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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희망분야

1. 딥러닝을 이용하는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자동 문자 인식) 분야 산학협력 공

동연구 및 기술이전 (주차 통제 시스템, 자동차 번호판, 카드 정보, 보험 정보 인식 프로그

램, 이미지 내 텍스트 인식 등)

2. 저사양 하드웨어에서 OCR 수행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딥러닝 이용한 OCR(자동 문자 인식) 기술 및 딥러닝에 필요한 GPU 하드웨어를 저사양  

   하드웨어에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연구 및 상용화

2.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 

Ÿ 영상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차량 번호를 인식하나, 번호판이 바뀌거나 그 유형이 바뀌면 

알고리즘을 재작업 해야하는 기존의 문제점 개선

Ÿ 학습 자료만 넣어주면 알고리즘 재작업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차량 번호판 인식이 가능

한 딥러닝을 이용한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 개발

Ÿ 딥러닝할 경우, 고성능 GPU가 요구되나, 저사양 하드웨어에서 구동할 수 있게 하는 기

술 개발 



3. 해외 보험의 대행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4. 명함, 카드 이미지 내에서 텍스트 정보 인식할 수 있는 기술 

Ÿ 어플리케이션 적용

5.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도 360도 동영상 생성 기술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하나, 연산량

을 감소하고 전송 데이터를 반감하

여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360도 파노

라마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동영상 

생성 시스템 개발

• 번호판 위치, 크기 및 조명 상태에 

상관없이 도로 주행 영상에서 자동

차 번호판의 검출율과 검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검

출 방법 연구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6-0171616 2016-12-15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도 360도 동영상 

생성 시스템

2 10-2017-0015476 2017-02-03 자동차 번호판 검출 방법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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