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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비전 기반의 1-D 바코드 검출을 위한 스캔 라인 및 범위 결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블록 

HOG(histogram of gradient)를 바탕으로 DBSCAN 군집화 방법을 적용하여 유효한 바코드 대표점 및 방향을 검출하

고 이를 바탕으로 스캔 라인 및 바코드 크로스라인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얻어진 스캔라

인을 바탕으로 바코드의 크로스라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최소 및 최대탐색 기법이 적용되었다. 이것은 바코드의 

크기에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은 바코드의 일부 영역만 검출해도 바코드 인식이 가능하며, 또한 바코

드 영역 검출 후 코드를 읽기 위해 회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바코드 검출이 가능하다. 본 논문

의 제안된 기법에 대한 성능을 평가를 위해 다양한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new method for determining the scan line and range for vision-based 1-D barcode 
recognition. This is a study on how to detect valid barcode representative points and directions by applying the DBSCAN 
clustering method based on block HOG (histogram of gradient) and determine scan lines and barcode crosslines based on 
this. In this paper, the minimum and maximum search techniques were applied to determine the cross-line range of 
barcodes based on the obtained scan lines. This can be applied regardless of the barcode size. This technique enables 
barcode recognition even by detecting only a partial area of the barcode, and does not require rotation to read the code 
after detecting the barcode area.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detect barcodes of various sizes. Various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echnique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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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바코드 기술은 실생활을 위한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코드 인식은 레이저리더 방

식의 스캐닝 장치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레이저리더 방

식은 물류나 스마트팩토리 등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

지 않다. 왜냐하면 바코드를 가진 물체가 임의의 위치에 

있는 경우 리더기를 해당 위치와 방향에 맞게 정확히 위

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전 기반의 바코드 

인식방법은 바코드를 읽기 위해 그 위치를 정확히 맞출 

필요가 없고 단지 영상내의 위치를 영상처리를 통해 찾

아서 코드를 인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류 및 공장자

동화 분야에서 제품 관리 비용을 절약하고 생산성 향상

을 위해서 비전기술 기반의 바코드 인식기술이 더욱 중

요하다.
비전 기반의 바코드 인식은 일반적으로 바코드 영역 

검출과 바코드 시퀀스 인식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1]. 
바코드 검출을 위한 기존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다 . 
M. Katona, L. Nyul[2] 은 바코드를 검출하기 위해 모폴

로지 처리에 기반한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서 웨이브릿 공간에서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으며[3], Zamberletti et al. [4]는 하프변환을 이용한 

검출 및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인공지능 기법을 적

용한 예도 있다[5]. 또한, 불변특성 등을 이용하여 좀 더 

강건한 성능을 갖도록 접근한 방법도 제시되었다[6][7]. 
또한, 사후확률을 바탕으로 바코드를 인식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8].
레이저 기반 및 일부 비전 기반의 접근은 센서가 바코

드를 타겟팅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센서가 사람

이 바코드 영역을 미리 찾고 관심영역을 센서에게 보이

도록 해야함을 의미한다. 스마트팩토리 등 자동화를 위

한 환경에서는 센서가 바코드 영역을 자동으로 찾고 인

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코드 영역 검출은 바코드가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

다는 점을 이용하여 하프변환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

만 이 방법은 여러개의 바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바코드 

검출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바코드는 수평 또

는 수직 등 일정한 방향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바코드 

영역을 검출한 후 회전을 통해 수평방향으로 재위치시

키는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 회전과정

에서 좌표값의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바코드 인식을 

위해서, 프로젝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취득한 영상에서 바코드의 바들이 정확한 직선

을 이루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
2D 영상기반의 바코드 디코딩 기술는 스캔라인 접근

방법과 라돈 변환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션 방법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스캔라인 방법은 처리속도가 빠르

며, 임베디드 환경에 적합하다. 다만, 잡음에 민감하여 

사소한 잡음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프로

젝션 기반의 방법은 바코드 라인의 방향으로 정확하게 

프로젝션 시켜야 하며, 바코드가 카메라 왜곡 등으로 커

버형태 즉, 직선이 아닐 경우 정확한 디코딩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 중 바코드 영역 검출과 바

코드 시퀀스 인식 2단계로 이루어지는 기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바코드 영역 검

출시 바코드에 해당하는 영역을 완전하게 검출해야 하

는 문제점, 그리고 영역 검출 후 정렬을 위해 회전을 해

야 하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바코드의 영역

검출이 아닌 바코드 영역을 대표하는 위치와 방향을 동

시에 검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코드 크로스라인을 범

위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완

전한 바코드 영역 검출이나 회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된 알고

리듬의 특징들을 기술하며, 3장에서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비전 기반의 바코드 인식은 보통 먼저 바코드 영역을 

검출하고, 검출된 바코드 영역을 정해진 방향으로 회전

시킨 후 마지막으로 바코드 번호를 인식하는 단계들을 

거친다.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제안된 여러 가지 바코드 

인식기술들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는데, 첫째, 완전

한 형태의 바코드 영역 검출이 필요하며, 둘째, 바코드 

영역 검출 후 추가로 회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기
존의 연구 중 모폴로지 기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예[2]
가 이에 해당된다. 이 연구에서는 모폴로지 필터링 기술

을 기반으로 바코드 영역을 검출한다. 이 경우 바코드를 

완전히 포함한 사각 영역을 검출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6, No. 7: 996-1003, Jul. 2022

998

에 완전한 형태의 사각형 검출에 실패하기 쉽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운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된 방법은 먼저 바

코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와 방향을 찾아서 스캔 

라인을 정하고, 다음으로 정해진 스캔 라인을 따라서 바

코드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제안된 방법은 바코드

의 일부 영역만 검출해도 바코드 인식이 가능하며, 또한 

바코드 영역 검출 후 코드를 읽기 위해 회전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바코드 인식이 가능하며, 
영상내 복수개의 바코드 검출 및 인식이 가능하다.

바코드의 바들은 동일한 방향을 가진 선들의 집합이

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들의 각도이다. 바코

드를 형성하는 바 성분들이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는 점

은 바코드 검출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그렇

지만 방향 성분을 바탕으로 바코드 영역을 검출하고 인

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

다. 이를 살펴보면, 1) 입력 영상에 대해서 방향 성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2) 바코드를 형성하는 

영역을 대표하는 중심을 어떻게 검출할 것인가 3) 검출

된 바코드 영역 중심을 이용하여 스캔 라인 및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등이 주된 해결 대상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순서에 입각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그림 1은 제안된 기법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1 The Proposed algorithm

2.1. 블록방향 결정

영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기술자(descriptor)로서 

HOG가 많이 활용된다. HOG는 영상의 특징을 방향성

분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효과적인 특징자로서 많은 분

야에 활용된다. HOG는 말 그대로 그래디언트 성분을 

누적시킨 히스토그램 분포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을 정해진 크기의 블록들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블록에 대해서 HOG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블

록을 대표하는 방향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

저 그래디언트를 구할 연산자를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되는 연산자로는 그래디언트의 크기뿐만 아

니라 방향을 비교적 잘 표현하는 Sobel 연산자를 이용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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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각 수평, 수직 방향의 그래디언

트를 나타내며,  는 그것에 대한 크기와 방향을 각각 

나타낸다. 이 때, 블록의 HOG로부터 블록의 방향은 다

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 
- 문턱치보다 큰 를 갖는 화소를 대상으로 1 ~ 180
도 범위 내에서 1도 단위로 HOG를 구성한다.

- 단일 방향 성분의 히스토그램이 월등히 큰 경우 이

를 블럭방향로 정한다(전체 대비 비율이 0.6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 누적 분포를 구해서 이용한다. 일
정 범위내의 히스토그램의 누적합 중에서 가장 높

은 값을 갖는 구간을 구한 다음, 이 구간내에서 원래

의 히스토그램 값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방향을 구해

서 이를 블록방향으로 정한다. (누적합이 전체 대비 

비율이 0.6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블록은 영상전

체를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는데, 이 때 블록의 크기

는 본 논문에서는 16×16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비교를 위해서 8×8, 32×32 크기를 추가 적용하였다.

2.2. 군집별 대표점와 방향 결정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구한 유의미한 블록방향의 분

포로부터 바코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찾는 단

계이다. 바코드 영역은 거의 동일한 방향을 가진 바들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가까운 거리내에 유사한 블록방향

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면 바코드일 가능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물론, 바코드와 유사하지만 실제 바코드 

영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군집화 단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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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clustering)는 머신러닝기법 중에서 대표적인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크게 중심 기반

(center-based) 알고리즘과 밀도 기반(density-based) 알
고리즘으로 나눌 수 있다. 중심 기반 알고리즘은 "동일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는 어떠한 중심을 기준으로 분포

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하는 반면, 밀도 기반 알고리

즘은 "동일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는 서로 근접하게 분포

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중심 기반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k-평균(k-means)이 있으며, 밀
도 기반 알고리즘에는 DBSCAN(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이 있다. k-평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클러스터링 방법 중 분할기법

에 속한다. 분할법은 주어진 데이터를 여러 파티션 (그
룹)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군집화 그룹의 개수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비전 기반

의 바코드 인식에서 영상내에 바코드 후보 영역이 여러 

곳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여러 개의 바코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클러스터링 개수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알고리즘의 에러 수렴이 전역 

최솟값이 아닌 지역 최솟값으로 수렴하는 문제점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DBSCAN 기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

는 대안으로 적합하다. DBSCAN 기법은 적용하기 위해

서 설정해야 될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있다. 먼저, 알고

리듬에 적용되기 전에 입력으로 주는 파라미터가 2가지 

있다. 즉, ϵ와 minPts로서, ϵ는 데이터로부터의 반경을 

나타내며, minPts는 군집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데이터 수를 의미한다. DBSCAN 기법이 갖는 장점 중

의 하나는 밀도를 중심으로 찾으며, 잡음을 제거하는 능

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입력된 각 점들은 아래의 한가지로 분류된다.

- 코어점 (core point) : 만일 자신(p)으로부터 거리 ε 

내에 최소 minPts 개의 점들이 존재할 때 (p점을 포

함해서) 점 p를 코어점이라고 부른다.
- 도달점(reachable point) : 만일 어떤 점 q 가 코어점 

p로부터 거리 ε이내에 있다면 이를 도달점이라고 

부른다. 도달점은 코어점과의 위치관계에 의해 직접

밀도도달점(directly density-reachable), 밀도도달점

(density-reachable), 밀도연결점(density-connected)
로 분류된다.

- 아웃라이어(outliers) : 코어점과 도달점을 제외한 

점으로서 잡음으로 처리된다.
알고리듬은 먼저, 임의의 점을 선택하고, ϵ와 minPts 

값에 의존하여 점 p가 코어점이면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만일 점 p가 경계점(border point) 즉, 점 p로
부터 밀도도달점이 없으면 다음 점으로 이동한다.

Fig. 2 The example of Clustering based on DBSCAN

그림 2는 바코드 영상의 블럭의 방향값들에 대해서 

DBSCAN 알고리듬에 의해 군집화된 결과의 예를 나타

낸다 여기서, 수평축은 수평방향의 좌표의 정규화된 값, 
수직축은 수직방향 좌표의 정규화된 값 (–3 ~ 3)이다. 
클러스터링을 위해 입력되는 데이터로는 블록이 위치한 

행렬 좌표, 그리고 그 위치의 각도로 구성된다. 각도는 0 
~ 180도 사이의 값으로서 정수를 갖도록 하였다. 다만, 0
도 값은 알고리듬에 입력될 때 180도로 치환하여 입력된

다. 위의 예는 입력 전 정규화를 한 후 적용하였다.
클러스터링 알고리듬의 결과로서 얻는 것은 군집화

된 영역의 범위이다. 이러한 군집화 영역은 0에서 N개 

까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0인 경우는 해당 군집

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위 그림 2는 군집이 3개인 

경우이며 (A, B, C로 표시), A가 실제 바코드에 해당한

다. 표시에 포함되지 않는 점들은 아웃라이어로서 잡음

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ϵ와 minPts 값을 적절히 조절하

면 1개만 군집화가 될 수 있다.

A. 군집의 대표점과 방향 결정

군집화를 통해 유효한 군집으로 분류된 군집들은 군

집을 형성하는 블록들의 좌표값과 각 블록들이 가지 있

는 블록방향 정보를 포함한다. 이로부터 군집의 대표점

과 방향을 결정한다. 군집의 대표점은 동일한 레이블을 

가진 해당 군집들의 좌표 평균을 구하여 군집의 대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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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며, 군집의 방향은 그 군집에 참여하는 블럭방

향들의 중간값으로 한다. 

2.3. 바코드 크로스 라인의 결정

A. 바코드 스캔라인 

군집의 대표점과 방향을 이용하면 스캔라인이 결정

된다. 스캔라인은 바코드 인식을 위해 실제로 읽기 위한 

스캔라인을 말한다. 군집의 대표점을  , 방향을 

라고 할 때, 임의의 점  을 형성하는 직선의 방정식

은 다음과 같다.

sin∙   cos∙ (1)

여기서 는 바코드의 방향과 바코드를 가로지르

는 스캔라인의 방향은 직교하므로 90을 추가한 것이다.

Fig. 3 Scanning line and cluster center 

그림 3에서 바코드 위에 구해진 군집이 보이며, 까만 

원으로 표시된 것은 군집의 대표점을 나타내며, 가운데

를 가로지르는 직선이 스캔라인이다. 그림 4는 실제 구

해진 군집의 대표점과 스캔 방향이다. 그림 4의 (a)는 바

코드 영역의 거의 가운데 군집이 위치하지만 (b)의 경우

에는 군집이 바코드 한가운데 위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

이 군집의 대표점은 반드시 바코드 중심 위치를 의미하

지는 않는다. 얻어진 군집의 상태에 따라서는 바코드의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개의 분리된 블

록들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할 수도 있다.

(a) case 1
 

(b) case 2
Fig. 4 Clusters and scanning lines

B. 바코드 크로스라인의 결정

본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얻은 스캔라인을 따라 실

제 바코드를 읽는 단계인 동시에 유효한 바코드 영역인

지 검사도 함께 실시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효하지 않은 

군집은 제거된다. 여기서 결정해야 할 점은 군집 대표점

으로부터 스캔 라인을 따라 어디까지 읽을 것인가를 결

정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직선 중 실제 바코드에 대응

하는 범위로서, 이를 본 논문에서는 ‘바코드 크로스라인 

(barcode cross-line)’이라고 부른다. 바코드 크로스 라인 

부분에서 실제 바코드 값도 읽게 된다. 다만, 본 논문에

서는 바코드 숫자 인식 부분은 제외한다.
한편, 바코드 크로스라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바코드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준형 

상품식별코드(GTIN-13)의 체계에 따르면, EAN-13 코
드의 경우 치수를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설

명하면 아래와 같다.
- [Narrow Bar] 너비의 기본 치수는 0.33mm.
95개 모듈로 구성, 좌우에 콰이어트 존(Quiet Zone)

이 존재함

- 기본의 0.8 ~ 2.0 배까지 확대, 축소 가능 (0.26 ~ 
0.66mm 가능)

- 콰이어트 존은 가장 좁은 요소(1-모듈) 길이의 10배 

또는 1/4인치 이상 (둘 중 큰 값)
- 콰이어트 존은 왼쪽은 모듈 길이의 11배, 오른쪽은 

7배로 설정하면, 67모듈, 95모듈에 해당 

- 따라서, 95 모듈을 갖는 경우 : 전체 190픽셀 길이를 

가짐

일반적으로 바코드의 의미 있는 최소 단위는 가로 2
픽셀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EAN - 13 바코드는 가로

가 총 95단위이므로 바코드는 가로 190픽셀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비전 기반의 바코드 인식에서 바코드의 [Narrow Bar] 

두께는 원래의 바코드 크기뿐만 아니라 입력된 영상의 

해상도에 따라 다양한 두께, 즉 영상에서 화소 길이를 

가진다. 따라서, 바코드 크로스라인 범위를 결정하기 위

해서는 정확한 [Narrow Bar] 길이를 알아내는 것이 필

수적이다. 
바코드 크로스라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 논문

에서는 최소최대탐색(min_max_search) 방법을 도입한

다. 먼저, 바코드 크로스라인상의 영상데이터 이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방법을 먼저 설명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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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는 기본적으로 흑과 백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값

을 필요로 한다. 크로스라인 상의 데이터를 이진화하기 

위한 기준값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바코

드 스캔은 흑과 백이 교대로 진행되는 모듈간의 간격을 

읽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코드 패턴으로부터 바코

드를 인식하는 것은 제외하지만 바코드 스캔에서 흑과 

백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이진화 단계가 필요하다. 한 개

의 스캔 라인에 대해서 여러 개의 이진화 신호를 발생시

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스캔 라인으로부터 블랙

과 스페이스로 구성된 2진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피

크-피크를 이용하거나 너비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대표

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너비를 기반으로 한다. 완전한 

UPC-A/EAN-13 바코드는 59개의 흑과 백 바를 가지며, 
이는 95개의 모듈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진화를 위한 

정확한 임계값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스

캔라인을 구성하는 각 화소들의 레벨을 이진화하기 위

한 기준값으로서 현재 군집에 포함된 블록들의 화소들

의 밝기값의 평균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것은 바코드 영

역은 흰색과 검은색이 비슷한 비율로 구성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영상 전체의 밝기값으

로부터 구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최소최대탐색(min_max_search) 방법을 설

명하고자 한다.
1) 먼저 후보 바코드 군집의 대표점으로부터 스캔라

인을 따라 양방향으로 탐색한다. 탐색과정에서 흰

색바와 흑색바에 대해서 최소길이를 구한다(min). 
또한, 동시에 흰색바에 대해서 최대 길이를 구한다

(max). 규정에 의하여 콰이어트 존은 왼쪽은 

[Narrow Bar] 길이의 11배, 오른쪽은 7배 이상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2) 왼쪽 및 오른쪽 탐색에 대해서 만일 흰색바의 길이

(max)가 최소길이(min)의 10배(왼쪽), 6배(오른

쪽) 이상되면 탐색을 종료한다. 이 경우 규정을 지

키지 않는 바코드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약간의 변

경을 가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림 5는 앞의 과정을 

실제 영상과 함께 도식화한 결과들이다. (a)는 테

스트 영상샘플이며,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min), 왼쪽 최대(max), 오른쪽 최대(max) 등을 볼 

수 있다. (c) 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크로스라인 끝

점을 구한 결과를 나타낸다. 
3) 스캔 라인상의 바코드의 양끝단을 결정하고 이 범

위를 크로스라인 영역으로 정한다.

(a) Test image

(b) The min and max

(c) The cross line
Fig. 5 Barcode cross-line

C. 유효성 검사

바코드의 유효성 검사는 해당 군집이 실제 바코드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단계로서, 바코드 크로스라

인 검출과 동시에 할 수 있다. 유효성 검사에서는 바코

드의 기본 특성을 이용하는데, 두가지를 검사한다. 첫째

는 바코드 종류별로 구성하는 모듈을 개수가 일정하다

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검사한다. 예를 들어 EAN-13 코
드의 경우 59개의 모듈을 갖는다. 따라서, 바코드 크로

스 라인 범위내에서 모듈의 개수를 바코드 유효성 검사

에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바코드 크로스 라인의 최

소 길이가 최소모듈의 1.5 ~ 2배 이상인지 검사한다. 
EAN-13 코드의 경우 순수한 바코드 95모듈은 모듈당 1
화소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최소 길이는 화소단위로 대

략 142.5 ~ 190이다. 유효성 검사를 통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제거된다.

C. 최대크기 군집 선택

동일바코드 내 여러개의 영역들로 분리된 경우가 발

생될 수 있다. 이 경우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별개의 

크로스라인이 형성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계산 방지를 

위해 최대영역을 형성하는 군집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제거된다. 여기서 동일 바코드 여부의 판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크로스라인의 끝점들의 차가 유사한 경우, 
최대군집만 남기고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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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의실험

3.1. 실험환경 설정 

본 논문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왜곡된 영상 등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영상 해상도는 1280×720 
포맷 (흑백)이며, 화소당 8비트를 갖는다. 

3.2. 몇가지 케이스 실험결과

먼저, 유효한 군집 검출 실험이다. 그림 6은 유효하지 

않은 군집의 제거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은 두 개

의 군집이 발생한 경우인데, 유효성 테스터를 거쳐 판별

한다. 그림에 표시된 A는 유효한 바코드 군집이며, B는 

유효하지 않은 군집으로서 제거된다.

Fig. 6 Deletion of a non effective cluster

다음으로, 동일바코드 내 다른 영역으로 분리된 경우

이다. 이 경우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크로스라인이 생

성되는 경우이다 (그림 7에서 A, B로 표기). 블럭크기를 

16×16로 설정된 경우는 1개의 군집으로 되지만, 8×8으
로 설정한 경우 이와 같은 분리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블록 크기가 작을수록 동일 바코드내의 블록간 거

리가 크게 발생될 확률이 높으며, 이 경우 서로다른 군

집으로 분류되기 쉽다. 이 경우 크로스라인의 끝점 또는 

중점이 주어진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군집의 대표각도가 

20도 이하) 가장 큰 군집만 남기고 나머지 군집은 제거

된다. 그림에서 A는 제거된다. 이로부터 1개의 크로스

라인이 생성된다.

(a) original image
 

(b) two clusters
Fig. 7 Images for experiments

다음으로, 왜곡된 형태의 다양한 바코드 영상에 대한 

실험이다. 그림 8은 다양한 영상에 대해서 크로스바의 

길이별로 나열한 것이다. 여기서 길이는 바코드의 시작

과 끝사이의 거리를 화소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서 첫 번

째 ‘167’은 바코드의 크로스라인의 길이가 167화소로 

구성됨을 나타낸다. 그림에 크로스라인이 2개인 경우도 

표시했는데, 이후 단계로 가장 큰 군집의 크로스라인 1
개가 선택된다. 그림 8에서 처리결과를 나타내는 영상

의 크기는 그림박스에 맞게 축소되었는데, 축소비율은 

영상마다 다르다.

길이 바코드 길이 바코드

167 276

180 298

186 298

203 368

259 408

Fig. 8 Experiment results for barcode images

마지막 실험으로서, 길이가 서로 다른 몇 가지의 주어

진 바코드에 대해서 8×8, 16×16 및 32×32 크기의 블록

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얻어 그림 9에 제시하였다. 이 

실험에서 블록의 크기가 작을수록 동일 바코드내에 군

집이 여러 개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반면에 블록의 크

기가 클수록 바코드에 대응하는 블록전체 영역의 크기

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처리시간에 있어서의 복잡도는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Raspberry Pi 4에 사용되는 

Cortex-A72 @ 1.5 GHz 정도의 사양에서 바코드를 포함

한 영상에 대해서 1초 내외 정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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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길이 8×8 16×16 32×32

182

218

261

298

401

Fig. 9 Experiments for different block-sizes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전 기반의 1-D 바코드 검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바코드 군집

의 대표점 및 방향을 검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캔 라인 

및 바코드 크로스라인을 결정함으로써 바코드의 일부 

영역만 검출해도 바코드 인식이 가능하며, 또한 바코드 

영역 검출 후 코드를 읽기 위해 회전을 필요로 하지 않

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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