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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경망을 이용한 상인식은 여러 분야에 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 번호 인식  특정 구역 

입출 시 통제에 필요한 인가/비인가 차량 인식 시스템을 연구하 다. 이 시스템은 상을 인식하는 기능을 갖

추고 있어 차량 번호에 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차량 번호 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 다. 

그 밖에 신경망을 이용하여 좀 더 빠르게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ABSTRACT

Image recognition using neural networks is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licensed / 

unlicensed vehicle recognition systems necessary for vehicle number recognition and control when entering and exiting 

a specific area. This system is equipped with the function of recognizing the image, so it checks all the information on 

the vehicle number and adds the function to accurately recognize the vehicle number plate.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check the vehicle number more quickly using a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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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에서 자동차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요한 소유물이다.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로 인

해 차량이 증하고 있는데 비해 도로 사정이나 교통 

상황을 리하는 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제한된 인력으로 재의 열악한 교통 리 체계

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자동차의 자동인식 시스템의 개발도 이 노력의 한 

분야이다[1]. 자동차의 종류를 구별해 내고 문자인식을 

통해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는 연구는 교통 단속은 물

론 교통량 조사, 도난 차량 검거, 출입 차량 통제, 주

차 시설 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 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

본 논문에서 용하는 기술은 획득한 차량 면 

상을 RGB 컬러 공간을 이용하여 녹색 번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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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보 역을 추출하고, 차량 면 상을 번호  

역의 후보 역을 추출한다[2-3]. 이 게 찾은 번호

 후보 역의 상에서 번호 의 형태학  특성을 

이용한 8 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즘[4]으로 잡음을 

제거하고 번호  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번호  

역을 그 이 벨로 변환한 후, 평균 이진화를 이용

하여 번호  역을 이진화 한다.

상 처리를 이용하여 번호  인식은 차량이 진입

한 각도와 거리에 해 여러 방면으로 측정하여 이상

인 거리와 각도 값을 얻었으며, 동시에 4개의 

CCTV 동 상 스트림을 입력받아 차량인식 하 다.

Ⅱ. 시스템 구성도

2.1 주차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의 주차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가/비인가 차량 인식 시스템 개념 구조도
Fig. 1 Concept structure of authorized / 
unauthorized vehicle recognition system

시스템 구성은 “인가/비인가 차량 인식 시스템 개

념 구조도“과 련하여 개발되는 랫폼의 개념 구조

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차량 번호  인

식 모듈에서 CCTV 상을 실시간 분석하여 차량과 

번호 , 사람에 한 상을 찾아내고 트래킹하여 진

입차량의 차종과 번호  텍스트, 차량의 스틸컷  메

타정보(차량수, 사람수, 하차인원수, 시간)에 한 정

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바이오시큐리티 통합시스템

의 험 요소 악 모듈로 자동 송하는 기능을 수

행하는 시스템이다[2-4]. 

2.2 번호 인식과 시스템 차

본 논문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의 로차트는 그림 2

와 같다. 차량 번호  인식은 그림 3과 같이 차량의 

면부 상을 RGB 컬러 공간  G, B의 크기를 이

용하여 상의 이미지를 변환한 후 블록 이진화를 

용한다[3-4]. 

그림 2. 번호  역 추출 과정
Fig. 2 The process of license plate extraction

이진화 상에서 번호 의 후보 역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원본 상을 그 이 벨로 변환 후, 블록 

이진화를 용하여 차량 상에서 차량 번호 의 형

태학  특성을 이용하여 8 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

즘을 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번호  역을 추출

한다[4-7].

그림 3. 기존 녹색 번호 ( ㆍ좌), 기존 크기 흰색 
번호 ( ㆍ우), 유럽형 흰색 번호 (아래)

Fig. 3 Green license plate(upper, left), White license 
plate(upper, right), European white license plate(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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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은 차량의 면부 상에서 식(1)과 같

이 RGB의 G, B의 크기를 이용하여 입력 상을 변

환한다. 번호  추출과정은 그림 4와 같다. 변환된 차

량 상을 블록 이진화를 용하여 이진화 한다. 이진

화된 상의 번호  후보 역을 추출하기 하여 8 

방향 윤곽선 추출 알고리즘을 용한다. 이와 같이 추

출된 후보 역을 녹색 번호 의 형태학  특징을 

용하여 번호  역을 추출한다. 이때 번호 의 역

이 추출되지 않을 경우, 입력 상을 그 이 벨로 

변환한다. 변환된 상을 블록 이진화를 용하고, 8

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번호 의 후

보 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후보 역에서 흰색 번호

 차량의 형태학  특징을 용하여 잡음을 제거한 

후, 번호  역을 추출한다[4-10]. 

   


(1)

차량의 번호 을 촬 하여 번호 의 번호  문자

를 인식하여 화면에 추출하는 시스템이다[11]. 이 시

스템은 인 감시 기술의 한 종류로 주어진 비디

오나 상 내 OCR(: Optical Character 

Reader/Recognition)을 수반한다. 자동차 번호  인식

의 핵심 아이디어는 두 단계로 나  수 있다[11-12].

첫째, 번호  감지를 수행한다.

둘째, 번호  문자와 숫자를 가져오기 해 학  

문자 인식을 역에 사용한다. 좀 더 구체 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5가지의 차를 따른다. 

ㆍ자동차 번호  국부화

ㆍ정규화 번호 의 크기, 차원, 명암 비, 밝기를 

조정한다.

ㆍ문자 분할 : 역 내 각 문자를 얻는다.

ㆍ 학 문자 인식 : 문자를 인식한다.

ㆍ구문분석 번호  규칙을 비교한다.

⦁ Original

⦁ Gray scale

⦁ Contour extraction
그림 4. 번호  추출 과정

Fig. 4 License plate extraction process

Ⅲ. 실험  고찰

3.1 시스템 기능 구조

본 논문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의 기능  구조는 그

림 5와 같다. CCTV 실시간 상 스트림 정보 수집하

고 분석하여 차량 정보를 추출하기 해 방문차량 번

호  인식  차량/사람 치추  기능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세부 기능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번호  인식 시스템 기능 구조도
Fig. 5 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functional 

structure

방문차량 정보 인식을 해 차량의 역을 인식하

고 역의 이미지 특징을 이용하여 차종을 인식하는 

모듈, 번호  역 인식을 통해 번호  이미지 추출하

는 모듈, 그리고 추출된 번호  이미지를 문자 독하

여 차량 번호를 수집하는 모듈, 차량/사람을 트래킹하

는 모듈, 트래킹을 통해 차량/사람/하차인원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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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elivery contents

Vehicle 
information

CCTV ID, Vehicle Image, 

Vehicle Information, License Plate 

Text, Time

Person getting 
off information

CCTV ID, CCTV still cut 

image, time

Vehicle and 
headcount 
information

CCTV ID, number of vehicles, 

number of people, number of 

drop offs, time

Device signal
CCTV ID, “Power On” or 

“Alive”, time

표 1. 차량 정보 업로드 데이터 종류
Table 1. Vehicle information upload data type

는 모듈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번호  

인식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세부 기능들을 가지게 된

다.

1) CCTV 실시간 상 데이터 수집  분석 기

능 

CCTV로부터 실시간 상을 RTSP 스트림 포멧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과 상 분석 AI 모듈을 

통해 실시간 상을 정지 상으로 캡처하여 분석하는 

기능이 있다.

2) CCTV  상내 차량/차종 자동 인식 기능 

CCTV 상에서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기능과 

CCTV 상에서 감지된 차량의 차종을 자동 인식하

는 기능이 있다.

3) CCTV  상내 차량 번호 자동 인식 기능 

CCTV 상에서 차량의 번호  역을 자동 감지

하는 기능과 감지된 차량의 번호  이미지로부터 차

량 번호를 자동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

4) CCTV 상내 감지된 차량의 메타정보 자동 

기록 기능 

  차종, 차량번호, 시간 정보 기록 기능과 차량수, 

사람수, 하차인원수 정보 기록 기능이 있다.

5) CCTV 상내 감지된 차량  하차인원 발생 

시의 스틸컷 자동 기록 기능 

차량 감지시 스틸컷 자동 기록 기능과 하차인원 발

생시 스틸컷 자동 기록 기능이 있다.

6) 수집된 메타정보  스틸컷의 외부 서버 업로

드 기능 

차량에 한 정보(차량 이미지, 차종, 차량번호, 시

간)의 서버 업로드 기능과 하차인원 발생 정보(스틸

컷, 시간)의 서버 업로드 기능, 차량/사람/하차인원 수

의 서버 업로드 기능, CCTV 스트림 연결 정보의 서

버 업로드 기능, AI 모듈의 “Alive” 펄스 신호의 서버 

업로드 기능이 있다.

3.2 업로드 데이터 종류  규격

차량 정보 업로드 정보는 표1과 같이 차량 정보, 

사람 하차 정보, 차량 인원 수 정보 등이 포함된다.

3.3 데이터 흐름 구조

그림 6과 같이 차량 정보 자동 인식 로그램이 서

버에 업로드할 데이터를 특정 디 토리 폴더에 장

하면 업로드 폴더 클라이언트 로그램에 의해 자동

으로 바이오 시큐리티 서버의 업로드 폴더 서버로 

일이 송된다. 서버에서는 차량 번호  인식 모듈에

서 보내져온 데이터를 업로드 폴더 서버 로그램을 

통하여 수신하고 데이터를 싱하여 서버 DB에 장

한다.

그림 6. 서버 업로드 데이터 흐름
Fig. 6 Server upload data flow

3.4 모듈 기능  동작 구조

인가/비인가 차량인식 시스템의 주요 모듈의 기능 

 동작 구조는 그림 7과 같다. 로그램이 시작되면 

동작에 필요한 각종 쓰 드들을 하나씩 생성하고 시

작한다.

CCTV 스트림 쓰 드는 CCTV 스트림을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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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하고 리하는 쓰 드로 수신된 CCTV 스트림의 

정지 상을 메인 로세스에 달해 주는 역할을 한

다. 메인 로세스는 CCTV 스트림 쓰 드로부터 정

지된 상을 수신 받아 차량/사람/번호  역을 인

식하는 인공지능에 입력으로 넣어 차량/사람/번호  

역  차량의 경우 차종을 자동 인식하게 한다. 

한 이에 한 역 인식 결과를 화면 출력 쓰 드로 

달한다. 

그림 7. 주요 모듈의 처리 차
Fig. 7 Processing procedure of the main module

 

화면 출력 쓰 드는 CCTV 스트림 상 에 역 

인식 결과를 함께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차량/사람/

번호  역 인식 결과는 차량/사람 트래킹 모듈로도 

달되어 차량/사람에 한 트래킹을 하게 되며, 차량

역에 해당되는 번호  역의 이미지를 차량번호인

식 쓰 드로 달하여 차량번호 인식 결과를 얻게 된

다. 한 차량에서 하차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크하

게 된다. 이 게 수집된 차량 정보(차종, 차량번호, 차

량 스틸컷)  메타정보(차량/사람/하차인원 수)를 데

이터 업로드 쓰 드로 송하여 서버에 송되게 한

다. 데이터 업로드 쓰 드는 업로드할 정보를 수신하

고 서버로 송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포멧화하여 업

로드 폴더에 장한다.

3.5 구  모델 동작

그림 8은 NVIDIA사의 임베디드 모듈인 AGX 

Xavier 보드에 구 한 인가/비인가 차량인식 로그

램을 설치하고 동작을 확인한 결과이다. 동 상 스트

림에서 당 5 임에 해서 차량/사람/번호  인

식이 가능하 다. 차량이 검출되는 동안 CPU 유율

은 평균 50% 정도 소모되며, GPU 유율은 50~100% 

사이로 동작 되었다. 

그림 8. NVIDIA AGX Xavier 보드에서의 동작
Fig. 8 Operation on NVIDIA AGX Xavier Boards

HW model Division Contents

NVIDIA AGX Xavier

OS Ubuntu 18.04 LTS

H/W

CPU 8 core,
16 G RAM,
8G GPU Memory,
128G built-in flash 
memory

Langu
age

Python 3.5

AI 
Frame 
Work

Pytorch 1.0.0

표 2. 보드 사양
Table 2. Board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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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LENOVO C530에서의 동작 화면
Fig. 9 Operation screen on the LENOVO C530

HW model Division Contents

LENOVO C530

OS
Ubuntu 16.04.5 
LTS

H/W

GPU: NVIDIA 
RTX 2060,
CPU: Intel i5, 6 
core,
RAM: 8G,
HDD: 256 SSD

Langu
age

Python 3.5

AI 
Frame 
Work

Pytorch 1.0.0

표 3. 모듈 사양
Table 3. Module specification

 표 2와 표 3은 보드 사양과 모듈사양을 나타낸다.  

그림 10은 LENOVO C530에 인가/비인가 차량인식 

로그램을 설치하고 동작시킨 화면이다. 동시에 4개

의 CCTV 동 상 스트림을 입력받아 차량인식을 하

는 것을 확인하 다. 차량 존재시 CPU 유도는 

략 50% 내외, GPU 사용량은 략 40~60% 정도 되었

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가/비인가 차량 인식 로그램을 

연구하 다. RGB 컬러 공간을 이용하여 녹색 번호  

역을 추출하고 블록 이진화를 이용하여 흰색 번호

 역을 추출하는 신․구 번호 의 추출  인식하

여 차량의 면부 상에 하여 RGB 컬러 공간의 

R과 G값의 크기를 이용하여 녹색 번호  차량의 후

보 역을 추출하 다. 추출된 번호  역을 그 이 

벨로 변환한 후, 평균 이진화를 이용하여 번호  

역을 이진화 하 고, 상 처리를 이용하여 번호  인

식은 차량이 진입한 각도와 거리에 해 여러 방면으

로 측정하여 이상 인 거리와 각도 값을 얻었으며, 동

시에 4개의 CCTV 동 상 스트림을 입력받아 차량인

식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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