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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식을 이용한 주차 리 시스템 연구

김건국
*
ㆍ손웅기

*
ㆍ이민규

*
ㆍ한 구

*
ㆍ박용욱

**

The study of Parking Management System by Image Processing

Kun-Kook Kim
*
ㆍWoong-Gi Son

*
ㆍMin-Gyu Lee

*
ㆍJung-Gu Han

*
ㆍYong-Wook Park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효율 인 주차 리가 가능한 주차시스템을 연구하 다. 이 시스템은 상을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공간에 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주차 가능한 공간을 찾는 데 도움을  

수 있고 한 차량 번호 을 정확히 인식할 수 기능을 추가하 다. 그 밖에 웹캠을 차량 번호 에 더욱 가까

이 설치하여 좀 더 빠르게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주차 리 시스템에 웹캠을 높이 

설치하여 주차 차량이 효율 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화면에 표시하게 하 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signed the system that helps drivers check all information about parking space at the entrance and find out whether the places is 

available or not, because the system has 'Image recognition function' which can even recognize car number plates exactly. Besides, we place the webcam 

close to the car number plate, so that car number can be identified more quickly. Finally, since we set the webcam high, the system keeps us from parking 

wrong places by displaying on the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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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에서 자동차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요한 소유물이다. 우리나라는 면 에 비해 가

구당 매우 높은 차량 보 률로 인하여 주차문제를 겪

고 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주차장에는 주차요원이 

입구, 각 층에 배치되어 있지만 주차 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재 많은 주차 시스템에 

발 이 있는 상황에서 곳곳에 배치된 주차 요원들의 

노동력 낭비와 차량을 보유한 사람의 시간낭비로 이

어진다. 를 들면, 우리나라의 형 할인 매장이나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평일이라면 쉽게 주차공간을 

찾을 수 있지만 주말이 되면 쉽게 주차 자리를 찾을 

수 없어 주차공간을 찾아 주 를 맴돌게 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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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형 할인 매장이나 유료 주차장 같은 경우

에는 일방통행이 부분이다. 그러므로 다른 차량이 

빠져 나오는 길에 빈 주차공간을 지나친다면 다른 사

람이 먼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시간을 낭비 할 수

도 있다.  사람들은 시간을 매우 요시 여긴다. 

이를 해서 신속하게 주차할 수 있고 시간을 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

람들을 해 주차공간을 보다 빠르고 시간을 약하

여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해 상인식을 이용한 주

차 리 시스템을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범용 CCTV와 입구에 간단한 웹캠의 설치만으로도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4-7]. 출입구에 설치한 웹캠으로 학 문자 인식을 

이용하여 번호 을 인식하고 차량의 출입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하 다. 주차 자리 확인을 하여 입구의 

화면을 가지고 주차 공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상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심 역 추출을 이용하여 차

량이 주차된 곳을 표시해 화면에 주차 황을 보다 

쉽고 보기 편리하게 보여 다[8-9]. 결론 으로는 주

차에 소비되는 시간을 이고 효율 인 주차 시스템

을 연구 목표로 삼고 연구를 수행하 다.

Ⅱ. 본  론

2.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의 주차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시스템에서 입력부에는 상을 입력받는 웹캠 두 

가 있으며 입구의 웹캠에서는 번호 을 인식하고 

주차장 내부의 웹캠에서는 내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상을 제어부의 컴퓨터로 송하게 된다. 컴퓨

터에서 상을 받으면 두 개의 운 체제가 번호 인식

과 공간 인식을 하여 출력부의 화면에 표시하게 된다.

2.2 시스템 로차트

본 논문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의 로차트는 그림 2

와 같다. 주차 공간을 확인한 차량이 진입한다면 화면

에 있는 주차장 황을 보고 공간의 유무를 확인 후 

진입하면 웹캠을 이용하여 번호를 인식한다. 차량이 

주차를 완료 하면 주차된 차량의 황을 주차장 입구

의 화면에 녹색에서 색으로 표시한다. 

그림 2. 시스템 동작 로차트
Fig. 2 System operation flowchart

Ⅲ. 실험  고찰

3.1 번호  인식

웹캠으로 차량의 번호 을 촬 하여 번호 의 번호 

 문자를 인식하여 화면에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인 감시 기술의 한 종류로 주어

진 비디오나 상 내 OCR을 수반한다. 자동차 번호

 인식의 핵심 아이디어는 두 단계로 나  수 있다.

첫째, 번호  감지를 수행한다.

둘째, 번호  문자와 숫자를 가져오기 해         

  학  문자 인식을 역에 사용한다.

좀 더 구체 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5가지의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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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자동차 번호  국부화

․정규화 번호 의 크기, 차원, 명암 비, 밝기      

를 조정한다.

․문자 분할 : 역 내 각 문자를 얻는다.

․ 학 문자 인식 : 문자를 인식한다.

․구문분석 번호  규칙을 비교한다.

⦁ Original

⦁ Gray scale

⦁ Contour extraciton
그림 3. 번호  추출 과정

Fig. 3 License plate extraction process

그림 4. 번호  인식 결과
Fig. 4 License plate recognition result

5가지의 차에 따라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얻기 

해 번호 의 모서리를 추 하여 치를 찾고 가우시

안 필터를 용하여 흑백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 윤곽 

추출을 하여 그 역 내에서 문자의 무늬를 찾아 각 

문자 이미지를 학 문자 인식으로 분석하여 그림 4

와 같이 번호 을 인식 시킬 수 있다. 그림 5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번호 을 모형으로 한 번호 으로 거

리에 따라 번호  인식률을 실험한 결과는 표 1과 같

다. 10cm에서는 인식률이 100%이고 20~30cm까지는 

그림 5. 거리에 따른 번호  인식
Fig. 5 License plate recognition by distance

Distance(cm) Recognition(%)

10 100

20 90

30 90

40 50

50 40

60 30

표 1. 차량의 거리에 따른 번호 인식률
Table 1. Number recognition rate according to 

vehicle distance

양호한 인식률을 보 다. 하지만 그 이상의 거리에서

는 화질이 낮아지고 모형 번호 이 잘 보이지 않아 

작은 문자를 인식을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6. 각도에 따른 번호  인식
Fig. 6 License plate recognition by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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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 Recognition(%)

0 100

15 90

30 90

45 40

표 2. 차량의 각도에 따른 번호 인식률
Table 2. Number recognition rate according to 

vehicle angle

 그림 6과 같은 방법으로 각도에 따른 결과 는 표 

2와 같다.  0 〫에서는 인식률이 100%이고 15 〫~30 〫까지

는 양호한 인식률을 보 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벗어

나면 문자가 겹쳐 보이게 되고 문자가 잘 보이지 않

아 인식률이 히 떨어지는 결과 값을 얻었다.

Distance(cm) Angle( 〫) Recognition(%)

10

0 100

15 100

30 80

20

0 100

15 90

30 60

30
0 90

15 80

표 3. 차량의 거리와 각도에 따른 번호 인식률
Table 3. Number recognition rate according to 

distance and angle of vehicle

 

Distance(cm) Angle( 〫) Recognition(%)

10
0 100

15 100

20
0 100

15 90

30 0 90

표 4. 가장 이상 인 거리와 각도
Table 4. Most ideal distance and angle

거리와 각도에 따른 번호 인식률을 실험한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 값을 얻었으며 나머지 거리와 각도는 

인식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 다. 거리가 멀어질수

록 화질이 낮아지고 번호 이 잘 보이지 않고 각도가 

커짐에 따라 문자가 겹쳐 보이게 되어 잘 인식되지 

못해 인식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의 결과 값으로 표 4의 가장 이상 인 거리와 각도

의 결과 값을 추출 할 수 있었으며 차량이 진입할 때 

가장 이상 으로 번호  인식하여 출입차를 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 다.

3.2 공간 인식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주차 여부를 악하기 해 

심 역을 지정하고 그 역 내에 물체가 감지되

그림 7. 흑백 변화
Fig. 7 Black and white change

그림 8. 윤곽 추출
Fig. 8 Outline extraction

었을 경우 심 역이 녹색에서 색으로 변하게 

된다. 공간을 인식하기 해서 상을 가우시안 필터

를 용하여 그림 7과 같이 흑백으로 상 처리를 하

고 그림 8과 같이 윤곽 추출을 이용하여 물체의 형태 

찾아내어 물체 인식을 하 다. 심 역을 공간의 크

기에 맞게 설정한 것이 그림 9이다. 이를 보면 녹색의 

사각형 역이 공간 크기에 맞게 설정하 고 그림 10

은 심 역에 해 공간 인식을 구 한 그림이다. 

녹색의 역이 색으로 바  것을 볼 수 있으며 

역에 들어선 부분을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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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심 역 설정
Fig. 9 Setting the region of interest

 

그림 10. 심 역 인식
Fig. 10 Recognizing region of interest

Violation(%) Recognition(%)

5 0

10 10

20 60

30 80

50 100

70 100

100 100

표 5. 차량의 침범에 한 역 인식률 
Table 5. Area Recognition Rate for Vehicle 

Involvement

심 역 내에 물체가 얼마나 침범을 해야 인식을 

하는지에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실험 결과 물체가 

공간의 10% 이하로 침범을 하면 물체가 없는 것으로 

단하고 공간의 30% 이상 침범을 하면 물체가 있는 

것으로 단을 하여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다. 그림 11은 번호  인식과 공간 인식에서 실험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의 빈 공간과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표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12

와 같은 시스템을 제작하 다.

 
그림 11. 시스템 화면
Fig. 11 System Screen

그림 12. 시스템
Fig. 12 System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보다 찾기 용

이해졌고, 주차 공간을 찾기 해 소요되는 시간을 조

이나마 단축하여 인의 바쁜 일상을 지내는데 

도움을 주는 주차장을 연구하 다. 상 처리를 이용

하여 주차 공간을 입구에서 확인하여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번호  인식은 차량이 진입한 각도와 거리

에 해 여러 방면으로 측정하여 이상 인 거리와 각

도 값을 얻었으며, 공간 인식은 심 역 내에서 얼

마나 그 역을 침범하면 인식이 되는지 실험하 다. 

본 연구에서 구 한 주차시스템은 입구에서 주차 가

능한 치를 미리 악하고 빠른 주차 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모형으로는 얼마나 단축이 되는지 직

인 실험을 할 수 없지만 기존의 주차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빈 공간을 알 수 있어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

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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