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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번호  인식  스마트폰을 활용한 객체 지향 설계 기반의 효율 인 차량 리 시스

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수리 차량 입고 시 IP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동차 번호 을 인식

하고 인식된 차량의 기존 수리 이력 정보를 DID에 출력한다. 한 차량 정비사가 수리 차량을 정비하는 동안 

IP 카메라를 통해 수리 과정을 동 상으로 촬 하며, 촬 된 동 상 에 임을 추출하여 사용자의 스마트 

폰에 이미지를 송함으로써 고객 차량 확인  수리 이력 리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

기 해 웹  모바일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는 구  후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모듈을 세분화한 객체 지향 기반의 소 트웨어 설계 모델링을 용한다. 제안하는 시스템

을 통해 차량 수리 센터  정비업체는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차량 수리를 요청한 고

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car management system based on object-oriented modeling using car number recognition 

and smart phone. The proposed system perceives car number of repair vehicle after recognizing the licence plate using an IP 

camera in real time. And then, existing repair history information of the recognized car is be displayed in DID. In addition, 

maintenance process is shooting video while auto maintenance mechanic repairs car through IP-camera. That will be provide 

customer car identification and repairs history management function by sending key frames extracted from recorded video 

automatically. We provide user graphic interface based on web and mobile for your convenience. The module design of the 

proposed system apply software design modeling based on granular object-oriented considering reuse and extensibility after 

implementation. Car repairs center and maintenance companies can improve business efficiency, as well as the requested vehicle 

repair can increase customer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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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 자동차 정비업체는 2009년 6월말 기 으로 총 

34,211개 업체가 있으며 이  자동차 제조사의 직업 

사업소  력 업체가 총 3,447개이고 비율로 약10%

에 해당되고 여기서 제외된 약 90%의 일반 정비업체

는 부분 일반 정비와 보험수리에 한 의존도가 높

으며 제조사 직   력공장에 비하여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운  되고 있다. 기존 소 자동차 정비업체

도 고객 리 시스템을 체계 으로 구축하지 않고 거

자본을 바탕으로 한 종합 정비업체들의 큼에서 자

립하기 해 인 부분만 걱정하는 문제 이 발

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정비업이란 내부 으로 

들어가 보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산업발 에 가장 핵심요소인 매출액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다만 지난 1998년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해 볼 때 시장

규모가 약 5~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

이다[1]. 국내 자동차 정비업계는 공 과잉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 에 이르고 있으며 건 한 발 을 

해서는 한 업체수(약 18,000~22,000개 업체)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이를 통해 기

존 소 자동차 업체의 인 부분을 생각만 하고 

업체수의 과다 공 으로 인한 수익 모델의 부재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하고 있다. 

한 2011년 말에 조사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

내 자동차 등록수가 2010년 1,974만 에서 2.8%가 증

가한 1,844만 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동차 1 당 

주민등록인구사가 2.75명으로 낮아지면서  더 많

은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이와 비례하여 자동차 보유수에 증가는 자동차의 수

리업체 증가로 결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리업체 

증가는 자동차 수리의 질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수되는 자동차 정

비업체 불만 수 황을 매년 꾸 히 증가하는 추세

이다. 를 들어 표 인 불만 수 내용은 수리비 

과다청구,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 수리, 정비

한 사실 없이 수리 내용 허  청구등이 있다. 이러한 

불만 수 해결 방안은 재 무한 상태이다. 한국소

비자보호원에서도 해결을 한 개자 역할만 수행하

고 있고, 고객이 수리하는 동안 장에서 지켜보는 방

법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정비 

산업에 한 기존의 인식인 수리에 한 비 신뢰성과 

정비업체의 비 수익성 모델을 체계 이고 표 화된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차량 수리를 해 입고되는 시기부터 수리비용의 결

제 과정까지의 흐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리자  사용자의 업무의 효율화와 편의성을 강화

한다. 차량의 입고 시 IP카메라를 통한 번호  인식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수리 차량의 이력 리

를 통해 수리 차량이 리된다. 그리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의 목록을 코드로 분류하며 IP 카메라를 통해 수

리 과정을 녹화하게 된다. 사용자가 수리에 한 신뢰

성을 높이기 해 모든 처리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도

록 웹  스마트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 한다. 

한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 시스템들에 용되

는 개발 방법론과 컴포 트 기술을 용한 객체지향 

설계 모델링 기반의 시스템 설계 방법론을 통해 시스

템을 설계한다. 시스템 구  후 발생되는 시스템의 재

사용성과 확장성에 효율 으로 응할 수 있다[3-4].

Ⅱ. 련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과 련하여 상처리 

기술인 차량 번호  인식  차량 리 시스템을 소

개한다. 

[5]의 연구는 이동식 형태의 CCTV 카메라에서 획

득한 상을 실시간에 인식하는 새로운 기술을 제안

하고 있다. 제안하는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은 상 

획득, 번호  역추출, 이진화, 문자 역 분할, 문자 

인식의 5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해당 기술의 번호  

역추출 방법에서는 가능한 많은 후보 역 검증과

정을 통해 잡음에 의한 오인식을 이고 이진화 방법 

역시 지역별 이진화 작업을 통해 번호  내에 생길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 시켰다. 

[6]의 연구에서는 차량 정비 시스템을 구 하기 

해 증강 실 기술  TTS 음성 기능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효과 으로 사용자를 보조할 수 있는 기능

을 제안하 다. 네트워크 업 체계를 구축하여 여러 

사용자와의 업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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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할 수 없는 낮은 성능의 컴퓨터에서의 서비스 구

하 다. 한 상황인식과 이를 보조해  수 있는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이

미지 송 등 정보 달을 해 ZigBee, Bluetooth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 방식을 용하 다.

Ⅲ. 제안하는 시스템

3.1. 시스템 구조

제안하는 시스템은 수리 차량의 입고 시 IP카메라

를 이용하여 차량 번호 을 인식하고 수리 내용에 

한 일련의 과정을 사용자에게 효율 인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u-

차량 리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도
Fig. 1 Structure map of proposed systems 

3.2. 시스템 모듈 설계

제안하는 시스템에 포함된 구조는 표 1과 같이 차

량 번호  인식 모듈, 제품 코드 변환 모듈로 구성된 

시스템 데이터 처리, 수집 데이터  스트리  미디

어, 웹, 데이터 서버로 구성된 시스템 서버와 시스템 

서비스 GUI로 구성된다. 차량 번호  인식 모듈은 인

식되는 이미지의 이진화 과정인 화질 향상과 엣지 추

출을 이용한 직선 검출과 숫자 역 분리  특정 백

터 추출을 진행하여 입고되는 차량의 번호 을 인식

하고 해당 번호 을 기 으로 CRM 시스템의 기 값

으로 처리한다. 한 CRM 시스템과의 연동  미디

어 컨텐츠 처리를 수행한다. 

모듈요소 기능 설명

상처리 

 코드 

변환 모듈

상처리 모듈은 IP 카메라를 통해 얻어

지는 상의 이진화와 엣지 추출 알고

리즘을 통한 차량 번호  인식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코드 변환 모듈은 차량 

부품에 부착된 1차원 바코드를 2차원 

매트릭스 구조인 QR코드로 변환하는 기

능을 가진다. 

서버 모듈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한 통신 역할을 

한다.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아온 데이터

를 싱하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분

류 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통해 분석, 설계 한다.

클라이언트 

모듈

클라이언트는 리자  사용자 형태로 

제안되며, 리자 클라이언트는 차량 번

호  인식 GUI와 과거 수리 이력을 볼 

수 있는 GUI, 차량 수리 부품의 QR코드 

변환을 제안한다.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리자에 의해 입력된 데이터를 차량 

수리 요청자에게 수리 사항  차량 

리가 분석된 데이터를 웹과 모바일 서

비스 형태의 GUI를 포함한다.

DB 모듈
시스템의 데이터 구성에 따른 데이터베

이스 테이블 구조 스키마를 포함한다.

표 1. 시스템 모듈 설계
Table 1. Design of system module 

한 제품 코드 변환 모듈은 기존 자동차 부품에 

부착된 1차 바코드를 모바일  웹상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일부분이 손실되어도 데이터의 손실이 은 

QR코드 자동 변환을 처리하는 기능이다. 서버는 총 4

가지로 구분한다. CRM 시스템의 기본 정보인 데이터 

서버  웹 서버, 상 이미지 처리를 한 스트리  

서버, 데이터 수집 서버로 구분한다. 그리고 데이터베

이스는 고객정보, 차량이력, 미디어, Code 정보 DB로 

구성된다. 차량 고객 리 시스템에는 리자 모듈과 

클라이언트 모듈 2가지로 구성된다. 각각의 모듈은 서

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자 모듈은 CRM 시

스템을 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듈이다. 해당 

모듈에서는 리자측면의 번호  인식 처리와 CRM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7권 제5호

1156

시스템에 연동하기 한 웹 서비스를 실행한다. 한 

원격지로부터 수신된 차량 번호  인식 이미지와 QR

코드 변환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클라이

언트 모듈은 차량 수리를 요청한 사용자기반의 모바

일 시스템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수리 요청 차량에 

해 다양한 장소에서 수리에 처리된 부품과 수리 과정

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한 자신의 차량의 이력 

수리 내역 리와 긴  SOS 처리  보험회사에 연

락이 가능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1) 상처리 모듈 설계 

상처리 모듈은 차량 번호  인식과정은 수리 차

량 입고 시 쵤 되는 자동차의 번호 을 분석하여 차

량 고객 리 시스템의 기본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송하게 된다. 한 해당 차량 번호를 기반으

로 리자는 차량수리 요청을 처리하고 사용자는 차

량 번호를 기반으로 차량 수리 련 데이터를 송수신

하게 된다. 이를 해 번호  인식 모듈은 총 5가지로 

구성된다. 상 획득, 번호  역추출, 이진화 과정, 

문자 역 분할, 번호 인식과 같은 5가지로 구성된다. 

그림 2는 차량 고객 리 시스템의 기본 데이터로 활

용될 차량 번호 인식에서 번호  역 추출  엣지 

추출에 한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2. 상처리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
Fig. 2 Image processing module usecase diagram

IP 카메라로부터 얻어지는 상의 획득은 이미지 

보정을 통하여 이미지의 수정을 선행한다. 그리고 

번호  서  역 검출과 추출을 하여 획득한 

상의 이미지 이진화과정과 Sobel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 그림 3은 차량 고객 리 시스템의 번호  역 

추출을 한 시 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3. 상처리 모듈 시 스 다이어그램
Fig. 3 Image processing module sequence diagram

IP 카메라에서 얻어지는 상은 ImageRevisio n() 

클래스의 Image Transfer 메서드를 통해 상을 보정

한다. 그리고 Binarization() 클래스의 이진화 과정을 

수행하여 상의 수정하게 된다. sobelcall 메서드를 

통해 sobel() 클래스의 알고리즘을 처리하게 된다. 엣

지 추출된 이미지는 후보 역 검출을 한 

SubImageDetection() 클래스를 통해 문자 역 추출

을 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4는 차량 번호  인식을 한 흐름 알고리즘

이다. 

그림 4. 차량 번호 흐름 알고리즘
Fig. 4 Car number processing algorithm

입력되는 차량 상의 이미지는 640*480의 상으

로 입력되며, 입력되는 상의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통해 명암값의 분포 균일화를 확인한다. 그리고 차량

의 후보 역을 후보 역을 검출하고 추출된 상의 

처리를 수행하기 해 RGB 컬러 정보를 이진화 과

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모폴로지 기법의 제거연산

과 보충연산을 통해 잡음제거를 수행한다. 그리고 히

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숫자 역과 문자 역을 추출

하고 미리 정의된 숫자  문자와의 패턴 비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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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되는 상 이미지
(a) Input image

(b) 이진화된 이미지
(b) Binary image

(c) 상의 히스토그램 추출
(c) Extraction of image histogran

(d) sobel 알고리즘을 이용한 외곽선 추출
(d) Edge extraction using sobel algorithm

그림 5. 입력되는 상의 번호  후보 역 검출 과정
Fig. 5 Input image car number sub-domain extraction process

(a) 문자 패턴 비교를 한 문자 이미지
(a) Character image for comparison of character pattern 

(b) 숫자 패턴 비교를 한 숫자 이미지
(b) Number image for comparison of number pattern 

그림 6. 기  이미지 역과 인식된 번호 역과의 이미지 비교 
Fig. 6 Image comparison of standard image domain with recognition number domain

해 차량 번호 을 인식하게 된다. 그림 5는 번호  인

식을 한 상 이미지(a)를 통해 입력되는 상의 

처리(이진화) 과정(b)을 거친다. 그리고 이진화된 상

을 바탕으로 상 이미지의 히스토그램(c)을 추출한

다. 이진화된 상에서sobel 알고리즘을 통하여 외곽

선 추출을 실행한 결과 화면(d)이다. 외곽선 추출을 

통해 나타낸 이미지 결과화면에서 숫자 역을 분리

하고 분리된 숫자 역과 그림 6의 비교 특징 백터 

이미지와 패턴 비교를 통해 입력되는 이미지의 숫자 

 문자를 인식하게 된다. 

(2) 코드 변환 모듈 설계 

코드 변환 모듈 설계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가 

가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 수리에 사용되는 부

품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해 본 설계 과정에서

는 자동차 수리 에서 1차 으로 제품에 부착된 바코

드를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인 QR코드로 변환하는 과

정과 변환된 QR코드가 데이터베이스로 송되고 

CRM 시스템  사용자 GU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

록 설계 하 다. 그림 7은 코드 변환 모듈의 시 스 

다이어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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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코드 변환 모듈 시 스 다이어그램
Fig. 7 Code transformation module sequence 

diagram

리자는 스마트폰 액티비티로 QR코드 촬 을 

요청한다. QRDecoder가 실행되고 공개 임워크

인 Zxing을 사용하여 장된 바코드의 ID값을 싱

한다. 싱된 ID값은 다시 Activity로 반환되고 사

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와 WebService를 요청한다. 

WebService에서는 Database에 장기능을 요청하

고 Database에서 수행후에 그 결과(성공 는 실패)

의 결과를 다시 WebService로 반환한다. 

WebService에서는 최종 수행 결과(성공 는 실패)

를 Activity로 반환하여 사용자 GUI에 제공된다.

그림 8은 코드 변환 모듈의 QR 디코더 기능에 

한 설계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먼  Main-

Activity에서는 Intent의 처리가 가능한 Intent 

Result 클래스와 Integrator 클래스를 상속받아 QR

코드의 ID 값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ResultQR 클래

스로 송하고, ResultQR 클래스에서는 입력받은 

데이터를 장하는 QR코드를 생성하여 액티비티 상

에 출력해 다. ResultQR 클래스의 경우 Barc ode 

Format이나 WriteException, MatrixToImage 

Writer 등의 QR코드 생성 련 기능을 수행하는 

Zxing의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로 상속받아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8. 코드 변환 모듈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8 Code transformation module class diagram

(3) 서버 모듈 설계 

서버 모듈은 고객 리 시스템으로 리자기반의 

웹 GUI를 구축하기 한 설계 단계이다. 웹 서버는 

차량 번호  인식과 차량 수리 이력 리 시스템의 기

능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수리 이력의 

조회에 한 설계를 제시한다. 그림 9는 차량 수리 이

력 리스트 조회에 한 시 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9. 수리 이력 조회 시 스 다이어그램
Fig. 9 Repair history search sequence diagram

리자가 수리 이력 리스트를 WebService로 요

청한다. 요청을 받은 WebService는 차량 리 인터

페이스로 리스트를 요청하고 차량 리 인터페이스

에서 Database로 조회 할 것을 요청한다. 조회 요청

에 한 결과 리스트는 다시 차량 리 인터페이스

로 반환되어 WebService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된

다. 조회 후 수정 요청을 WebService로 하고 차량

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정을 요청한다. 데이터베



자동차 번호  인식  스마트폰을 활용한 객체지향 설계 기반의 효율 인 차량 리 시스템

 1159

이스에서 수정한 결과(성공 는 실패)는 Web-

Service로 반환되어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한

다.

그림 10은 차량 고객 리 시스템의 이력 조회에 

한 설계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10. 수리 이력 조회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10 Repair history search class diagram

차량 리 시스템의 WebService는 Model2 기반의 

MVC 패턴을 용하여 설계하 고 Model 역할을 수

행하는 ControllerTemplate 클래스는 doGet()이나 

doPost(), requestPro()와 같은 요청에 한 응답에 

한 메서드가 정의되어있으며 ControllerT emplate  

클래스는 CommadAction 클래스를 거쳐 MainAction  

클래스로 근한다. MainAction 클래스에서는 

MemberMgr(고객 리) 클래스와 CarM gr(차량 리)

클래스 근하며, CarMgr 클래스에서는 Repa-

irHistory(수리이력) 클래스에 근하여 WebService

로 수리 이력에 한 리스트를 요청받을 시 제공한다. 

(4) 클라이언트 모듈 설계 

클라이언트 모듈은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사용자와 리자 클라이언트로 분류하여 설계를 진행

하 다. 사용자 클라이언트 모듈은 모바일 기반으로 

설계하 다. 아이폰 기반의 사용자 차량 고객 리 시

스템은 수리 이력 조회, 차량 수리 이미지 확인, 보험

회사 연결, 마일리지 확인 등과 같은 사용자 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리자 클라이언트 모듈은 

번호  인식을 통해 인식된 차량 번호를 기 으로 차

량 고객 리 시스템에 포함된 기능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 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리자 클라이언트측의 설계 산출물을 제시하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사용자 클라이언트측의 설계 산

출물을 제시한다.

그림 11은 리자 클라이언트측의 시 스 다이어그

램이다. 

그림 11. 리자 클라이언트 시 스 다이어그램
Fig. 11 Manager client sequence diagram

User는 고객의 정보를 CustomRegist 클래스의 

Register 오퍼 이션을 호출하여 사용자 등록을 한다. 

CustomRegist 클래스는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데이

터를 DB에 장하기 해 InsertDB 오퍼 이션을 호

출하고 차량정비를 해 RepairRequest 오퍼 이션을 

호출한다. Repair클래스는 InsertWor kDB 오퍼 이

션을 호출하여 정비작업에 한 내역을 달한다. 

CustomData 클래스는 입력 장된 고객의 정보를 제

공하기 해 CustomDBSupport 오퍼 이션을 호출한

다. CarposSystem 클래스는 Manager에게 작업요청

을 해 ServiceOrder 오퍼 이션을 호출한다. 

Manager는 정비작업 완료 후 완료보고를 해 

CompleteWorkReport 오퍼 이션을 호출한다. 

Manager는 부품매입 후 재고 리를 해 

PartsDataRegist 오퍼 이션을 호출한다. PartsInsert 

클래스는 Manager가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PartsDBInsert 를 호출한다. PartsDB 클래스는 데이

터베이스를 CarposSystem에 DB를 공 하기 해 

DBSupply 오퍼 이션을 호출한다. Manager는 새로

이 출시한 차량정보를 등록하기 해 CarInfoRegist 

오퍼 이션을 호출한다. CarIn foInsert 클래스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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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데이터를 입력받아 DB에 정보를 장하기 해 

CarInfoDBInsert 오퍼 이션을 호출한다. Carpo-

sSystem은 부품정보를 입력하기 해 차량의 데이터

의 일부를 제공하기 해 DataSupport 오퍼 이션을 

호출한다.

그림 12는 사용자 클라이언트측의 모바일기반의 설

계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12. 아이폰 사용자 클라이언트 모듈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12 I-phone user client class diagram

아이폰기반의 클래스는 LoginView() 클래스를 통해 

MyCarMainView() 클래스로 속한다. LoginView() 

클래스를 통해 아이디와 비 번호를 통해 속하여 

수리를 요청한 자동차 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MyCarMainView() 클래스의 AlterView 변수는 서버

에서 데이터 수신시 primary key로 사용하기 한 

User ID를 해당 클래스에서 변수로(Data는 App-

Delegate내에 Single Ton에 장) 선언한다. IsLogin 

변수는 로그인 뷰를 통해 달받은 User ID값을 통해 

User 차량의 한 이미지, 최근 수리 날짜, 주행거리

에 한 데이터를 각각 받아오면서 서로 다른 데이터

의 형태로 인한 처리 불능을 막고자 int형의 변수를 

생성하여 서버로부터 온 데이터를 원하는 함수로 넘

겨 데이터 처리하기 한 변수이다. InsuranceComp 

anyListView() 클래스의 선언 변수는 보험회사 정보

를 셀에 출력하기 한 가공 변수이며, 화와 URL을 

연결하여 긴  상황 시 보험회사나 구조 요청을 즉시 

연결할 수 있다. 한 Webservice() 클래스를 통해 

웹과의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며 통신을 한 API를 

분류해 놓은 클래스이다.

(5) DB 스키마 설계 

그림 13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웹 서버 데이터베이

스 스키마이다. 테이블은 총 9개의 계형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CAR 테이블은 CARCODE에 의해 식

별하여 차량에 한 정보를 장한다.

그림 13. 데이터베이스 스키마(ER-D)
Fig. 13 Database schema(ER-D)

CUSTOM_CAR은 CAR 테이블의 CARCODE를 외

래키로 참조하여 사용자 차량의 번호 을 기본키로 

구입시기등의 사용자 차량의 정보를 장한다. 

CUSTOMER 테이블은 사용자의 정보를 장하는 테

이블로 장된 차량의 소유자를 구별하기 해 

CUSTOM_CAR 테이블의 기본키와 CAR 테이블의 

기본키를 참조한다. WORKSHEET 테이블은 차량 수

리 작업내용을 장하는 테이블로써, 차량 수리 이력

에 포함되는 PARTS(부품) 테이블의 기본키와, 

WORKING(작업내용), CAPTUREIMAGE(부품이미

지)와 같은수리 작업에 사용되는 테이블의 기본키를 

참조한다. KEYFRAME 테이블의 경우 IP카메라로 부

터 촬 된 키 임 이미지가 장되는 테이블로써 

WORKSHEET 테이블에 참조된 외래키, 기본키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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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여 해당 작업에 한 이미지를 함께 장한다.

Ⅳ. 구  환경  결과

4.1. 구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  환경은 표2

와 같다. 

분류 세부사항

OS 
Window XP pro sp3

iMac OS X Lion

DBMS Oracle 10g, Microsoft Access 2007

개발 언어
Java, C++, C#, MFC,  Objective-C,

XML, JSP

클라이언트 

모듈 툴

Ecilipse Galileo, 

Google Android 2.3 SDK

MS-Visual C++ MFC

Xcode 4.3x 

설계 툴
StarUML, Microsoft Visio 2007, Er-Win 

4.0

표 2. 시스템 개발 환경
Table 2. System implementation environment

4.2. 구  결과 인터페이스

(1) 차량 번호  인식 인터페이스

그림 14는 차량 번호  인식 GUI이다. IP카메라를 

통해 인식되는 차량 상 이미지를 바탕으로 후보 

역 검출과 문자  숫자 역의 분할과 패턴 인식을 

통해 차량 상의 번호 을 인식하게 되고 인식되는 

상은 서버에 자동 송하여 해당 차량 수리 이력을 

리자에게 보여주게 된다.

그림 14. 차량 번호 인식 GUI
Fig. 14 Car number recognition GUI

(2) QR코드 변환 인터페이스

QR코드 변환 처리 모듈은 기존 차량 수리 제품에 

부착된 1차원 바코드를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인 QR코

드로 변환하는 기능이다. 차량 수리 리자는 차량 부

품의 리와 사용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하여 시스템 

모듈 구  GUI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GUI로 

구 하 다. 그림 15은 차량의 부품을 QR코드로 변환

하는 GUI이다.

그림 15. QR코드 변환 GUI
Fig. 15 QR code transformation GUI

(3) 웹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16은 차량 수리 이력에 한 조회 리스트 화

면이다. 해당 GUI를 통해 과거 차량 수리 이력에 사

용되었던 작업 내용과 차량 수리 시 사용하 던 부품

과 수리 일자, 작업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다. 한 차량 수리 시 수리 과정에 한 상 이미지

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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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JSP기반의 사용자 웹 GUI(이력 조회)
Fig. 16 User web GUI(history search)

그림 17은 차량 수리 이력 리스트에서 상세 내용을 

조회하는 인터페이스이다. 해당 인터페이스에서는 수

리 차량의 수리 내용을 차량 정비사가 직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리 과정의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GUI이다. 

그림 17. JSP기반의 사용자 웹 GUI(상세 조회)
Fig. 17 User web GUI(detail search)  

그림 18은 차량 수리 과정 시 사용된 차량 수리 부

품에 한 상세 정보 인터페이스이다. 해당 GUI를 통

해 차량 수리 요청자는 QR코드를 통해 부품의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JSP기반의 사용자 웹 GUI(부품 조회)
Fig. 18 User web GUI(component search)

(4) 모바일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바일기반의 사용자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이다. 

해당 GUI를 통해 차량 수리 요청자는 수리 장에서 

수리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모바일 사용자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에서

는 차량 리에 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9는 차

량 리에 한 기능을 표 하고 있다. 

그림 19. 모바일 사용자 GUI 로그인(a), 차량 리 (b)
Fig. 19 Mobile user GUI login(a), car management(b)

그림 20은 모바일 사용자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에서 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GUI이다. 해당 

GUI를 통해 차량 수리 부품과 수리 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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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모바일 사용자 GUI 수리 상(a), 부품 
리 (b)

Fig. 20 Mobile user GUI repair image(a), component 
management(b)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 번호  인식과 멀티 인터페이

스를 이용하여 효율성 있는 차량 수리 리 시스템을 

제안하 다. 수리 차량 입고 시 상의 백터 추출 기

법과 sobel 알고리즘을 이용한 엣지 추출 기법을 활용

한 차량 번호  인식을 처리하게 된다. 처리된 차량 

번호를 기본키로 수리 차량의 수리 이력 데이터를 확

인하게 된다. 수리자는 차량 수리 과정을 요청자에게 

상을 송하게 되며, 수리 시 사용된 부품을 입력하

게 된다. 차량 수리 요청자는 웹과 모바일을 통해 수

리 과정에 한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한 모바일 

애 리 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차량의 리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

하는 시스템의 재활용성과 확장성을 극 화하기 해 

객체지향 기반의 설계 모델링을 통한 시스템 설계를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차

량 리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 인 측면에서 멀티 인

터페이스와 높은 차량 번호  인식을 바탕으로 우수

한 것으로 상된다.  

향후 연구는 IP 카메라를 통해 얻어지는 차량 수리 

상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 으로 제공하기 해 

얻어지는 상의 임을 추출하고, 수리 시 키가 되

는 임을 추출하는 KeyFrame 추출 기능을 추가할 

것이다. 한 다양한 사용자를 해 아이폰과 안드로

이드 기반의 멀티 랫폼을 추가로 구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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