.

2.2.1 번호판 검출(number plate detection)

기존에 번호판 검출 방법에는 형태학 기반으로 하는 방법[16],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을 이용하는 방법[17]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그림 6과 같이 윤곽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검출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잡음 제거

윤곽 기반의 번호판 검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윤곽선(잡음) 

제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가우시안 블러(Gaussian blur)를 

실시하여 영상을 흐릿하게 하여[18] 주요 윤곽선만 검출되도록 

하였다. 

② 에지 검출

케니 에지 검출(Canny edge detection)을 이용하여 시각적으

로 보이는 윤곽선을 검출한다[19].

③ 경계선 검출[20]

윤곽선으로 검출된 영역 중에서 가로·세로 비율이 일정한 영

역에 대해 사각 경계 영역을 설정한다. 이는 번호판 영역의 숫자

와 글자 크기의 비율이 일정한 성질을 이용하였다.

④ 최대 사각 경계 영역 선택

각 픽셀 행에 대하여 첫 번째 열부터 끝 영역까지 사각형 영

역의 수를 구하여 가장 많은 수의 사각형을 가진 영역을 선택한

다. 이를 시각화 하면 그림 7과 같다. 이때 7번째 경계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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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계 영역 카운팅 방향

Fig. 7 Direction of counting countour regions 

그림 8 영역 재설정 흐름도(① 중복 영역 제거, ② 번호판 검출, ③ 기존 영역 높이( ) 및 번호판 높이 측정(), ④ 영역 높이 조정

( ′ ))
Fig. 8 Flow chart of ROI Rearrangement(① overlapped region removement, ② edge detection, ③ height calculation of ROI() 

and number plate(), ④ region height adjustment( ′ ))

최대 사각 경계영역으로 지정이 되며, 이는 그림 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동일한 선상의 경계선을 판단을 위해서 각 좌측상

단의 점과 비교 대상의 사각형 좌측 상단의 점과의 기울기를 사

용하였다. 또한 각 사각형 간의 거리가 일정 범위 이상 멀어지게 

되면 번호판 내부 숫자와 글자로 판단하지 않고 예외처리 하였

다. 이를 통하여 검출한 영역이 번호판 영역이며 이는 그림 6의 

출력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2.2.2 차량 영역 재설정 과정(ROI rearrangement)

번호판을 이용한 영역 재설정 과정에서는 그림 8과 같이 번호

판의 상대적 크기를 이용한다. 각 차량의 번호판의 크기는 차량 

대비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정해진 규격으로 만들

어진 번호판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 따

라서 차량 검출을 통해서 잘못 설정된 영역을 재설정할 수 있다. 

차량 영역 재설정 과정은 그림 8과 같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중복 영역 제거

차량 영역이 1차적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한 영상에 여러 

영역이 선정될 수 있다. 그림 8과 같이 동일 차량에 대해 2개의 

ROI가 설정될 수 있다. 이때 차량 영역의 겹치는 정도가 40%이

상일 경우 겹치는 영역(overlapped region)으로 판단하여 작은 

영역을 제거한다.

② 번호판 검출

ROI 중에서 그림 8과 같이 특정 영역(노란색 영역)만을 설정

하여 번호판 검출과정을 2.2.1에서 언급된 방식으로 진행한다. 진

행결과에 번호판 영역 전체를 검출하지 못할 수 있지만, 번호판 

자체의 내용이 아닌 높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량 감소 및 

오차 범위 축소 등을 위하여 프로세싱 영역을 제한하여 번호판을 

검출한다.

③ 차량 ROI 높이( ) 및 번호판 높이( ) 측정

번호판의 절대적 크기는 입력영상마다 차이가 있으나, 차에 대

한 번호판의 상대적 크기는 일정 범위에 속한다. 이때 와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1)

이때 차의 크기는 학습 영상에서 사용되었던 차체프레임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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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역 재설정 없이 전기차 검출 및 분류에 대한 정확도 및 F1 스코어

Table 3 Accuracy and F1 score of electric vehicl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without ROI rearrangement

Vehicle
True image input (number) False image input (number)

Accuracy F1 score
Positive(TP) Negative(TN) Positive(FP) Negative(FN)

Ray 50 16 16 245 0.9021 0.7576

Soul 36 10 13 268 0.9297 0.7579

SM3 40 16 17 254 0.8991 0.7080

Spark 45 22 20 240 0.8716 0.6818

i3 25 13 10 279 0.9297 0.6849

Leaf 20 14 15 258 0.9113 0.7339

종합 0.9072 0.7217

표    4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전기차 검출 및 분류에 대한 정확도 및 F1 스코어

Table 4 Accuracy and F1 score of electric vehicl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using the proposed method

Vehicle
True image input (number) False image input (number)

Accuracy F1 score
Positive(TP) Negative(TN) Positive(FP) Negative(FN)

Ray 64 2 4 257 0.9817 0.9552

Soul 42 4 3 278 0.9786 0.9231

SM3 52 4 4 267 0.9755 0.9286

Spark 66 1 9 251 0.9694 0.9296

i3 33 5 0 289 0.9847 0.9296

Leaf 48 6 2 271 0.9755 0.9231

종합 0.9776 0.9327

기를 기준으로 한다.

④ 영역 높이 조정( ′ )
측정된 와 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다. 이때 의 크기

는 다음과 같이  ′로 재조정을 실시한다.

       ′    if  
       ′    if   (2)

2.2.3 차량 분류(vehicle classification)

차량 분류 과정은 HOG 특징을 이용하여 기계학습 방법 중 지

도학습의 SVM 기법으로 차종을 분류한다. HOG 특징은 전체 영

역에서 일정한 셀로 분할하여 에지 픽셀들의 방향을 이용한 특징

이다[8]. HOG 특징은 차량 영역에 대해서만 추출한다. SVM은 n

차원 공간에서 벡터를 이용한 e평면을 표현하여 분류하는 방법

이다[11]. 동일 차종에 대해서도 전·후면의 특징은 다르므로 전·

후면에 대하여 각각 라벨링을 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 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다. 표 3은 제안된 방법에서 영

역 재설정 과정만을 제외한 방법의 결과이며, 표 4는 제안된 방

법에 대한 결과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이 완료된 시스템에 

대하여 입력 영상 처리 과정에 실험용 영상(test set)을 입력하여 

정확도와 F1 score[21]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다음 식을 따른다.

Precision


Recall


          Accuracy


(3)

F1 score×Pr
Pr×

이때 각 차량에 대한 영상을 분류 시, TP(true positive)와 

TN(true negative)은 입력 차량으로 분류한 영상 수와 그렇지 

않은 영상 수이다. 그리고 특정 차량 이외의 차량 영상을 분류 

시, FP(false positive)와 FN(false negative)은 특정 차량으로 분

류한 영상의 수와 그렇지 않은 영상 수이다.

실험 결과에 앞서 시스템의 실험용 영상에 대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진다. 첫째는 입력되는 영상에 있는 차량은 훈련용 영상 

속의 전기차 종류 중 하나이다. 두 번째로 입력되는 영상 속의 차

량은 측면이 중심이 아닌 전 · 후면 중심의 영상이다. 실험용 영상

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영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27장의 

전기차가 포함된 영상(positive image set)과 100장의 전기차가 

포함되지 않은 영상(negative image set)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Negative image set은 임의로 수

집된 영상(책상, 휴대폰, 사람)으로 구성하여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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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negative image set 100장

의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 0.98의 정확도로 차량이 없음을 판단

하였다. 이에 따라 차량이 아닌 영상에 대한 판단은 정확히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량이 포함된 positive image set에 

차량 검출률은 100%였다. 이는 전제 조건에 의하여 입력되는 영

상에 대하여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 영상이 차량 

전체가 아닌 차량 전·후면 프레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이

며, 실제 영상 취득 시 카메라 화각을 통제하여 해당 환경 구성

을 고려하면 같은 정확도를 가질 것이다. 표 4를 통해 차량 분류

율의 종합의 정확도는 0.9776이며, F1 Score는 0.9327이다.

표 3과 같이 영역 재설정과정을 제외할 경우 차량 분류율의 

종합의 정확도는 0.9072이며, F1 Score는 0.7217이다. 이는 표 4

의 정확도보다 0.0704, F1 Score보다 0.2110 낮아졌다. 이는 영역 

재설정을 하지 않은 검출 영상에 대한 분류를 진행할 경우, 차량 

프레임만이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전체 영역 또는 배경영역

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

에서 차량 프레임영역에 대해 적합하게 분류가 가능하도록 설계

된 분류기에 부적합한 영상이 입력되게 되는 경우가 다수 생기므

로 정확도 및 F1 Score가 낮아진다.

표 4에서 0.0224의 오류율은 HOG 특징을 기반으로 한 SVM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이는 입력된 영상의 HOG 특징이 

실제 차종으로 구성된 군집이 아닌 다른 차종의 군집에 더 근접

함을 의미한다. 이는 SVM 기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과

적합(overfit)현상이 발생한 부분이다. 즉 동일한 차종으로 입력된 

두 영상에 대하여, 학습 영상으로 이용된 부분과 매우 유사한 영

상에 대해서는 HOG 특징 벡터가 유사하여 분류가 정확히 이루

어지지만, 다른 특징을 가지는 HOG 벡터로 구성된 영상에 대해

서는 잘못 라벨링된 값에 수렴하게 되어 오류를 발생시킨다.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 · 후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영상

처리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과 학습 데이터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

법이 있다.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을 제한한 부분이 시스템의 강

건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오검출이 발생할 부분, 즉 불필요한 영상 데이터 영역을 제거함

으로써 정확도 향상을 시킬 수 있었음을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검출기와 분류기에 사용된 영상을 동일시하여, 

차량 검출영역이 분류기 학습데이터 영상과 유사하게 구성될 수 

있게 되어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차량 검출 후 영역 재설정 

과정을 실시하여 ROI의 정확도를 향상시킨 점이 전체 시스템의 

정확도 및 F1 score 향상의 큰 요인이 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 특징 기반 전기차 검출 및 분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차체프레임으로 구성된 학습 영상으로 Haar 특징 기

반 차량 검출기와 HOG 특징 기반 SVM을 이용한 차량 분류기를 

제작하였다. 이때 번호판을 이용한 차량 영역 재설정 과정을 실

시하여 학습된 분류기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출된 영역과 유사성이 

크게 하였다. 기존에 존재하는 차량 검출 및 분류 방법에 번호판

을 이용한 영역 재설정 과정을 실시하여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 이용현황 측정 시에 사용되는 전기차 분류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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