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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복잡한 환경에서 바코드의 인식을 해서는 바코드 역 검출이 요한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2
차원 바코드 역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분산-빈도수와 코  특징을 이용하여 바코드 후보 역

을 선정한다. 빈도수 계산 시 탐색 도우의 연결성분을 단하여 도우 크기를 확장하는 방법을 추가

하여 이  연구의 한계 을 개선한다. 이 에 실험한 상에서 모두 바코드 역을 검출하 고 이  

연구에서 검출하지 못한 셀의 크기가 큰 바코드 역을 검출한 것을 확인하 다.

1. 서론

   2차원 바코드는 1차원 바코드에 비해 훨씬 많은 데이

터를 장할 수 있고 데이터 복원 기능이 있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Data Matrix, PDF417, Aztec 코드, 

CodeBlock, Maxi 코드, QR 코드가 많이 알려져 있다.

   상 기반 바코드 검출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Ouaviani 등은 Maxi 코드, QR 코드, Data Matrix 같은 

일반 인 2차원 코드의 치를 찾기 해 에지검출 등의 

상처리 기법들을 채택했다[1]. Parikh와 Jancke는 임계

화, 회 정보 측, 코  치추정의 단계를 거쳐 2차원 

바코드의 치 찾는다[2]. Xu와 McCloskey는 코  특징

과 움직임 방향 측을 이용하여 모션블러된 2차원 바코

드의 치추정 방법을 제안하 다[3]. Liu 등은 컬러, 기하

학  구조, 그 디언트, L-타입 에지의 4가지 특징을 이용

하여 바코드 역을 결정한다[4]. Lin과 Lin은 다  기호 

 다  바코드의 치 검출을 해 수정된 런 길이 스무

딩 알고리즘(mod-RLSA) 방법을 이용하 다[5].

   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단일 바코드 검출에 해 다

루거나 바코드를 가까운 곳에 촬 하여 복잡한 배경을 많

이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바코드와 

카메라와의 거리가 멀어도 바코드 후보 역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을 맞춘다. 이  연구[6]에

서 실험하여 좋은 성능을 나타낸 분산과 코 특징을 이용

하고, 빈도수 계산 방법을 개선하여 최종 바코드 역을 

추출한다.

2. 2차원 바코드 역 검출

   본 논문에서는 2차원 QR 코드의 역 검출을 한 방

법을 제안한다. 생활환경이나 산업 장에서 사용자가 바코

드를 근거리에서 촬 하는 데 시간과 비용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코드 검출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 바코

드 후보 역 검출 단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6]에서 바

코드와 카메라 거리가 먼 경우 단일  다  바코드 역

의 검출을 해 분산-빈도수와 코  특징을 이용하여 2차

원 바코드 역을 검출하 다. 여기서 바코드 셀의 크기가 

2~5픽셀로 획득된 상에 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는 바코드의 크기가 다양하고 카메라의 각도나 거리에 따

라 촬 된 상에서 바코드 셀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 셀의 크기가 5픽셀 이상인 경우도 검출이 

가능하도록 빈도수 계산 방법을 개선한다.

2.1 코  특징

   2차원 바코드는 흰색 배경에 검은색의 작은 사각형들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코드 역은 코 가 집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리스 코  검출 기법[7]을 사용하

여 코 를 검출하고, 코  맵을 생성한다.

2.2 분산-빈도수 특징

   2차원 바코드는 밝은 역과 어두운 역의 구분이 뚜

렷한 그 이 벨 분포를 가지고 있고 두 역의 변화의 

빈도수가 높다[6]. 이 특징을 이용하여 50x50 크기의 도

우를 이동하면서 분산이 높은 도우를 추출한다. 그런 다

음 분산이 높은 도우만을 상으로 하여 빈도수가 높은 

도우를 추출한다. 추출된 도우들은 각각이 바코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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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연결요소(connected 

component)를 찾아 완성된 바코드 후보 역으로 라벨링한

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이 높은 도우 에 이웃 도우

와 연결되어 있는지 단하여 빈도수 계산 상 도우의 

크기를 확장한다. 확장된 도우에서 픽셀 밝기 변화의 빈

도수를 계산하면 셀의 크기가 크게 촬 된 바코드 역의 

검출이 가능해진다.

3. 실험결과

   제안한 방법은 PC환경에서 OpenCV 라이 러리를 이

용하여 Visual C++로 구 하 다. 그림 1은 이  연구[6]

에서 검출하지 못한 바코드 역에 해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방법으로 검출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1의 (b)와 

같이 란색의 빈도수가 높은 도우를 추출하여 그림 1

의 (c)와 같이 최종 바코드 역을 검출한 것을 알 수 있

다. 이 방법은 기존의 작은 크기의 바코드 역도 검출하

면서 5픽셀  이상의 바코드 역도 검출이 가능하다.

(a) Pak M. and Kim S.[6]

(b) 제안한 방법

(c) 바코드 역 검출 결과

(그림 1) 2차원 바코드 검출 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근  촬 이 어려운 생활환경이나 산업

장에서 2차원 바코드 검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바코드 후보 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코  특

징과 분산-빈도수 특징을 이용하여 바코드 역을 검출하

다. 빈도수를 계산할 때 도우의 연결성분을 단하여 

5픽셀 이상의 셀 크기로 촬 된 바코드 역 검출이 가능

하도록 하여 이  연구를 개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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