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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기존의 야외 주차관리 시스템은 초음파 센서 모듈, 주차 유도 센서, 주차 감지 전용 센서 등의 소형 센서와 장치들을 다수 사용

하기 때문에 고비용의 발생과 주차장 관리의 불편함이 초래된다. 이러한 기존 시스템이 요구하는 장치들을 최소화 하고자 

CCTV 기반의 소프트웨어 영상처리 기술로 차량의 위치와 주차공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야외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제시

한다. 제시하는 시스템은 MOBILE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편리한 주차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CCTV를 기반으로 관리자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주차장 내의 사고 및 긴급 상황을 인지해 사고를 대응할 수 있다.

키워드: CCTV,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야외 주차관리 시스템(outdoor parking management system) 

I. Introduction

차량의 증가로 인해 주차장 시설과 이를 위한 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및 서비스들 중 

야외 주차장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초음파 센서, 주차 유도 센서, 

주차 감지 센서 등 다수의 소형 센서들을 이용해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센서를 이용한 주차장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 

주차장 관리 뿐 만 아니라 주차장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나 주차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더 정확하

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야외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위한 소형 센서와 

장치들의 개수를 감소시켜 비용을 줄이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주차장 내의 사고 및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사용자에게 자세한 주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CCTV를 이용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시한다.

II. Background

1. 야외 주차관리 시스템

기존의 야외 주차관리 시스템은 주차면 바닥에 센서를 부착하여 

주차 확인 유/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주차가능 구역 

등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주차구역 마다 센서를 부착해

야 하기 때문에 고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차량 위치 추적, 주차장 

내의 사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의 불편함이 

초래된다.

2. 웹/모바일기반 주차관리 서비스

기존의 웹/모바일 기반 주차관리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주차장 기본 

정보, 할인 혜택 등의 편리한 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의 웹/모바일 기반 주차관리 서비스는 야외 주차관리 시스템과 

쉽게 연동되지 않고, 보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 져야한다. 뿐만 아니라 CCTV 영상과 

모바일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아 주차장내의 사고 및 긴급 상황을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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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overall architecture of parking management system 

III. Design

1. Overview

제시하는 CCTV 기반 야외 주차관리 시스템은 영상을 처리하는 

Image processing Module, 주차장관리를 위한 Parking 

management Module로 구성된다. Fig. 1은 CCTV 기반 야외 주차관

리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2. Image processing Module

영상처리 모듈은 CCTV 영상을 이용한 차량 번호판 인식, 인식된 

차량의 위치인식, 주차가능구역인식의 기능으로 구성된다. 차량 번호

판 인식 기능은 전처리 단계에서 CCTV를 통해 들어온 영상 data를 

그레이스케일(Grayscale)하여 영상의 픽셀 값을 단순화하고, 영상의 

불필요한 Noise를 제거(Noise Removing)한다.

번호판 식별 단계에서 2진화(Binarization)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고, 레이블링(Labeling)을 사용하여 

인접 데이터를 그룹화한 후 식별된 문자를 템플릿 매칭(Template 

Matching)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인식한다. Fig. 2.는 차량 번호판 

인식 기능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Fig. 2. The Flow Diagram of License plate recognition

차량위치 인식 기능은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주차 중 또는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추적/관리하는 기능이다. 주차가능구역 인식은 

주차 구역에 차량이 들어왔음을 인식 하여 주차 공간의 유/무를 확인 

가능하다.

3. Parking management Module

Parking management Module은 Database에서 가공된 주차관련 

data를 이용하여 차량 요금 정산, 차량의 주차장 진입 시간 등의 

확인을 통해 주차 요금 정산 정보와 주차 시간  정보, 차량 위치, 

주차장 내의 사고 정보 등을 주차장 감시 모니터에 제공한다.

IV. Conclusion

  본 논문에서 제시한 CCTV 기반의 효과적인 야외 주차관리 

시스템은 CCTV를 사용하여 소형 센서와 장치들을 최소화 하고, 

Image processing Module을 통해 차량 위치 인식, 차량 번호판 

인식, 주차가능 구역 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Parking management 

Module에서 가공된 주차관련 data를 이용하여 주차장 기본 정보를 

주차장 감시 모니터에 표시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및 주차장 운영 시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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