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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기존 스마트주차관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주차 관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

차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기존 스마트 주차관제는 센서 기반의 고비용의 장비 및 시공비가 소

요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세대 주택에 적용이 어렵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기존 설

비인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을 제안하며, 해당 솔루션은 텐서플로 cnn중 알씨엔엔 RPN

을 적용하여 차량 객체 인식 및 주차 공간 객체 인식을 구현하였으며, 다세대 주택 주변 CCTV 영상을 

OpenCV를 활용하여 능동적이며 저비용의 스마트 주차 관제 방식을 구현하였으며 CCTV의 특성상 외곡되

는 이미지를 OpenCV 이미지 변형을 통해 외곡 이미지를 복원하여 인식률을 높였다.

키워드: 인공지능(AI), 주차(Parking), 주차관제(parking control), 마스크 알씨엔엔(Mask R-CNN), 

이미지 세그멘테이션(Image Segmentaion), 폐쇄회로 카메라(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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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본 논문에서는 다세대 주택에 최적화된 주차관제 솔루션을 제안한

다. 기존 센서를 기반으로한 스마트 주차관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다세대 주택에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설비인 

CCTV와 인공지능(AI) 활용하여 R-CNN RPN을 적용하여 차량 

객체 인식 및 주차 공간 객체 인식을 구현하였으며, 다세대 주택 

주변 CCTV 영상을 OpenCV를 활용하여 능동적이며 저비용의 스마

트 주차 관제 방식을 구현하였으며 CCTV의 특성상 외곡되는 이미지

를 OpenCV image transform을 통해 외곡 이미지를 복원하여 인식률

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최근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및 주차 갈등이 큰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그중 다세대 주택 등 협소한 공간에 

다량의 차량이 모이는 곳에서 각종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인력과 시간 및 자본 등이 낭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는 협소한 공간과 저비용 주차 관리 솔루션이 

부재하다.

1.2 Tensorflow 차량 및 주차 공간 인식

Faster R-CNN에 RPN를 추가한 구조로classification, 

localization branch에 새롭게 mask branch를 추가하며 Fig.1과 

같이 FPN(feature pyamid network)가 추가된 형식으로 신경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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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1][3]

Fig. 1. MASK R-CNN Algorithm Diagram

III. The Proposed Scheme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은

①Vehicle and parking spaces building learning data ②Mask 

R-CNN model vehicle and parking space recognition ③To 

improve recognition apply retina net model

④OpenCV based building a learning model execution 

environment 순으로 진행한다.

Fig. 2. Sequence of Smart Parking Control System with CCTV

①Vehicle and parking spaces building learning data 는 Fig.3과 

같이 차량 및 주차 공간에 대한 이미지 개체의 각 인스턴스에 대해 

경계 상자와 분할 마스크 Layer를 생성한다. 또한 학습시킬 객체를 

이미지에 마킹 작업을 진행하여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Fig. 3. Create Boundary Box and Split Mask Layer

②Mask R-CNN model vehicle and parking space recognition 

는 차량 및 주차 공간 인식을 위해 layer의 feature map에서 점점 

이전의 중간 feature map들을 더하면서 이전 정보까지 유지

upsampling 진행한다. Fig.4를 보면 이전 layer의 feature map을 

1x1 Fully convolution 연산을 통해 filter개수 동일화 후 layer 

층 결합하여 데이터셋을 학습시킨다.[2]

Fig. 4. 1x1 Full convolution operation of feature map of 

previous layer

③To improve recognition apply retina net model 은 학습 모델 

인식률 개선을 위해 기존 detec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으며 

Fig.5의 classifier의 loss로 사용되던 cross entropy loss에서 변형된 

focal loss를 사용한다. 또한 예측값과 실측값을 최소화하여 MASK 

R-CNN의 인식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Fig. 5. RatinaNet Algorithm Configuration Diagram

④OpenCV based building a learning model execution 

environment는 Fig.6와 같은 방식으로 기 학습된 데이터를 실행시키

기 위해 OpenCV 라이브러리 웹캠, 프레임 단위별 분석, 이벤트 

처리 API를 활용하여 기 학습된 모델과 CCTV를 통해 수신 받은 

영상을 분석 후 서버로 Real-Time connection이 이루어진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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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al-Time connection method to server after analyzing 

pre-trained models and received images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스마트 주차 관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활용한 능동형 주차 관제 시스템

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센서를 기반으로 한 주차 관제 시스템의 한계점인 지상주

차장 적용 어려움과 고비용의 플랫폼 비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CCTV를 활용하여 Mask R-CN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객체 인식 및 솔루션을 구현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각종 차량·주차공간 인식 및 주차관련 산업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애로사항은 시장에 보급된 CCTV의 노후화로 인해 

수신 영상의 화질 문제로 인해 인식률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은 Style GAN을 활용하여 저화질 영상을 개선하는 알고리즘 

구현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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