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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방범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1)개요

방범 차량번 인식 시 템

LPR(Licence Plate Recognition) 란?

)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이라 하여,주행중인 이동 차량의 번호판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인식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범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도난 수배 세금체납차량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본 시스템은 범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도난,수배,세금체납차량,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전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하여 영상 및 데이터를 저장하고, 통제 센터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여 관련 시스템 과 연동 하여 편리한 시스템구현을 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전제로 한 통합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향후 어떠한
변화에도 적응하여 차량 정보를 정확히 인식 처리하고, 효율적인 차량 단속으로 시간과 관리
비용 절감 등 경제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첨단보안 시스템으로서, 교통 환경 개선,범죄예방
및 세수확대에 일익을 담당 할 것입니다.



2) 특 징

인식률 98%, 인식 속도 0.02초의 인식 모듈 장착으로 인식에서 처리까지 신속, 정확

) 특 징

고성능 PTZ (Pan, Tilt, Zoom) 카메라를 이용한 첨단 시스템

NVR과 연계시 범죄 차량추적 ,Map(GPS) 기능활용

시간,일,주,월,년 통계시간,일,주,월,년 통계

자유로운 카메라 셋업기능(일몰,주간,야간,흐린날,맑은날)

행정관청에 IT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행정 전산화에 효율성을 극대화

N T i 방식 사용(R b 방식 O ti )Non Triger 방식 사용(Roop,beam 방식 Option)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및 차량에 관련된 범죄차량을 미리색출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 할 수 있다.



하 웨어 장비3)하드웨어 장비
A) 고화질 카메라 사용- Prograsive Camera (Option)
B) Auto Iris Zoom Lens사용B) Auto Iris Zoom Lens사용
C) 실외형 PTZ –Preeset 기능
D) Housing 방수,pan/heater 부착D) Housing 방수,pan/heater 부착
E) Receiver 사용
F) Power Control 사용
G) 번호인식 서버 PC(녹화및 영상전송)
H) 상황실 CMS PC
I) UPS 장착(Option)I) UPS 장착(Option)



1)소프트웨어 소개) 웨어 개



CMS 소프트웨어



적재함 촬영 (3 Frame 영상촬영)

다양한 검색 조건 지원 – 설치 장소, 날짜, 차량 번호 일부
차량의 절도 유무 판단 – 절도 대상물 적재 유무 판단



범죄차량등록



실시간 감시 및 알람 통보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저장 & 실시간 모니터링
범죄 차량 DB와 연동 수배 차량 츨현 시 팝업창과 알람 제공
최대 64개 사이트 연결 관리



실시간 감시 및 알람 통보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저장 & 실시간 모니터링
범죄 차량 DB와 연동 수배 차량 츨현 시 팝업창과 알람 제공
최대 64개 사이트 연결 관리



시스템 적용 핵심 기술시 템 적용 핵심 기술
적재함 촬영 (3 Frame 영상촬영)

다양한 검색 조건 지원 – 설치 장소, 날짜, 차량 번호 일부
차량의 절도 유무 판단 – 절도 대상물 적재 유무 판단



2.생활방범 NVR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NVR(DVR) 시스템 (일반CCTV 카메라 번호 인식)NVR(DVR) 시스템 (일반CCTV 카메라 번호 인식)

적용범위:아파트 차량관리,건설현장차량관리,폐기물처리시설 차량관리,
행사장 보안관리,주유소 도주 차량관리,기업체 차량관리 등



시스템 적용 핵심 기술

실시간 감시 및 동영상 녹화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저장 & 실시간 모니터링
도로방범 및 범죄차량 DB와 연동, 특정차량 출현 시 팝업창 과 알람 제공
최대 32채널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전 채널 동영상 녹화전 채널 동영상 녹화



1.차량번호 인식기능

차량 번호판 검색 및 동영상 검색기능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이벤트만 검색하여 해당 차량의 동영상 검색 제공



1)검색기능) 색기

다양한 검색 기능 지역/날짜/시간별 검색



2)특정차량 등록기능

범죄,도난,도주,특정 차량 등록/수정/검색 및 삭제 기능



3)통계기능

시간,일,주,월 단위 통계기능



4)통계출력 기능

각종 보고서 기능



5)이미지 출력기능

지역/날짜/시간/차량번호 및 이미지 출력 기능



시스템 적용 핵심 기술
DVR(NVR) 기능 - 레코더

시 템 적용 핵심 기술

다양한 저장방식 지원
(움직임감지, 연속저장, 센서저장, 오디오저장)
멀티 압축 코덱 사용(MPEG4, M-JPEG)
각 채널 별로 녹화 화질 프레임 수 조정 기능각 채널 별로 녹화 화질, 프레임 수 조정 기능
Watermark 적용
Client와 음성 채팅기능 지원
최대 16채널 Digital Input, 16채널 Digital Output 지원
PAN TILT ZOOM 카메라 컨트롤 기능 지원PAN, TILT, ZOOM 카메라 컨트롤 기능 지원
유동IP 환경에서의 Client 접속 관리(무상 DDNS 서버 운영)
Internet Explorer로 접속할 수 있는 Web Cam Server 기능 지원
외부모니터로 스위칭 화면을 보여주는 Video Out Port 지원
상황 발생시 E Mail 통보 기능상황 발생시 E-Mail 통보 기능
Client User 등록, 삭제, 사용 권한을 설정 할 수 있는 관리 기능
E-Map
경계선 통과 물체 카운팅 기능
차량 번호판 인식(옵션)차량 번호판 인식(옵션)
POS 시스템과 연동
PC DVR + StandAlone DVR + IP Camera + Network Video Server 동시 연결 가능



시스템 적용 핵심 기술
DVR(NVR) 기능 - 레코더

시 템 적용 핵심 기술

E-MAP Motion Detection

경계선 통과 물체 카운팅 POS 시스템과 연동



시스템 적용 핵심 기술시 템 적용 핵심 기술
DVR(NVR) 기능 - 검색

최대 32채널 멀티 재생 지원

최대 32채널 화면 분할 기능 지원

다양한 재생 기능

움직임 감지 검색

사용하기 편리한 날짜 시간 선택 기능

Thumb-nail 검색 기능 – 1분, 10분 단위 이미지 검색

다양한 이벤트로 원하는 영상 찾기

(센서 차량 번호 인식 설정 클라이언트 접속 등)(센서, 차량 번호 인식, 설정, 클라이언트 접속 등)

밝기와 역광 조절, 디지털 줌 기능

JPEG 이미지 파일로 정지영상 저장

린터 정지영상 출력프린터로 정지영상 출력

AVI & DAT 포맷으로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동시 백업

백업 받은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는 백업 뷰 기능 제공(DAT 백업)



시스템 적용 핵심 기술시 템 적용 핵심 기술
DVR(NVR) 기능 - 검색

Thumb nail  검색 디지털 줌

이벤트 검색 프린트



시스템 적용 핵심 기술시 템 적용 핵심 기술
DVR(NVR) 기능 - 클라이언트

TCP/IP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비디오, 오디오 전송

사이트 매니저를 이용한 편리한 DVR 주소록 관리

동시에 최대 1024개의 사이트를 접속해서 관리하고, 

최대 16,384개의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마우스 원 클릭으로 다른 사이트로 화면 전환

DVR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원격으로 검색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전송)

DVR 설정 값을 원격으로 변경DVR 설정 값을 원격으로 변경

비디오 전송 속도 및 화질 조절

Pan, Tilt, Zoom 조정

과 양방향 음성 채팅DVR과 양방향 음성 채팅

다양한 화면 분할 (최대 64개의 채널을 동시에 디스플레이)

PC DVR + StandAlone DVR + IP Camera + Network Video Server 동시 연결 가능



시스템 적용 핵심 기술시 템 적용 핵심 기술
DVR(NVR) 기능 - 클라이언트

- Real Time Monitoring - Search

Internet Explorer (레코더에 프로그램 연결)

PDA Phone (레코더 프로그램에 연결)PDA Phone (레코더 프로그램에 연결)

Microsoft Pocket PC 2003 OS가 내장된 PDA와 무선 네트워크.

CDMA 데이터 통신 기능을 이용한 접속

IEEE 802.11b and 802.11g Wireless 기능이 내장된 허브와

무선 네트워크 기능 지원

DVR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검색

JPEG 이미지 파일로 정지영상 저장



3.시스템 통합 관리

데이터의 통합 관리 - 도로방범+생활방범 DB 연계

각각의 시스템에서 수집된 통행 차량 정보를 통합 검색 및 관리

통합 관리로 업무 효율 극대화

도로방범 번호인식 시스템과 NVR(DVR) 번호인식시스템 데이터 통합 관리도로방범 번호인식 시스템과 NVR(DVR) 번호인식시스템 데이터 통합 관리

생활방범 NVR(DVR) 시스템 도로방범 번호인식 시스템

통합관리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