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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상처리 연구에서는 이미지 처리를 통해 획득된 정

보를 이용하여 범죄를 방하거나, 재 발생되고 있는 범죄 

는 사고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미지 처리 정보의 활용 범

가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1]. 특히 과속 차량 단속과 주차

리 그리고 신호 반 단속 등에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

구와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추가 으로 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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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죄 차량 추 이나 탐지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2-4].

최근에는 CCTV을 이용한 차량 치 추  시스템이 개발

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범죄/도난/ 포 차량 등의 불법 차량 

번호를 앙 리 센터에 등록하면, 앙 리 센터에 연결된 

CCTV들로부터 송 받은 상 분석을 통해 차량번호를 획

득하고, 이 가운데 등록된 불법 차량을 별하여 실시간 범죄 

차량 추  기능을 제공한다[5]. 이러한 실시간 차량 추  기

능은 각종 범죄 차량을 효율 으로 단속하고 련 범죄율도 

감소시키는 등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그

러나 해당 시스템은 재 경찰차에만 도입되었고, 높은 하드

웨어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장비들을 활용할 수 없다

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TV나 차량 블랙박스와 같은 열악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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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하드웨어의 발 으로 상처리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를 들어 차량에 의한 각종 범죄를 방하기 해 기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범죄 차량의 치를 탐색하여 단속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특정 시스템과 높은 시스템 요구 사항으로 

인해 기존 장비들에 용하기 어려운 문제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기존 장비들에서도 차량의 탐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 표  차량 번호  정보를 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고, 특정 차량에 한 정보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

하 다. 본고에서 제안한 일 데이터베이스와 탐색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해 다양한 치에 탐색 상을 설정하고 실험한 결과 탐색 알고

리즘은 항상 특정 시간 안에 차량을 탐색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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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상 장비에서도 차량 추 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해 운 체제를 설치할 수 없거나 지원되

지 않는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차량 탐색이 가능한 일 데이

터베이스 구조를 이용하여 특정 차량의 범죄 차량 여부를 빠

르게 단할 수 있는 효율 인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2.1 차량 번호  인식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은 이동식 CCTV 카메라 는 고

정 CCTV 카메라에서 획득한 차량 번호  상에서 번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차량 번호

인식 기술은 다른 숫자인식  문자인식 기술과는 다르게 번

호 의 크기  문자와 숫자의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CCTV 카메라에서 획득된 상에서 번호 을 추출하고 추출

된 번호 에서 개별 문자 추출을 수행한 후 문자  숫자를 

인식하게 한다[6-8].

인식된 차량 번호는 각종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처리를 한 처리 과정이 수행되고, 정확한 정보의 획득

을 해 추가 으로 이미지 필터를 용한다. 이러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으로 차량 번호 의 정보를 사람 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자열로 추출한다. 이 게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번호  정보를 획득하고, 각종 별

을 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차량 번호의 인식은 별

을 한 기반 정보를 획득하고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추출

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비트맵 트리를 이용한 블록 리 기법

비트맵(bitmap)을 이용한 정보의 리는 특정 정보에 한 

단일 상태 정보 는 설정의 용 여부를 가장 작은 데이터 

표 인 비트(bit)로 리하는 방법이다[8]. 리 상에 한 

단일 상태 정보를 한 비트로 표 하기 때문에 량의 상태 

정보를 표 하기 해 큰 장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 정보에 한 근과 확인을 한 연산이 일반 연산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정보에 한 정확한 분류, 값의 확인과 

설정 처리를 한 효율 인 알고리즘이 수반되면 하드웨어 

사양이 낮은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한 

리 상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도 리 정보가 비트로 구

성되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표 하려는 정보와 동일한 양의 

비트 값만을 갖는다는 장 이 있다.

2.3 SQLite

SQLite는 2000년에 시작된 오 소스 로젝트로 고사양의 

하드웨어 사양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DBMS와 같은 

구조화된 질의 언어(SQL)를 지원하여 데이터에 해 다양한 

근을 수행할 수 있는 경량화 된 데이터베이스 리 기능을 

제공한다. 기본 으로 속도가 빠르고 Windows, mac,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로

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다[9]. 한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처리를 한 ACID의 지원으로 로그램 오동작으로 인한 데

이터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일 형식을 BLOB으로 장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운 체제 간의 데이터베이스 호환에

도 문제가 없다는 장 이 있다. 무엇보다도 소스 코드가 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로젝트에 직 으로 코드를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장 이 존재한다[9].

 그러나 술한 장 들을 제공하기 해 SQLite는 하나의 

일을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단 이 존재하며, 범용성을 

목 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단일 종류의 데이터를 리하기 

한 특수 목 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한

다. 한 기능과 내용에 제약이 있지만, 내부에 DBMS를 포

함하고 있어 그 비용이 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열악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번호 의 인식을 통해 획득되는 문자

열 정보와 한국의 표  차량 번호  정보를 비트맵 일로 

구성하여 다양한 사양의 시스템에 용할 수 있는 차량 번호 

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이에 한 빠른 근을 수행

할 수 있는 효율 인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3. 일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탐색 알고리즘

3.1 차량 번호 의 구성

한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면과 후면에 직사각형 모양

(520mm X 110mm)의 속 으로 해당 차량을 구분할 수 있

는 차량번호가 부착되어 있으며, 일반 으로 Fig. 1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Car License Plate 

차량번호를 구성하는 각 숫자와 한 은 차량의 종류와 용

도 그리고 등록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번호만으로도 

차량에 한 략 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차량번호 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4].

Car license plate

Car type Purpose Registration Number

01 가 1000

Table 1. Car License Plate Configuration

차량번호 은 차종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와 용도를 나타

내는 한  한 문자 그리고 등록번호로 구성된다. 차종의 경우 

차량 종류에 한 정보이며, 01부터 시작하여 99까지 총 99가

지의 차량 종류를 표시한다. 차량 종류는 승용차, 승합차, 화

물차  특수차로 구성되며, 각 차종에 따른 번호 부여는 

Table 2와 같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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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type

A car 01 ~ 69

A van of van 70 ~ 79

A freight car 80 ~ 97

A special car 98 ~ 99

Table 2. Vehicle Type Number

Table 1에서 용도를 나타내는 한  한 문자는 차량의 용도

를 의미하며, 받침 없이 사용된다. ‘가~마’, ‘거~ ’, ‘고~조’, 

‘구~주’는 비사업용 차량을 의미하며 일반 으로 승용차나 승

합차에 부여된다. ‘바’, ‘사’, ‘아’, ‘자’는 자동차 사업용 차량 가

운데 운수 목 을 갖는 차량인 택시와 버스에 부여된다. ‘배’

는 사업용 택배 차량에 부여되며, ‘허’, ‘하’, ‘호’는 여 사업

용 차량에 부여된다[10]. 이러한 차량 용도는 총 40가지가 존

재하며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Purpose Letter in Korea

Non-business use

(32 kinds)

가,나,다,라,마,거, ,더,러,머,버,서,

어, ,고,노,도,로,모,보,소,오,조,구,

,두,루,무,부,수,우,주

Busines

s use

Taxi, Bus

(4 kinds)
아,바,사,자

Delivery Car

(1 kinds)
배

Rental Car

(3 kinds)
하,허,호

Table 3. Vehicl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Purpose

차량 번호 에 부여된 마지막 4자리 숫자는 차량 구분 용

도로 사용되며, 첫 자리는 반드시 0을 제외한 번호로 구성되

어야 한다. 이후 세 자리는 0을 포함하여 사용될 수 있기 때

문에 일련번호는 1000번부터 9999까지의 범 를 갖게 되며, 

차종과 용도가 동일한 경우 최  8999 의 차량 등록이 가능

하다. 한 모든 차량 번호는 복되지 않는다.

3.2 일 데이터베이스 구성

3.2.1 일명과 정보의 구성

차량 번호는 구성 방법과 범 , 그리고 의미가 부여된 

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먼  차종에 따라 99개의 일로 구성할 수 

있는데, 각 차종 별로 한 자가 부여되므로 99 × 40, 즉 

3,962개의 일로 체 차량 번호의 구성이 가능하다.

일명 생성 규칙은 차종과 용도를 조합하여 “01가”, “36

노”, “43주”와 같은 형태로 생성한다. 이는 이미지 처리를 통

해 번호  정보가 획득될 때 부분 데이터베이스에 근을 

통한 정보 획득을 해 번호  자체를 문자열로 구성하기 때

문이다. 즉, Fig. 1의 번호 을 이미지 처리를 통해 인식하게 

되면, “33”, “호”, “5598”의 문자와 문자열 값이 획득된다. 

일명은 차종과 용도를 이용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의 내용은 등록번호의 정보로만 구성하면 된다. 즉, 차량 

번호를 구성하는 3개의 구성 요소 가운데 2개를 일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개로 일 내용을 구성하는 형태로 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면, 등록번호에 한 일 정보 구성

에 한 근만으로 상 차량에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정보는 단순히 

상 차량의 범죄 차량 여부만을 기록하고, 이에 한 정보 

확인을 통해 차량을 별하도록 구성하 다.

3.2.2 일 형식과 정보 구조

차종과 용도를 이용한 일명은 총 3,960개가 존재하고, 

일에 기록되는 범죄 차량 여부 정보를 아스키 값으로 기록한

다면, 일 하나당 8,999개의 차량 정보가 표 되어야 하므로 

71,992byte의 크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체 일 크기는 

71,992 × 3,960로 약 285메가가 넘는 크기의 용량이 되는데, 

최근 디지털 장치의 장소 크기는 최소 기가 단 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크기 자체가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차량을 인식하는 기본 인 정보로 사용하는 데는 용량이 

은 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CCTV나 카

메라 그리고 동작 환경을 고려한다면 더 작은 일로 구성된 

일 데이터베이스가 장 공간 활용과 리에 유리하다. 따

라서 용 가능한 환경을 다양화하기 해 정보를 경량화하

여 단일 비트(bit)로 범죄 차량 정보를 별하도록 구성하고 

리하는 일 형태를 제안한다.

일명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형태에 차량번호 정보 데

이터를 단일 비트로 구성하면, 일명은 차량번호 확인을 

한 주 키(Primary Key) 형태로 동작하게 되며 해당 일 내

에 등록번호 치의 값이 범죄 차량 여부를 별하기 한 

값이 된다. 즉,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비트는 

차량 등록번호를 나타내며, 등록번호는 1000부터 9999까지의 

값을 가지므로 8,999비트로 구성되어 약 1,124바이트의 크기

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등록할 수 있는 특수 목  차

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번호 체를 비트로 구성하면 약 5메

가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환경이나 하드웨어 사

양이 낮은 시스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량화 된 일 데

이터베이스를 구성하 다고 볼 수 있다.

3.3 차량 탐색 알고리즘

3.3.1 알고리즘 용어 정의

차량 탐색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Table 4와 같다.

Purpose Meaning

BC  Registration of crime/unauthorized/stolen car

CN  Vehicle main key file name

CRN  Registration number of a vehicle

CV  Byte Position of BL

CR  Bit Postion of BL

Table 4. Clossary of Terms

BC(Black Car)는 범죄, 포 는 도난 등의 범죄에 이용

된 차량의 번호를 추  상으로 하여 일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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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1로 등록한 차량을 의미한다.

CN(Car Number)는 자동차의 번호 의 차종과 용도를 조

합한 번호이며, 일명으로 생성하여 사용할 주 키를 의미한다.

CRN(Car Register Number)는 차량의 등록번호 4자리를 

말하며, 일 데이터베이스에서 차량 정보 변 를 의미한다.

CV(Car Value)는 차량 등록번호를 8로 나 어 나온 몫으

로, 비트로 구성된 차량의 byte 치 계산을 해 사용된다.

CR(Car Remainder)는 차량 등록번호를 8로 나 어 나온 

나머지로, 최종 으로 차량의 BC 값 획득을 해 사용된다. 

3.3.2 차량 탐색 알고리즘

본 논문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인식된 차량 번호의 범죄, 

포 는 도난 차량 등록 여부를 일 데이터베이스로 탐색

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탐색을 해 정보

를 획득하고 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달된 차량 번호를 구분하여 주 키로 사용할 차종과 

용도 그리고 등록번호를 구분하여, 일명과 탐색을 한 차

량 치를 획득한다. 다음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근

할 일과 차량 치 등록번호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재 차량의 실제 등록 값을 획득하여 

탐색 차량이 BC 인지 여부를 단한다. 이 게 특정 차량 번

호를 이용하여 차량의 BC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은 

Fig. 2와 같다.

Fig. 2. BC Vehicle Detect Algorithm

 

Fig. 1의 차량 등록 번호 “5598”을 Fig. 2에 용한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02 라인에서는 문자열로 달된 “5598”

을 연산이 가능하도록 숫자 5598로 변환한다. 03 라인은 차량 

정보가 치한 574번째 바이트 치를 획득하고, 04 라인은 

해당 바이트 내의 차량 정보 비트의 치인 7을 획득한다. 05 

라인에서는 차량 정보의 비트 값을 획득하기 해 574 번째 

바이트 값을 획득한다. 마지막 06 라인부터는 획득 바이트에

서 7번째 비트를 획득하여 BC 차량 여부를 단하고, 단 

결과에 따른 정보를 출력한다.

4. 실  험

4.1 실험 구성과 차

차량 탐색을 한 실험의 구성과 차는 다음과 같다. 먼

 차량 탐색 알고리즘의 탐색 속도를 체크하기 해 차종에 

따른 일 3,960개를 체를 생성하 다. 다음으로 각 일의 

, , 후반부에 각각 BC 차량을 하나씩 총 3개를 등록하고, 

단일 차량 탐색 시간과 치에 따른 차량 탐색 시간을 구하

여, 탐색 시간 성능과 일 데이터베이스 구성의 효율성을 실

험하 다. 마지막으로 체 탐색 수행 횟수는 3,960 × 3으로 

총 11,880번의 탐색을 수행하 고, 이에 따른 결과를 측정하

다. 탐색 성능 평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다른 실험 구성으

로 진행하 다.

• EX-A: 탐색 요청 시, 일을 개방하고, 정보를 읽어 탐

색 수행

• EX-B: 기화 시 에 모든 일을 개방한 상태에서 요

청 시, 탐색 수행

• EX-C: 기화 시 에 모든 정보를 메모리에 재하고, 

요청 시에 탐색 수행

이러한 실험 환경을 구성한 이유는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

에서 제안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차량 탐색 알고리즘의 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서이다. 실험을 수행한 하드웨어 환

경은 다음과 같다.

• CPU: i5-82520U 1.60GHz

• Memory: 4G

• OS: Linux mint 19.1

4.2. 실험 결과

실험에서 구성한 3가지 성능 실험의 차량 번호  요청 시

간부터 탐색 완료 시 까지의 탐색 시간 측정 결과는 Fig. 3

과 같다.

Fig. 3. Comparison of EX-A. EX-B, and EX-C in Terms of 

Detection Time 

술한 실험 구성으로 11,880번의 BC를 탐색한 결과는 모

두 Fig. 3과 같이 특정 시간 안에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세부 인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 실험 결과, 차량 번호 탐색을 요청한 후 상 일을 

개방한 시간이 평균 1,538ns로 측정되었고, 요청 차량 치에 

해당하는 1byte를 읽고 일을 닫을 때까지는 평균 2,698ns의 

시간이 소비되어 일 I/O 처리 시간은 평균 4,236ns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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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일에서 차량 치 계산 시간은 평균 400ns, BC 

탐색 시간은 평균 73ns로 측정되어 요청 차량 탐색을 한 알고

리즘 자체 동작 시간은 평균 473ns로 측정되었다.

EX-B 실험 결과, 일을 개방한 시간은 평균 1,550ns로 

요청 차량 치에서 1byte를 읽고 닫을 때까지 평균 2,724ns

로 측정되어 일 I/O 시간은 총 평균 4,274ns로 측정되었다. 

차량 탐색 알고리즘에서 일 치 계산 시간과 BC 차량 탐

색 시간은 339ns로 측정되었고 알고리즘 동작 시간은 평균 

4.613ns로 측정되었다. 

EX-C 실험 결과, 단일 일 개방 시간이 평균 1,650ns로 

측정되었고, 일 체(8999byte)를 읽고 닫을 때까지 평균 

558,233ns가 소비되었다. 즉, 3,960개의 일 체를 개방하고 

읽어 들인 다음 닫을 때까지의 총 시간은 2.210sec로 측정되

었다. 총 시간에서 단일 일 평균값을 산출하면 평균 

559,883ns의 시간이 소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청 차량 

치 계산과 BC 차량 탐색 시간은 다른 실험 결과들과 거의 비

슷하게 129ns로 측정되었다.

각 실험 결과 정리는 Table 5와 같다.

Classification
EX-A

(ns)

EX-B

(ns)

EX-C

(ns)

File I/O

Open 1,538 1,550
Avg.

1,650

Read/Close 2,698 2,724
Avg.

558,233

Total 4,236 4,274
Avg.

559,883

Algorithm

Location 

Calculation
400 294 313

BC Search 1,602 65 129

Total 2,002 359 442

Table 5. Full Experimental Results

일 I/O 처리 실험 결과에서 일 개방에 소비된 시간은 

체 으로 비슷하 으나, EX-C의 경우 연속 인 일의 개

방과 읽기  닫기로 인해 시스템의 다른 실험들에 비해 단

일 일당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X-C의 경우, 다른 실험의 단일 바이트 읽기와 달리 체 

일 내용을 읽어 메모리에 재하여 시간이 더 소비되기 때

문에 이러한 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 I/O에서 발생한 

개방 시간 차이는 최  1,000ns 정도이므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읽기와 닫기에서 EX-A, EX-B는 거의 차이가 발생

하지 않았으나, EX-C의 경우 체 일을 읽어 메모리에 

재하는 시간으로 인해 다른 실험에 비해 긴 시간이 소비되었

다. 그러나 이 시간 차이도 최  555,609ns 정도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알고리즘의 처리 결과, 범죄/ 포/도난 차량을 단할 때 

차량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 정보가 치하는 변 와 해당 값

을 실제 획득하여 단하기까지 각각 2,000ns로 측정되었다. 

즉, 본 논문이 제안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항상 일정한 

시간 내에 처리가 되었고, 각 연산은 400ns 내에 처리가 가능

하며 최  1,600ns 내에 알고리즘 체가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모든 실험에서 요청 차량에 한 탐색은 특정 시

간 안에 탐색이 완료되었음을 Fig. 3에서 확인하 으며, 일 

I/O에 련된 시간을 제외하면 각 실험 단 에서 탐색 알고리

즘이 항상 동일한 시간에 처리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3 SQLite 성능 비교

SQLite는 자체 성능의 우수함을 증명하기 해 MySQL과 

PostgreSQL 간의 각종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비교한 내용을

[9] 제공하고 있다. 성능 평가는 오래 에 수행되었고, 실험 당

시의 하드웨어 환경과 실험 환경을 동일하게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운 체제와 메모리를 동일하게 구성한 가상 머신으로 

구성하고 실험을 수행하 다. 성능 평가 항목으로는 INSERT, 

UPDATE, DELETE와 같은 DML과 테이블 제거와 같은 DDL

도 포함되어 있으나, 제안 일 데이터베이스는 체 번호

을 모두 일로 구성한 상태이므로 INSERT 연산을 수행하지 

않으며, 모든 번호  정보를 가지므로 DELETE 연산도 발생

하지 않는다. 한 생성된 일 구조 는 일을 삭제하지 않

고 데이터의 조작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SELECT, UPDATE 

연산의 속도만을 비교 상으로 정하 다. 성능 비교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EST
SQLite
(sec)

EX-A
(sec)

EX-B
(sec)

EX-C
(sec)

100 SELECT 2.494 0.000304 0.000304 0.000003

5000 SELECT 1.121 0.020852 0.020852 0.000237

1000 UPDATE 0.637 0.009244 0.004415 0.001595

25000 UPDATE 3.520 0.142084 0.095982 0.025542

Table 6. Speed comparison with SQLite

Table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QLite의 데이터 처리 속

도보다 제안 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알고리즘의 구성이 

최소 10,000배에서 최  100,000배 빠른 탐색과 정보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3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SQLite는 범용 인 사용을 지원하기 한 기능들, 그리고 용

량과 기능은 지만 범용 인 DBMS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다. 제안 구조는 범용 인 목 이 아닌 차량 번호

만을 효율 으로 리하고 근하기 한 최 의 구조를 가

지므로 SQLite보다 빠르게 정보 획득을 한 효율 인 탐색

과 정보 변경이 가능하 다. 즉, 제안 일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은 범용 목 으로 사용될 수 없지만, 체 차량 번호 

정보에서 범죄 차량의 정확하고 빠른 탐색과 확인에서는 매

우 뛰어난 성능을 보 다고 단된다.

실험 결과, 제안 차량 탐색 알고리즘은 빠른 차량 탐색이 가

능하 고, 차종과 용도를 주 키로 구성하여 등록번호를 비트로 

구성한 일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차량 번호 정보의 보 과 

리에 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한, 체 실험에서 일 

치 계산과 탐색 시간이 실험 종류와 계없이 일정한 시간 

내에 완료되었으므로 시간 복잡도 O(1) 역시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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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은 한국의 체 표  차량 번호 의 차종, 용도의 조

합을 주 키(Primary Key)로, 등록번호 데이터를 비트로 활용

한 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빠른 정보 근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 실험은 

일 상태의 정보, 일 개방 상태 그리고, 모든 정보의 메모리 

재 상태로 구분하여 다양한 하드웨어 는 시스템 사양과 환

경에 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진행하 다. 그 

결과 모든 경우 최  20ms 내에 번호 을 탐색하고, 상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비트 단  정보로 구성된 차량 상태 

정보에 한 빠른 근은 카메라를 통해 인식된 차량 번호 에 

한 빠른 정보 확인이 가능함을 증명하 다.

제안 일 데이터베이스 구성은 한국에서 등록할 수 있는 

재 표 인 일반 목  차량의 모든 번호를 보   리하기 

해 3,960개라는 량의 일을 생성하고, 이에 한 탐색을 

수행하 는데, 구성된 량의 일은 리가 매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향후 효율 으로 일의 개수를 여 리와 성능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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