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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와 실시간 객체 감지 기술인 YOLO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기 앞 불

법 주차 경고 영상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최근 전기 자동차의 사용과 더불어 충전 인프라는 점점 늘어나는 

중이지만, 여전히 전기차 충전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국 1,000여 곳이 넘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 

법령으로 인한 규제를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일반차 오너들은 여전히 많다. 이로 인해 전기차 

오너들은 충전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 이 시스템은 전기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실시간 객체 감지 딥러닝 

기법인 YOLO를 이용해 전기 자동차의 번호판에 특정 부분을 인식하고 특정 부분이 없는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기 앞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부저와 LED경고를 통해 주차된 일반 차량에게 경고를 하여, 불법 주차자와 

더불어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전기차 앞 불법 주차에 대해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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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규제도 

생겨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해 9월부터 시행중이다. 전기차 

충전소 앞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 부족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잦다. 이 점에서 불법 주차를 방지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 실시간 

객체 탐지 딥러닝 기법인 YOLO[2,3]를 이용해 현재 전기차 번호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2가지 EV 마크를 학습하고 학습데이터를 가지고 

전기차 번호판과 일반 차량 번호판을 구분한 후 경고를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지난 논문[8]에서 개발한 기법은 라즈베리파이에서 

YOLO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초당 처리속도 문제로 현실성이 부족

하여 라즈베리파이는 영상을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과 경고시스템을 

구현하도록 개발하고 영상인식은 딥러닝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인식하

도록 개발하여 현실적인 성능을 나타내어 개선하였다. 

II. 본론

1. 실시간 객체 탐지기법의 활용

YOLO_MARK에서 마크(MARK)한 것을 토대로 Darknet에서 

학습을 시켜 가중치 파일을 만든다.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셋의 사진 

해상도가 높을수록 학습을 위한 시간 오래 걸리거나 학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습환경으로 Ryzen 2990WX, 64GB RAM, 

NVIDA TITAN Volta 2way(12GB RAM, 5,120개 CUDA코어)인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했다. 학습량은 최대 학습 횟수인 45,000회까지 

학습을 진행했으며, 마크로 체크한 자동차 번호판(Car Plate)와 플러

그(Plug)의 인식률은 95%까지 인식을 확인했다.

Fig. 1. 전기차 번호판 특징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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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번호판 인식을 위한 가충치 파일 학습

Fig. 3. 5,120×2Way CUDA코어 학습 환경

Fig. 4. 개발한 불법주차경고시스템

2. 영상인식 및 경고 시스템 구현

라즈비안에 릴레이 모듈과 연결 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 2초당 

전원이 ON/OFF할 수 있게 설정하고, 라즈베리 파이와 릴레이 모듈을 

연결하며 LED Buzzer를 연결한다. Darknet의 Image.c 파일에서 

draw_detections 클래스 안에 경보기를 울릴 수 있게 코드를 넣고 

코드는 Darknet에서 name이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경보기가 울리고, 

그렇지 않다면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다. 

Fig. 5. 라즈베리파이의 경보기 제어 코드

III. 결론

영상인식 기술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기 앞 불법주차 경고 시스템

을 통해 전기차 오너들이 불법주차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앞서 말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불법주차 경고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차가 주차하는 

경우 Buzzer와 LED로 경고를 하여 여기는 일반차가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란 것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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