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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바코드 검사기의 성능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입력 상으로부터 바코드 역을 추출하는 세그먼

테이션 과정이며, 기존의 세그먼테이션 기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 이 존재한다. 첫째, 허  직선 변환 방법은 길이 

임계값에 매우 민감하여 임계값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모폴로지 변환은 상을 수축, 팽창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연시간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바코드 검증에서 지연 상을 해결하고 주변 향을 게 

받는 해리스 코  검출 기법 융합형 바코드 역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해 실제 라인과 유사한 실험 환경을 구성하고, 다양한 크기의 바코드 상과 다양한 치에서의 바코드 

역 추출실험을 하 다. 결과 으로 제안 기법은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주변 환경이나 임계값 설정의 어려움과 

상 처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 고 모든 테스트 상에 해 바코드 역을 100% 추출하는 성능을 보 다. 

• Key Words : 바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상 처리, 해리스 코 , 세그먼테이션, 기술 융합

Abstract   A segmentation process extracts an interesting area of barcode in an image and gives a 

crucial impart on the performance of barcode verifier. Previous segmentation methods occurs some issues 

as follows. First, it is very hard to determine a threshold of length in Hough Line transform because it 

is sensitive. Second, Morphology transform delays the process when you conduct dilation and erosion 

operations during the image extraction. Therefore, we proposes a novel Converged Harris Corner 

detection-based segmentation method to detect an interesting area of barcode in Data Matrix.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roposed method, we conduct experiments by a dataset of barcode in 

accordance with size and location in an image. In result, our method solves the problems of delay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threshold setting, and extracts the barcode area 100% from test images. 

• Key Words : Barcode, Data Matrix, Image Processing, Harris Corner, Segmentation, Technology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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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바코드는 크게 막 모양의 1차원 바코드와 매트릭스 

모양의 2차원 바코드로 나  수 있다. 많은 2차원 바코드 

 Data Matrix, QR Code, PDF417, Maxi Code가 표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2차원 바코드는 구조상 1차

원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장할 수 있고 이러한 장

 때문에 2차원 바코드 사용이 확 되고 있다. 그 에

서 QR Code와 Data Matrix는 제품정보를 담는 바코드로

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바코드들은 생산 리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바코드를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검증 단계에서 사용

되는 시간은 매출과 이어지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처리

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바코드를 검증하

기 한 일반 인 바코드 인식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카메라로부터 칼라 상을 입력 받는다. 둘째, 

입력 받은 칼라 상을 그 이 상으로 변환한다. 셋째, 

그 이 상을 검정색과 흰색으로만 구분되는 이진화된 

상으로 바꾼다. 넷째, 이 게 이진화된 상으로부터 

세그먼테이션과 워핑 과정을 거쳐 바코드 역을 검출한

다. 다섯째, 식별된 바코드 역으로부터 디코딩을 통해 

바코드로 인코딩되기 이  정보를 읽는다. 이러한 바코

드 인식과정에서 세그먼테이션 방법은 바코드 검증기의 

속도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 그리고 기존의 세그먼

테이션 방법에는 니/소벨 경계선 추출(Canny/Sobel 

Edge Detector), 모폴로지 변환(Morphology 

Transformation[1]), 허 변환(Hough Transform[2, 3, 

4]), 선분검출기(Line Segment Detector) 등 여러 상처

리 기술이 사용 다. 기존 연구[5]에서는 바코드 역 검

출을 해 먼  입력 상을 니 경계선 추출 기법을 

용해 경계선을 찾는다. 경계선이 찾아진 이미지들의 연

결 계를 확실히 구별하기 해 모폴로지 변환기법의 팽

창(Dilation)과 수축(Erosion)과정을 거친다. 이 후 이미

지 체를 수평으로 읽어 연결요소(Connected 

component) 임계값을 만족하는 역을 바코드로 간주하

여 그 역만을 검출한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기존의 

이미지 추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있다. 첫째, 바

코드 추출을 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면서 처리속도가 

지연된다. 둘째, 기존의 근방식은 검색 패턴(Finder 

Pattern) 검출을 해 허  직선 변환(Hough Line 

Transform)이 사용된다. 그리고 정확한 역 검출을 

해 바코드 역을 확인할 수 있게 모폴로지 변환

(Morphology Transformation[5]) 기법을 이용한 후처리 

방식이 용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지가 기울었을 

경우 이를 바로 잡기 하여 투 (Projection) [7, 6]기법

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 이미지 처리 과정을 거

치면서 발생하는 지연 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Data 

Matrix 역 분할 알고리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코드 인식과정 에서 세그먼테이션 과정에 

을 두고, 보다 간단하고 보다 효율 인 바코드 역의 

세그먼테이션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바코드 

역추출을 해 해리스 코  검출(Harris Corner 

Detection)[8]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세그먼테이션 근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바코드를 추출하기 해서는 

다양한 이미지 처리 기법이 사용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메라부터 칼라 상을 입력 받는다. 둘째, 

입력 받은 칼라 상을 그 이 상으로 변환한다. 셋째, 

그 이 상을 이진 이미지로 변환한다. 넷째, 이진화된 

상으로부터 세그먼테이션과 워핑 과정을 거쳐 바코드 

역을 검출한다. 마지막으로 식별된 바코드 역을 디

코딩해 정보를 읽는다. 이번에는 바코드 검출을 해 주

로 사용되는 기법들인 니 경계선 검출, 허  직선 변환, 

모폴로지 변환, 마지막으로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

고리즘에 사용될 해리스 코  순으로 검토한다. 

[Fig. 1] An input image in Data Matrix

2.1 캐니 모서리 검출

캐니 경계선 검출은 소벨 경계선 검출과 함께 가장 많

이 사용이 되는 경계선 검출기법  하나이다. 캐니 경계

선 검출은 입력 받은 이미지에 사 에 정한 높은 임계값

과 낮은 임계값 두 개의 임계값을 이용해 경계선 검출한

다. 픽셀 값이 낮은 임계값 보다 작을 경우 모서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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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무시한다. 픽셀 값이 높은 임계

값 보다 값이 클 경우 경계선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낮은 

임계값과 높은 임계값 사이에 치하는 픽셀 값의 경우 

주변에 경계선 픽셀이 존재하는 경우만 경계선으로 인식

한다. 일반 으로 낮은 임계값과 높은 임계값의 비율은 

2:1 는 3:1을 권장하며, [Fig. 2]는 [Fig. 1]에 캐니 경계

선 검출 기법을 사용한 결과 이미지다.  

[Fig. 2] Result of Canny Edge detection 

2.2 허프 선 변환

허  직선 변환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기법들 

 하나다. 그 에서 허  직선 변환은 소벨 는 캐니 

경계선 검출기법이 용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허  직

선 변환은 역시 캐니 경계선 기법처럼 임계값을 이용한

다. 허  직선 변환에서는 길이 임계값과 각도 임계값이 

이용되는데, 길이 임계값은 미리 정해진 임계값을 만족

하는 직선 형태를 띠는 특징이 발견 될 경우 이것을 직선

으로 인식하기 한 값이다. 그리고 각도 임계값은 몇 도 

단 로 직선여부를 검사할지 정하는 해상도 값으로 각도 

임계값이 1일 경우 ∘단 로 직선여부를 확인하고 임

계값이 4일 경우 ∘단 로 직선여부를 검사한다. [Fig. 

3]은 캐니 경계선 기법이 용된 [Fig. 2]이미지로부터 허

 직선 변환을 용해 나온 결과 이미지이다. 정 길이 

임계값을 입력하게 될 경우 [Fig. 3] 과 같이 정확하게 진

선을 검출하게 된다. 

[Fig. 3] Result of Hough Transform 

하지만 임계값은 이미지의 크기나 밝기와 같은 촬  

환경과 같은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해 정 임계값을 찾

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길이 임계값이 무 작을 

경우 으로 보기에 직선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Fig. 4]는 정 길이 임계값

을 정하지 못해 원하고자 하는 직선만을 추출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 다.

[Fig. 4] Bad Result of Hough Transform 

2.3 모폴로지 변환

모폴로지 변환 기법에는 팽창(Dilation)연산과 침식

(Erosion)연산이 있다. 팽창연산은 커 의 고정  주변 

값들  최 값을 선택해 수행된다. 팽창은 이진 이미지

에서 흰색 내부 역이 차 넓어지는 처리 방식으로 이

미지에서 검정색 역은 차 고 흰색 역은 늘어난

다. [Fig. 5]는 팽창 연산을 수행한 결과 이미지이다. 원본 

이미지 [Fig. 1]과 비교해 흰색 역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5] Result of a dilation operation in Morphology 

이와 반 로 침식연산은 커 의 고정  주변 값들  

최소값을 선택해 수행한다. 침식은 이진 이미지의 흰색 

역이 차 좁아지는 처리 방식으로 이미지에서 검정색 

역은 차 증가하고 흰색 역은 어든다. [Fig. 6]이 

침식연산을 수행한 결과 이미지로 원본 이미지 [Fig. 1]

과 비교해 흰색 역은 어들고 검정색 역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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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 of an erosion operation in Morphology 

바코드를 좀 더 정확하게 찾기 해 이와 같은 바코드 

역에 침식 는 팽창 기법이 용 가능한 모폴로지 기

법이 사용된다. 하지만 여기서 설명한 모폴로지 기법을 

용해본 결과 이미지 처리 시간에 많은 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 다. 연결요소[6]를 부각시키기 해 팽창과 

침식 기법을 사용을 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 이다. 

한 팽창과 침식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경계선과 겹칠 경

우 연결요소의 상범 가 심하게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기법들을 용할 경우 이미지 처리 속도에 큰 향

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연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좀 더 간단하게 추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검출기법 연구

가 필요하다.

2.4 해리스 코너 검출

해리스 모서리 검출기법은 미분값을 이용하여 모서리 

응답 함수를 정의하며 코  응답 함수는 해당 픽셀의 

치 값이 얼마나 모서리 같은지를 나타낸다. 미분 값으로 

구성되는 2x2행렬의 고유백터가 서로 수직방향으로 큰 

값을 갖는지를 측정하고 이 고유백터를 이용해 경계선 

방향에 수직인 백터를 얻어 두 백터가 얼마나 수직에 가

까운 값을 갖는지를 구하여 모서리여부를 별하게 된다. 

[Fig. 1]로부터 이를 만족하는 모서리를 바코드 이미지 

에 표 하면 [Fig. 7]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Fig. 7] Result of Harris Corner detection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분 검출된 곳은 으

로 보기에 직각의 특징을 갖는 부분이다.

3. 영역 검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모폴

로지, 허  등과 같은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바코

드 역을 최 한 단순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기존의 허  변환을 이용할 경우 

정 길이 임계값을 설정해 줘야 하는 문제 을 해결하

는 안으로 해리스 모서리 검출 방법이 용된 이미지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먼  기존의 바코드 역 추출을 

한 상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3.1 입력이미지

카메라로부터 회색의 바코드 상을 받는다.

3.2 그레이 영상

이미지는 촬 을 하는 카메라에 따라 컬러 상 는 

그 이 상이 들어온다. 빠른 이미지처리를 해서 

부분 그 이 상을 촬 하는 카메라들이 사용 하지만 

컬러이미지가 입력 이미지로 오는 경우를 고려해 이 작

업을 수행한다. 먼  입력 상이 픽셀당 R, G, 그리고 B 

3개의 값을 갖는 컬러 상으로 들어올 경우 픽셀당 0부

터 254  하나의 값을 갖는 그 이 상으로 바꿔 다. 

컬러 상의 경우 한 픽셀당 R, G, 그리고 B 총 3개의 값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 시간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후 상 처리에 있어서 속도 향상  이

진화 기법을 용하기 하여 컬러 상이 입력이미지로 

들어왔을 경우 그 이 상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다.

3.3 이진화

이진화는 그 이 상의 픽셀이 [Fig. 8]과 같이 0과 

254사이의 숫자  하나를 값을 갖을 때, ‘0’(검정) 는 

‘1’(흰색)의 숫자로 표 이 되는 이진 상(Binary Image)

으로 치한다.

[Fig. 8] Histogram of gray image

0과 254 사이 값을 갖는 그 이 상을 ‘0’과 ‘1’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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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lgorithm

numCorner = save corner points using HarrisCorner

min_x = first corner point x

min_y = first corner point y

MAX_X = last corner point x

min_yy = last corner point y

for i == numCorner

 if (min_xx bigger than cornerX[i] and MAX_Y 

       smaller than cornerY[i])

       min_xx = cornerX[i];

       MAX_Y = cornerY[i];

 endif

 if (MAX_XX smaller than cornerX[i] and 

       MAX_YY smaller than cornerY[i]){

MAX_XX = cornerX[i];

MAX_YY = cornerY[i];

 endif

endfor

되는 이진 상으로 나타내기 해서는 임의의 임계값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임계값보다 작은 값을 갖는 픽

셀들에 해서는 검정색을 나타내는 픽셀 값으로 ‘0’을 

할당하고, 반 로 임계값보다 큰 값을 갖는 픽셀에 해

서는 흰색을 나타내는 ‘1’을 픽셀 값으로 할당한다. 를 

들어 픽셀이 ‘0’부터 ‘254’  하나의 값을 갖는 그 이 

상에서 임계값을 ‘125’로 주었을 경우 그 이 상의 픽

셀 값이 ‘125’보다 작거나 같으면 검정색을 나타내는 ‘0’

을 픽셀 값으로 할당한다. 반 로 임계값 ‘125’이상 픽셀 

값에 해서는 흰색을 나타내는 ‘1’을 할당한다. 

[Fig. 9] A binarized image

이진화를 통해서 검정 는 흰색으로 구분 되는 상

은 다음에 있을 허  직선 변환을 이용한 모서리 검출 작

업을 통해 좀 더 수월하게 한다.

3.4 세그먼테이션

세그먼테이션 단계에서는 바코드 역만을 찾기 해 

먼  이진 상으로부터 해리스 모서리 검출방법을 이용

하며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해리스 모서리 검출은 모서리

를 찾는 기법으로서 입력 받은 상으로부터 모든 꼭지

을 찾는다. 해리스 모서리 검출기법을 이용한 결과는 

[Fig. 10]과 같다.

[Fig. 10] Result of Harris Corner detection

다음은 이 게 찾아낸 이미지에 있는 모든 모서리 

들을 cornerX, cornerY라는 배열에 각각 장하고 배열에 

장된 값으로부터 모서리의 좌표(x, y)을 찾는 알고리즘

을 이용해 바코드의 4개의 모서리를 찾는다. 4개의 (x, y)

좌표를 구하기 해 [Fig. 11]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Fig. 11] Result of Harris Corner detection

[Fig. 11]의 과정을 바탕으로 [Fig. 12]는 후보 모서리 

4개를 선정하는 알고리즘이다. [Fig. 12]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4개의 모서리 을 찾는다.

[Fig. 12] Algorithm of Corner detection

상을 읽을 때는 좌측 상단에서 시작하여 ‘Z’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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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Algorithm
function  Finder Pattern
   double a = the slope between two points
   if (a is closer x-axis)
      length_x = the square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points 
                 on the x-coordinate
      length_y = the square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points
                 on the y-coordinate
      length = the distance between two              
         points
      for start point x <= end point x
        if point out of boundary
           continue;
        if pixel value bigger than threshold
           module++;
      endfor
   endif
end function

그리며 우측하단까지 한 행씩 읽어가면서 처리를 하게 

된다. 해리스 코 를 이용한 모서리 검출도 이와 같은 순

서로 모서리를 검출하기 때문에 입력 이미지에서 첫 번

째로 모서리가 검출되면 x, y 좌표를 [Fig. 12]의 변수 

min_x, min_y에 각각 장 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검

출이 되는 x, y좌표도 마찬가지로 변수 MAX_X, min_yy

에 장 한다. 이 게 바코드 이미지에서 첫 번째로 검출

되는 모서리(min_x, min_y)와 마지막으로 검출되는 모서

리(MAX_X, min_yy)가 정해지면 [Fig. 12]의 남은 마지

막 2개의 바코드 모서리(min_xx, MAX_Y)와 

(MAX_XX, MAX_YY)를 결정해야 하는데 나머지 두 개

의 모서리  하나는 x좌표값이 가장 작으면서 y좌표값

이 가장 큰 경우,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모서리는 x좌표

값이 가장 크면서 y의 좌표 값이 가장 큰 경우를 x 와 y

의 좌표값들이 장된 cornerX 와 cornerY배열에서 

[Fig. 12]의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찾아 장한다. 이 게 

각 조건에 맞는 서로 다른 네 의 (x, y)좌표값이 정해지

면 다음에 수행 될 검색패턴 검출에 이 들이 사용된다. 

다음 과정을 설명하기 하여 앞에서 검출된 네 개의 좌

표를 앞으로 A, B, C, D라고 한다.

3.5 검색패턴 검출

이 게 찾은 네 개의 좌표  A, B, C, D 은 Data 

Matrix의 검색패턴을 찾으며, 검색패턴은 바코드의 기울

어짐이나 방향성을 찾는데 사용된다.[10, 11, 12] 네 의 

좌표값 A, B, C, D를 이용한 검색 패턴을 찾는 순서는 

[Fig. 13]과 같다.

[Fig. 13] The order of Finder Pattern detection

[Fig. 13]의 순서를 바탕으로 앞에서 정해진 네 개의 

좌표 A, B, C, D와 Data Matrix의 검색패턴을 이용한 기

울기와 방향을 찾는 알고리즘을 [Fig. 14]로 나타냈다.

[Fig. 14] Algorithm of Finder Pattern detection 

  

[Fig. 14]의 검색 패턴을 찾는 방법은 해리스 모서리 

검출기법을 이용해서 찾은 4개의  A, B, C 그리고 D를 

을 이용하게 된다. 먼  네   하나인 A라는 을 선

택했을 경우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세 들  B, C, 

는 D라는 으로 이동하면서 픽셀 값’0’이 연속 으로 나

오는지를 검사하고 임의로 정한 임계값 이상 나올 경우 

이를 검색 패턴으로 인식한다. 픽셀 값 ‘0’은 이미지 상에

서 검정색을 의미하며 이는 검색 패턴이 연속 인 픽셀 

값 ‘0’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이용한 것이다. [Fig. 14]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검색패턴을 검출한 결과를 [Fig. 15]

로 나타냈으며 [Fig. 15]의 경우 4개의  A, B, C, 그리고 

D의 경우 A가 먼  선택이 을 경우 B 는 D로 이동하

면서 검색 패턴인지를 검사하게 되고 만약 B가 먼  선

택이 을 경우 A 는 C로 이동하면서 검색 패턴인지를 

검사한다.

[Fig. 15] Results of Finder Pattern using Corner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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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검출된 검색 패턴은 좀 더 정확한 바코드 역

을 찾는데 이용된다. 모서리 을 이용해서 검출된 검색 

패턴의 기울기 값을 이용해 바코드 상의 기울기 정도

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찾은 검색 패턴의 기울기를 이용

해 상을 회 시켜 기울어지지 않은 바코드로 만들고 

이 게 만들어진 이미지로부터 4개의 을 이용하여 최

종 으로 바코드 역만을 추출하게 된다. 

3.6 디코딩

입력 상으로부터 바코드 역을 추출한 이미지는 

이제 디코딩 과정을 거치게 된다. Data Matrix는 바코드

역이 데이터 코드워드(Data Codeword) 부분과 에러 

콜랙션 코드워드(Error Correction Codeword)부분으로 

나 어져 있고, 이 두 역은 바코드 크기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먼  타이  패턴(Timing Pattern)을 이용해서 

바코드의 크기를 별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 코드워드 

역과 에러 콜랙션 코드워드 역을 구분하여 디코딩을 

수행한다. [13, 14, 15] 한 Data Matrix를 생성할 때 다

양한 인코딩 방식인 ASCII, TEXT, EDIfact, X12, 

Base256 등이 있는데 각 인코딩 방식에 맞는 디코딩을 

수행한다.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디코딩을 수행

하면 인코딩되기 이  원본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읽을 

수 있다.

4. 실험결과 및 비교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검증  비교

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 다. 

CPU Intel® Core™ i5-4200M CPU 
2.5GHz

MEMORY 8.00GB

OS Windows 8.1 K 64bit

S/W Visual Studio 2013

Language C++, MFC

Camera Basler Ace ACA-640-100GM

Image 640 * 480 (24bit) BMP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s

실험 환경은 [Table 1]과 같다. 먼  COGNEX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Basler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코드를 촬

했다.  우선 크기가 서로 다른 4개의 Data Matrix 바코드

를 실험에 이용했으며, 각각의 이미지는 동일한 량과 

동일한 거리에서 바코드의 기울기를 약4°씩 변경해 가며 

사진 촬 했다. 각각의 이미지의 크기는 640*480를 사용

했으며 24bit BMP 일이다. 총 4가지의 크기가 서로 다

른 Data Matrix 바코드를 이용 약 800개의 이미지를 생

성해 테스트 했다.

[Fig. 16] Test images

먼  [Fig. 17]에서는 [Fig. 16]의 크기가 서로 다른 4

가지 바코드 에서 가장 작은 첫 번째 상[Fig. 16(a)]

를 수행한 결과이다. 

 

 [Fig. 17] Result of segmentation in    [Fig. 16(a)]

그리고 [Fig. 16]의 이미지 (a), (b), (c), (d)에 따른 추

출성공률을 표로 나타내었다. (a), (b), (c), (d) 이미지는 

모두 같은 환경에서 촬  되었고 바코드를 약4°씩 바꿔

가며 각 바코드 크기 별로 약 90여개의 이미지를 테스트

해서 얻은 결과를 표로 나타내었다. [Fig. 22]는 [Fig.  

16(a)]바코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Fig. 16]의 (a), (b), 

(c), (d) 총 4가지 바코드 이미지 에서 가장 작은 [Fig. 

16(a)] 이미지를 실험해 얻은 결과이다. 약4°씩 각도를 변

경해가며 테스트해서 얻은 결과로 4°부터 356°까지 어느 

각도에서든지 바코드 이미지를 추출 할 수 있음을 보여

다. 다음은 [Fig. 16]에서크기가 서로 다른 4개의 바코

드 에서 두 번째로 작은 바코드 이미지[Fig. 16(b)]를 

사용해서 얻은 실험결과이다. 앞서 살펴본 [Fig. 16]에서 

4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들  가장 작은 첫 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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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a)]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완벽한 세그먼테이션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18] Result of segmentation in   [Fig. 16(b)] 

[Fig. 22]는 약 200여개의 이미지들을 시험해본 결과

를 나타내고 실험에 사용된 약 200여개의 이미지로부터 

모두 바코드만을 추출했다. [Fig. 16 (b)] 바코드 이미지

는 [Fig. 18]에서 보여 지듯 치뿐만이 아니라 [Fig. 19]

과 같이 치도 바꿔가며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이다.

[Fig. 19] Barcode images in different location

[Fig. 19]과 같이 바코드 이미지의 치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Fig. 22]에서 보듯 것과 같

이 100% 바코드 역을 추출해냈다.

다음으로 [Fig. 16]에서 크기가 서로 다른 4개의 Data 

Matrix 이미지들  세 번째로 작은 바코드 [Fig. 16(c)]

를 수행한 결과이다. 앞서 살펴본 바코드와 마찬가지로 

[Fig. 22]에서 볼 수 있듯 100%에 가까운 인식률을 보여

주고 있다.

 

[Fig. 20] Result of segmentation in   [Fig. 16(c)]

[Fig. 22]는 [Fig. 20]에서 사용된 이미지를 회 해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 각도 별 세그먼테이션 인식률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Fig. 22]에서 볼 수 있듯 어는 각도

에서나 바코드를 추출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Fig. 22]의 

결과는 [Fig. 19]처럼 바코드의 치 한 바꿔가며 테스

트를 해 얻은 결과이다.

 

[Fig. 21] Result of segmentation in   [Fig. 16(d)]

마지막으로 크기가 서로 다른 4개의 이미지들  가장 

큰 이미지[Fig. 16 (d)]를 실험한 결과이다. 모든 이미지

를 문제없이 세그먼테이션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22] Results of experiments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바코드 검증기에 용하기 한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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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그 에서도 Data Matrix를 추출하는 알고리즘

을 제안하 다. 기존의 바코드 추출 알고리즘의 여러 기

법들을 사용하는 복잡한 방법에서 벗어나 간단하면서도 

효율 인 방법이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허  기

법이나 모폴로지 기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 특징 

추출 기법들  하나인 해리스 코  검출 기법을 이용, 

바코드이미지의 모서리 값들을 이용하여 입력 이미지로

부터 바코드를 추출하는 기법을 제시하 다. 앞서 살펴

본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 각도뿐만 아니라 바코드의 

치가 변해도 높은 검출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연구사항으로는 입력되는 바코드의 

이미지의 크기가 작을 경우 바코드가 크게 입력되는 이미

지에 비해서 상 으로 정교하면서 깔끔하게 검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을 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입력되는 

바코드 이미지가 작게 입력되더라도 보다 놓은 검출 성공

률을 보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

가 해리스 코  기법을 이용한 알고리즘이 용된 바코드 

검출하는 시스템을 바코드 검증기 인라인 시스템에 용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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