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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해마다 대포차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율이 점점 더 증가하는 시점에서 검거율은 현저히 낮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대포차 검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GPS와 사진으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대포차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가 정차 및 주차되어 있는 차의 번호판을 사진 촬영 기능

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사진을 분석을 통해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고, GPS를 활용하여 촬영한 장소의 위치 값을 추출하고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다. 촬영한 차량이 대포차로 식별되면 관리 서버에 등록되고 대응 절차에 의해 대포차 검거 절차를 진행한다. 대

포차의 실시간 검거를 위해 대포차 대응서버에서는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알림 기능을 통해 검거 절차가 진행

된다. 또한 실시간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주 신고가 접수되는 출몰지역 정보를 관리자가 유추할 수 있도록 통계 

정보를 제공하여 추후 잠복에 의한 검거 정보를 제공한다. 

키워드: 불법차량(Illegal Vehicle),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검거(Arrest)

I. Introduction

본 프로젝트의 활용 대상은 모든 시민들이다. 대포차는 차량의 

실 사용자와 등록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우며 사고 가해자가 도주 시 검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프로젝트는 사진의 텍스트화, GPS, 메모 기술, 앱/웹 연동을 제공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불법 차량을 신고하여 대포차뿐만이 아닌 차량과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App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해마다 대포차로 인한 뺑소니, 세금체납, 교통사고 등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그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대포차는 소재 파악이 힘들다는 

점에서 검거가 쉽지 않다. 그로인해 자연스럽게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고 프로젝트

를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신고문화를 활성화 시켜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계속해서 대포차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뉴스 및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의 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프로젝트는 크게 제보자 측의 애플리케이션과 관리자 측의 

웹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앱과 웹의 연동에 의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Fig.1. Main View

먼저 제보자 측의 애플리케이션 메인화면은 그림1과 같이 구성하였

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좌측 상단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제보할 

수 있는 메뉴, 우측 상단의 제보한 차량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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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좌측 하단의 유용한 제보로 인한 차량 적발에 대하여 포상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자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메뉴와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의 개인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메뉴로 나누어져 있다.

Fig. 2. Take A Picture Fig. 3. Report View

그림2는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으로 그림1의 메인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사진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하면 나오게 되는 사진 

촬영 화면으로 제보자가 대포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사진으로 

찍게 되면 그림 3과 같은 화면으로 전환된다. 

그림 3의 하단을 보면 3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좌측 

버튼은 찍은 사진이 초점이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다시 촬영할 수 있게 하였고, 중앙의 버튼은 GPS기능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사진의 위치 값을 받아와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맨 우측 버튼은 최종적으로 웹페이지에 관련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였다.

Fig. 4. Administrator View

다음으로 관리자 측의 웹페이지는 그림 4와 같이 구성하였다. 

제보자들이 앱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제보를 하게 되면 관리자 

측의 웹페이지에는 무수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축적 된다. 이때 

사진 속의 차량 번호판으로부터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텍스트 형식으

로 추출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만

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관리자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사진 및 

텍스트 별로 날짜, 위치, 제보 횟수 등에 따라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관리 할 수 있으며 차량 조회 및 위치추적을 쉽게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정보 또한 파악이 가능하므로 실시간으로 불법 차량 검거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프로젝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제보자가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제보가 가능하게  구현하여 제보기능을 간편하게 

하였고, 관리자는 웹페이지와 연동하여 제보된 사진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으로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대포차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대포차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차량들에도 접목시켜 경찰들이 

불법차량들에 대한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얻고 검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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