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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Lab specializes in AI & Vision Fusion Technology

Network & IPTV
Automated Test/Measurement products for
Network, IPTV Quality Verification

Portable Analyzer

Smart Factory
Measurement products specialized in
Foreign Object Inspection and Vision based 
Information Extraction

V-POS



80% of our Employees are R&D Engineers

Chang-guen Lee

CEO / MSc in Mech. Eng.

Sungmin Kim

COO / MSc in Mech. Eng.

Youngsu Park

CTO / Ph.D in Control Eng.

Seyong Lee

Engineer in Chief

Youngju Yoon

Leader of Service Dev.

Jiwoong Lee

Leader of Product Planning

Eunbee Jeon

Leader of Business Support



2. 솔루션 소개 - (1) 주요 서비스

• Beyond ALPR은 자동차 사진 및 영상만으로 고객의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AI 기반 차량 인식 솔루션임

번호판 인식 차종 인식 드론 고속도로 관제 외관 손상 인식 차량 하부 손상 인식

(1) 번호판 종류 인식
- 번호판 표시 방식 변경에
대응 가능

(2) 번호판 문자 인식
-차량번호숫자/문자인식

(1) 메이커 인식
- 차량 제조사 분류

(2) 모델 인식
- 제조사별 모델 분류

(3) 연식 인식
- 모델별 출시 년도 분류

(4) 색상 인식
-13가지주요차량색상분류

(1) 실시간 차종 인식

(2) 실시간 차선 인식

(3) 번호판 인식 및 신고
자동화
-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신고 자동화

(1) 차량 외관 형태 인식
- 파손 부위 인식

(2) 외관 손상 위치 및 손상 종
류 인식
- 스크래치, 찌그러짐, 
파손 인식 분류

(1) 차량 하부 촬영
- 리프트 없이 카메라를
통해 간단히 촬영 가능

(2) 차량 하부 손상 및 위치 인
식
- 스크래치, 녹슴, 
누수 부위 인식



2. 솔루션 소개 - (2) 알고리즘 구조

• 다양한 환경과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세분화 하고, 필요에 따라 조합하여 전체 알고리즘을 구성

- 단계별 모든 알고리즘은 최신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어 환경 변화에 robust하게 대응
- 고객의 사용목적에 맞춰 정확도 및 처리속도를 자유롭게 적용 가능 (실시간 처리용, 모바일 기반 인식용 등)
-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실내외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촬영되는 사진 및 영상에 대해서도 차량 인식이 가능함

< 자동차 사진 / 영상 입력>

FAKE
사진 체크

Object
detection 외관손상체크

Classification

OCR

< 자동차 인식 결과>

(1) FAKE 사진체크 (4) 외관손상체크

(2) 차량외곽 / 번호판위치탐지 (3) 번호판/차종/색상인식

현대그랜저 2017 / black



3. 서비스 활용 방안 (For PT Mandira Jaya Abadi)

• 현재 보유한 기술 만으로도 어느정도 오토바이와 헬멧 착용여부를 구분 할 수 있음
• 차선인식 / 번호판 인식의 기술을 융합하면 교통위반, 헬멧 착용여부,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알 수 있음

오토바이 및 헬멧 착용 여부 인식 1차선 교통 위반 차량 Detecting

데모영상/indonesia_motorbike_helmet2.mp4
데모영상/고속도로관제(위반후보차량).mp4


4. 주요 납품 사례

고객사 서비스명 주요 특징

경찰청
(2021년 5월~) 번호판 인식 서비스

(1) 경찰차 전면 카메라를 통해 운전중 영상 촬영

(2) 임베디드 PC 기반 실시간 번호판 인식

GS 칼텍스
(2020년 5월~)

번호판 / 차종 인식 및

통계 서비스

(1) 주유소의 CCTV 영상만으로 번호판 / 차종 인식

(2) 주유소 사용 차량 인식 통계 결과 자동 리포팅



4. 납품 사례

고객사 서비스명 주요 특징

㈜AJ셀카
(2020년 10월~)

번호판 / 차종 인식

서비스

(1)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장에 차랑 인식 솔루션 납품

(2) 중고차 입고 시 번호판 / 차종 / 연식 자동 인식

마이발렛
(2020년 5월~) 번호판 인식 서비스

(1) 클라우드 기반 번호판 인식 API 서비스

(2)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을 통한 번호판 인식



Innovation with NEXTLab

본사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12층
제조센터 :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B102

sales@nextlab.co.kr

www.nextlab.co.kr



A. 별첨 - (1) 공인 시험 인증

• 차량 번호판과 차량 모델 인식 정확도에 대하여 국가 공인 인증(KOLAS) 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음
- (번호판 인식 정확성 : 97.1% / 모델 인식 정확성 : 97.5 %)

시험대상및시료

• 이미지파일과번호판, 모델정보를동시에얻
을수있는중고차사이트에서 1000건(국산차
600, 수입차 400)의데이터를선정

• 시험일기준 4일이내에등록된매물을대상으
로하고유효하지않은사진은제외함

시험방법

• 테스트자동스크립트를실행해서 1000건의시험
데이터를실행하여미리준비한 Ground Truth 정
보와비교하여엑셀결과표와검증용이미지를생
성

• 엑셀결과표에나온결과수치로바로정확도계산

시험결과

< 국가공인 KOLAS 시험성적서 ( >



A. 별첨 – (2) 주요 서비스별 소개 – 번호판 인식

①차량사진이나영상에서번호판위치를인식

1단계: 번호판위치인식 2단계: 번호판보정 3단계: 번호판인식

②잘라낸번호판이미지를인식에용이한
표준화형태의이미지로보정함

이미지보정

③최신 AI 기반 OCR 알고리즘을이용
하여번호판문자를인식함

• AI 방식의 번호판 위치 인식과 문자 인식을 통해 국내 차량과 오토바이의 모든 번호판을 종류에 상관없이 인식 가능함



A. 별첨 – (2) 주요 서비스별 소개 – 차종 인식

1단계: 차량외곽인식 2단계: 촬영방향인식 3단계: 차종/연식인식

차량 외곽 인식

차량영역 Crop
전면촬영 차량인식결과

연식: 2016-2019 

메이커: 현대 브랜드: 그랜저

모델: 그랜저IG

색상: white

•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이미지에 대한 학습 모델을 별도로 관리하여 촬영 방향, 각도에 따른 인식률을 높임

FrontBack

Left

Right

Front-left

Front-rightBack-right

Back-left

②아래 8개촬영방향중 1개를인식하여
차종인식을위해최적의학습모델선택

③인식된결과는아래 HeatMap
을통해검증할수있음

①차량외곽영역을인식해서
불필요한배경영역을잘라냄



A. 별첨 – (2) 주요 서비스별 소개 – 차종 인식

• 본 서비스는 차종 분류를 세분화 하여 모델(연식)가지 확대한 점에서 시장가치가 있음
• 넥스트랩은 본 서비스에 사용된 자체 개발된 딥러닝 알고리즘과 학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A. 별첨 – (2) 주요 서비스별 소개 – 드론 고속도로 관제 시스템

< AI 기반드론고속도로관제자동화처리프로세스 >

1. 드론영상스트리밍캡처 2. 위반후보차량자동촬영 3. 위반차량자동신고

•드론에서촬영되는고속도로관제
영상을실시간으로무선통신으로
받아서실시간캡처처리함

•AI기반의차선인식과차종인식
을통해차선위반차량이발견시
드론이고화질사진을촬영할수
있도록촬영신호전송

•드론에서자동촬영된고화질사진
에대해번호판을인식하여화물차
량인번호판 8/9로시작하는차량에
대해자동으로신고서류생성



A. 별첨 – (2) 주요 서비스별 소개 – 드론 고속도로 관제 시스템 전체 구성도

① 고속도로
차량감시

고속도로 관제용 전용드론

AI 고속도로 관제용
차량형 기지

②실시간 무선 스
트리밍 영상

④ 드론제어

1.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상시 전송
2. 고화질 사진: 제어 본부에서 신호 발생시 촬영

번호판인식 모듈 차종인식 모듈 차선인식 모듈

③ AI 차량 인식 모듈

신고 자동화
처리 서버

⑤ 고화질사진 전송 (비동기)

⑥ 차선 위반 차
량 자동 신고



A. 별첨 – (2) 주요 서비스별 소개 – 외관 손상 인식

• 차량의 다양한 외관 손상 (스크래치 /  찌그러짐 / 파손) 부위에 대하여 인식 가능
• 인식된 결과는 Heatmap을 통해 결과 확인



A. 별첨 – (2) 주요 서비스별 소개 – 차량 하부 손상 인식

1) 특허출원: 차량 하부 촬영 및 영상 처리 시스템과그 방법 (10-2020-0103309)

• 정비업소의 리프트와 같은 장비가 없어도 손쉽게 차량 하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차량하부 촬영 솔루션
• 특허 출원 및 POC 완료 이후 현재 시제품 개발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