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내주신 동영상파일을 아래 순서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1.캡쳐
2.스틸이미지 추출
3.보간(해상도 증대)
4.차종 판단
5.번호분석
6.기타...

1.
보내주신 파일이 1차 편집이 된 듯 보입니다.  각 프레임과 피사체의 움직임이 일치되지 않
는 부분이 있네요...(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원본이 아니라면 최초 기록본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 번 복사
할 때마다 해상도가 약 15%씩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2. 
화면상 차량 식별이 가장 용이한 5장면을 스틸이미지로 추출하였습니다.

3.
해상도를 5~10배 정도 확대하여 분석을 좀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4.
차량은 전체 모양이나 전후방부의 디자인으로 봐서  현대자동차 소나타NF 모델 약 2006~7
년 모델로 보입니다.

(현대마크가 붙어 있는 라지에이터 부분, 백미러, 뒷범퍼 디자인 참조)

5.
번호판의 판독은 너무 낮은 해상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 참조하실 정도의 내용만 정리해 드립니다...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질 만큼 명확한 결과가 아님을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신형 번호판(흰바탕 검정글씨, 가로1
줄 쓰기 형태)으로 추정하여...

번호표 구성에서 머리숫자와 한글은 
판독이 불가능하며,
뒷 4자리 숫자 중

첫 번째 숫자는:

곡선형의 모양을 하고 있어며 그 폰
트의 형태와 휘어진 모양을  5자로 추
정됩니다.

두 번째 숫자는:

아래로 곧은 직선의 형태를 갖고 있
어 1자 또는 4, 7자로  추정되며 직선
의 기울기나 얼룩의 모양으로 보아 1
자로 판독됨.

세 번째 숫자는:

세도우 또는 하일라이트의 구성으로 
보아 아래쪽에 검은 형태가 두드러지
는 것으로 보아 5,6,8의 숫자로 추정
할 수 있으나 형태요소가 너무 불분
명하여 판독이 불가능 함

 
네 번째 숫자는:

세 번째 숫자와 마찬가지로 위 쪽의 
짙은 형태소를 갖고 있어 9,8,5로 추
정할 수 있으나 낮은 해상도 때문에 
역시 판독이 불가능 함



뒷 유리창에 표기된 광고 메시지내용 중 전화번호로 추측되는 좌측 얼룩모양이 지역내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마음 콜 424-1111]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 또한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CCTV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 정확한 판독은 불가능함.
차종은 차량 전반부의 범퍼, 라지에이터, 헤드라이트, 사이드미러, 그리고 뒷 범퍼 및 백라
이트의 디자인으로 보아 현대자동차 소나타 NF(2007정도)모델로 추정됨. 

번호판 판독은 거의 불가능하나 뒷 부분 4개의 숫자중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의 형태
소가 각각 5, 1과 유사해 보임.

뒷 유리창에 부착된 광고메시지 중 전화번호로 추정되는 좌측의 숫자들이 @@@-@111과 
같이 반복된 뒷 부분의 숫자들로 보이며 지역내 콜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마음콜
(424-1111)의 뒷유리창 광고스티커 디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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