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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주차장의 CCTV와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연동하여서 주차장의 전체적인 화면을 사용자의 스마트폰의 화면에 보

여주며, YOLO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 수를 산출하여서 전체적인 차량 댓수와 주차장소의 복잡도를 계산하여 사

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YOLO 딥러닝 기법은 CNN 기반으로 정확도 높은 객체 추출이 가능하고, 영역을 고려한 R-CN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객체 분류에 필요한 경계 상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한편, YOLO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주차된 자동차

를 인식하고, 주차면에 대한 영역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여 주차된 자동차와 빈 주차면을 계산하여 제공한다. 주차장에 설치된 

기존의 CCTV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딥러닝 기법을 CCTV 영상에 적용하여 주차장과 주차면 상황을 고객에게 실시간으

로 알려주는 앱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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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급격하게 도심에 자동차가 증가하여 차량을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주차 공간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도심내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적인 주차 센서가 없는 일반적인 

주차장에 빈 주차면 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휴대폰으로 실시간 화면을 제공하고, 빈 주차면

을 알려주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화면과 정보를 바탕으로 주차장의 

주차 공간이 있는지 미리 제공하여 주차 고객들에게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앱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II. 본론

1. 딥러닝 기법  활용

주차장의 CCTV와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연동하여서 주차장의 

전체적인 화면을 사용자의 스마트폰의 화면에 보여줄 수 있고,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실시간 동영상 인식에 적합한 YOLO를 이용하

여 주차된 차량을 Bounding box로 표기 하여서 차량의 수를 산출하여 

주차장내 주차된 차량 대수와 차량의 공간의 혼잡도를 측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빈 주차면 수를 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딥러닝 기법인 YOLO는 사물을 탐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합쳐준다. 이미지 전체에 나온 특징을 사용하여 

모든 Bounding box에서 모든 클래스에 대한 예측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end-to-end 학습과 실시간 작동이 가능하다[6].

Darknet은 C와 CUDA로 작성된 오픈 소스 신경망 프레임 워크로

서 DNN을 학습시키고 실행 시킬 수 있는 툴이다. 탐지한 객체를 

발견하는데 걸린 시간을 인쇄한다.

Darknet에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YOLO의 cfg 파일과 weight 

파일을 이용하여 도구에서 실행 한 결과를 보여준다[4,6].

2. 개발한 앱 시스템 기능

개발한 시스템은 YOLO 딥러닝 기법을 응용하여 응용프로그램에

서 마크를 통해 인식할 객체에 대한 표시 한다. 이 때 주차된 차량을 

인식하도록 한 것은 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로 빈 주차면을 인식하는 

것보다 차량을 인식하는 쪽이 특징점을 이용하여 객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률이 더 좋기 때문이다.

표시한 주차된 차량 객체를 Darknet에서 cfg 파일, weight 파일, 

그리고 객체 이미지로 Darknet을 사용하여  학습을 시킨다. 그림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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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학습시키기 전에 Daknet에 안에는 src폴더에 draw_detection 

함수 부분에 차량을 계산할 소스 코드를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차량 

대수와 비 주차면을 계산하여 전체 주차장의 주차면과 빈주차면, 주차된 

차량 대수를 계산하고, 제공한다.

그림 3은 모형 주차장과 차량으로 학습 실험을 실시하고, 빈 주차면

과 차량 인식률을 비교해보고 실제 주차장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학습과 결과를 도출해 보았다.

그림 4에서 특징점을 가진 주차된 차량 객체가 인식 되면 Bounding 

Box를 표시하여 이미지에 나타난다.

Fig. 1. 시스템 구성도

Fig. 2. 응용을 위한 추가된 소스코드 

Fig. 3. 모형을 통한 객체 학습 실험

Fig. 4. 빈주차면과 주차된 차량 대수를 표시하고 있는 화면

III. 결론

제안한 시스템 개발로 CCTV가 설치된 영세한 소규모 주차장이나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주차장에서 주차장의 빈 주차면을 찾기 위해 

스마트 폰으로 화면을 보면서 어느 곳이 비어 있는지 빈 주차면의 

수를 미리 찾아 볼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YOLO 딥러닝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으

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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