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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ler ace 카메라를 탑재한 혁신적인 실시간 고속 ANPR
시스템
고객
 Optasia Systems Pte Ltd
 소재지: 싱가포르
 업종: 도로 교통 (ITS)
 수행 연도: 2016년

애플리케이션
차량 번호판이 포함된 부분만으로 이미지를 작게 자를 수 있으면 처
리 속도가 빨라지고 실시간 복수 차선 ANPR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태양의 일몰에 따라 24 시간 내내 시스템은 일광을 보정해야 합니
다. 이로 인해 햇빛이 번호판에 직접 비춰질 경우 과노출이 되고 그림
자에 가려진 상태에서 햇빛이 카메라에 들어오면 어둡게 촬영됩니
다. 또한, 역반사를 일으키는 번호판은 낮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조명을 사용하는 야간에는 과다 노출됩니다. Basler ace 카메라를
사용하면 프레임 단위의 노출 제어가 가능해 주간, 야간, 후방 조명
및 전방 조명 상황에서 역반사 및 비 역반사 번호판 모두에 대해 적절
히 반응하도록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고속 주행 차량의 자동 번호판 인식(ANPR) (또는 LPR- license
plate recognition)은 항상 까다로운 작업이었으며 IP 카메라 기반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은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이는 IP 카메라
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낮은 성능의 센서가 원인이며, 감도가
매우 낮고 노출 시간이 길어 이미지가 번지게 됩니다. 게다가, 비디
오 압축으로 이미지 정보가 감소하고 가공물이 생성되어 아주 자세
한 차량 번호판의 캡처 속도를 크게 저하시킵니다. 안전 문제를 증가
시키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싱가포르는 보다 나은
솔루션을 모색 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역반사를 일으키는 차량 번
호판과 역반사를 일으키지 않는 번호판 모두에 대해 교통 모니터링
을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단속하기 위한 효율적인 ANPR 시
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카메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Optasia
Systems는 역반사 및 비 역반사 차량 번호판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노출 브라케팅(exposure bracketing)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프레임
에 따른 노출 변화에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합니
다. 아울러, 카메라가 높은 광량의 외장 스트로브 조명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루션 및 장점
Optasia Systems는 싱가포르의 혁신적인 기술 회사이며 ANPR 시
스템의 개발과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통 모니터
링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회사는 Optasia IMPS(TM) Video
Analytics LPR이라는 실시간 고속 자동 차량 번호판 판독기를 개발
해왔습니다. Basler의 대리점인 Soda Vision은 시스템 개발 프로세
스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했으며 여기에는 초기 단계에
서의 컨셉 증명을 위한 샘플 제공도 포함되었습니다.

노출 브라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시퀀서 기능을 갖춘 Basler ace 카메
라가 이 시스템용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노출 브라케팅과 같은 기능들
은 프레임별로 노출 시간과 게인을 실시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아울
러, 해당 카메라에 사용된 센서인 IMX249는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보
다 쉽게 동작할 수 있는 매우 높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Sony Pregius 시리즈이며 뛰어난 이미지 품질을 갖고 있습
니다. 이것은 이 애플리케이션에 꼭 맞는 조합이었습니다.

시스템 작동을 위해서는 차량 번호판의 정확한 포착, 차량 번호판 탐
지, 차량 번호판이 포함된 부분의 이미지 자르기, 그리고 자른 차량 번
호판 이미지를 ANPR용 처리 유닛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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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이끌고 이 시스템을 개발한 Richard Goh CEO는 이렇게 말합
니다. “Basler의 GigE 카메라와 pylon SDK는 우리 요구 사항을 쉽
고도 간편하게 만족시켜줍니다.
카메라의 입출력 포트는 높은 광량에 낮은 전력 소모를 위해 외장형
조명과 직접 동기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카메라
성능, 그리고 Basler 지원팀이 통합 단계에서 제공한 탁월한 기술 지
원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용 기술
 Basler acA1920-40gm (GigE IMX249 카메라)
 소프트웨어: Optasia IMPS™ Video Analytics LPR
 조명: 일광 및 스트로브 NIR 850nm 일루미네이터
 기타: Intel i7 4C/8T 프로세서

이 효율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 인식 및 교통법규 위반
탐지 시스템은 2015년부터 싱가포르 정부 당국에 의해 성공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Richard@optasia.com.sg

참조 사이트: https://youtu.be/W4i25HyawTg
Basler acA1920-40gm (GigE IMX249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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