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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state 바코드의 정보는 우편번호, 배달순서코드, 고객 정보 등을 수록되며, 판

독율 향상을 위한 오류정정 코드워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4-state 바코드는 우편

물 자동구분처리의 효율화 및 우편물류의 정보표현, 전달,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되도록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편물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4-state 고객 바코드 인

쇄규격 검증 및 판독시스템 개발에 관한 것으로 4 개의 높이로 구성된 바들의 특

성과 바의 두께 및 공간 값이 균일한 간격으로 바가 인쇄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Laser Diode 배열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우편물을 자동으로 이송시키고, 일정한 

영역에 배열한 Laser Diode 에 의하여 바의 두께, 공간, 높이 값을 정확하게 판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 서론  

현재, 우편물 자동구분 처리시스템은 일반 

우편물을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에 

의하여 인식(85% 이상)하고 우편번호를 

기계바코드(3 out of 5)로 인쇄하며 이 결과를 

LSM(Letter Sorting Machine)의 바코드 

판독기(판독율 95% 이상)에 의하여 우편물 상에 

인쇄된 기계바코드를 판독하여 구분하고 있다.  

우편물 자동구분 처리촉진을 위하여 우편고객 

에게 기계바코드와 동일한 규격으로 우편봉투에 

흑백바코드로 인쇄토록 하고, 이 고객 바코드 

우편물을 OCR을 통하지 않고, LSM에 직접 

투입하여 시간 당 35,000통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1,2,3]. 그리고, 우편물 자동구분의 범위를 

확장하여 집배원이 배달하는 순서로 

자동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편번호만 적용된 3 out of 5 바코드는 70mm에 

우편번호와 parity check digit를 수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3 out of 5 바코드로는 2 

line이상으로 인쇄하여야 배달순서코드의 수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코드에 정보수록의 밀도가 높고, 고속인쇄 및 

고속판독이 용이한 4-state 바코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우편물 

자동구분 처리를 위한 4-state 고객바코드 

인쇄제도의 도입과 우편업무처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각종 양식에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다[1,4,6,14].  

본 논문에서는 고객 바코드 인쇄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우편물 접수과정에 사용될 4-state 

바코드 인쇄 규격검증 및 판독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제 2장에서는 4 State 바코드의 

개요를 살펴보고, 4-state 바코드의 인쇄규격 검증 

및 판독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리하였고, 제 

3장에서는 LD(Laser Diode) 배열에 의한 

바코드패턴 정보의 획득 방법에 의한 4-state 

바코드 인쇄규격 검증시스템을 개발한 내용이며, 

제 4장에서는 연구결과와 추후 연구사항에 

대하여 다루었다.  

 

2. 관련 연구   

2.1 4-state 바코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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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용 4-state 바코드는 영국 Royal Mail에서 

처음 개발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도 이 4-state 바코드를 자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4,5,6]. (그림 1)은 

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을 자동으로 구분하기 

위한 절차와 주요기능을 보인 것이다.  

1) 접수된 우편물을 자동구분처리 시스템에 

투입  및 운송용 벨트에 의한 우편물이송  

2) 이동중인 우편물의 우편번호를 OCR에 

의하여 80% 이상을 인식하여 처리 

3) 판독된 우편번호 및 parity check digit를 

생성하여 해당 우편물에 형광바코드 인쇄  

4) 이동 중인 우편물의 바코드(흑백 및 

형광색)를 판독(98 ~ 99% 이상 처리)하여 

해당 구분 칸(bin)으로 전달[8,9,10]  

(그림 1) 우편물 자동구분 처리의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 보인 것과 같이 

고객 바코드 인쇄제도를 위하여 요구되는 

인쇄규격 검증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국내 우편물의 고속처리를 위하여 개발 

중인 4-state 바코드 시스템은 영국의 Royal 

Mail과 캐나다의 CPC(Canada Post 

Corporation)의 정보체계를 보완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숫자, 영문, 한글문자 등 

다양한 문자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시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4-state 

바코드는 4가지 높이로 구성된 바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현하고, 각 바의 위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며, 1 ~ 5개 바 단위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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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r(1.02~1.52)Tracker(1.02~1.52)

DescenderDescender(2.08~3.68)(2.0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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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편용 4-state 바코드 인쇄규격 

 

(그림 2)와 같이 표현되는 4-state 바들은   

Tracker(T) 바, Ascender(A) 바, Descender(D) 

바, Full Height(H) 바로 구성된다. 4가지 

형태의 바들의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의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록할 수 있게 된다[7,10,11, 

12,14]. 4-state 바코드문자 값은 바의 형태에 

따라 부여된 F=0, A=1, D=2, T=3의 값과  바의 

위치 값을 4의 계수 값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수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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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 우편물류의 자동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공간에 보다 많은 정보를 수록될 수 

있도록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다. 우정 정보의 

유형을 분석하여 숫자(4-state 2 bar), 

영문자(4-state 3bar), 조합형 한글(4-state 3 

bar x (2 ~ 3자소)), 완성형 한글(4-state 6 

bar)을 포함한 모든 문자정보가 표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14]. 
 

2.2 4-state 바코드 인쇄규격 검증을 위한 

요구사항  

4-state 바코드는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바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의 상태 값, 바의 위치 

값, 정보프레임 구조 등에 의하여 수록된 정   

보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4-state 고객 

바코드 우편물의 접수과정에서 인쇄규격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일반 유통용 선형바코드가 일정한 비율이상으로 

축소되면, 판독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바코드를 판독하기 위하여 scan되는 spot의 

크기가 6/1,000inch(0.076mm)에서 3/1,000inch 

(0.152mm)단위로 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용 휴대용 바코드 판독시스템들은 

바의 전체길이를 바탕으로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획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laser 

beam에 의한 판독방법은 beam을 형성하는 

spot의 주사 및 획득되는 spot의 분포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spot은 광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beam을 일정한 각도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에 

바코드가 인쇄된 전체길이를 기준으로 spot의 

분포가 중간이 많고, spot이 이동하는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 방향으로 갈수록 spot의 주사되어 

획득되는 값이 적어지므로 많은 판독오차가 

발생된다.  

4-state 바코드 인쇄규격 검증 및 판독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특징과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4-state 바의 두께 값 및 공간 값이 거의 

동일하며, 4-state 바코드의 인쇄밀도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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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에 20 ~ 24개 바를 표현되는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2) Tracker 바를 기준으로 상.하 바 값이 

활성(active)된 상태 값들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다. T(tracker), A(ascender, tracker), 

D(tracker, descender), F(ascender, tracker, 

descender)로 구성된다.  

3) Tracker 바를 기준으로 상위 및 하위 바의 

높이로 구성되므로 3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4) 우편물을 이송시키고, 바코드 판독모듈을 

고정시켜 획득되는 바코드패턴 값에 의한 

인쇄규격 검증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2 단계 이상의 높이로 구성되는 바코드를 

판독하기 위하여 LD 배열방법에 의한 

판독방법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정보프레임 구조를 정의한 유형 값에 

의하여 해당 정보체계로 해석되어 연결된 

정보시스템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4-state 바코드 인쇄규격과 정보수록 체계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바의 두께 및 공간 값이 측정이 

용이하도록 우편물을 이송시키고, 바의 두께 및 

공간 값을 샘플링하여 정확한 값을 판독하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6].  

 

3. 바코드 인쇄규격 검증시스템 설계  

이 장에서는 4-state 바코드가 인쇄된 

우편물을 이송시키는 과정에서 바의 두께, 공간, 

높이 값들을 획득하여 바코드의 인쇄규격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설계한 것이다.  

 

3.1 4-state 바코드 인쇄규격 검증 방법설정  

4-state 바코드의 경우에는 3단계의 높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바의 두께, 높이, 공간 

값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값을 보다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고객 바코드가 

인쇄된 우편물을 일정한 속도로 이송시킬 수 

있도록 기구물을 적용하고, 우편물 상에 인쇄된 

고객 바코드의 인쇄규격을 검증하기 위하여 

LD를 배열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LD 

발광부에서는 설정된 영역에 beam을 주사하고, 

수광부에 획득되는 전기신호를 샘플링하여 

바코드의 인쇄 상태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4-state 바코드 인쇄상태 정보를 

원할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이 

LD를 배열하고자 한다. 그리고, 획득되는 

정보량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두께 및 높이를 가지는 기준패턴을 인쇄하고, 이 

기준에 의하여 인쇄규격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 

값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림 3) LD 배열방법 및 바코드 정보 

획득방법의 설정 

 

4–state 바코드 및 1차원 또는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된 경우 (그림 3)과 같이 LD의 

송.수광부를 배열하여 하나의 셋트로 구성하고, 

판독 대상물체를 이 모듈에 일정한 속도로 통과 

시키고, 각 LD의 수광부에 획득되는 양을 

샘플링하여 산출되는 값을 메모리에 저장한 후, 

4-state 바코드의 특성에 의한 인쇄규격 검증 및 

수록된 정보의 판독방법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보다 정확한 인쇄규격의 검증 및 바코드 

판독을 위해서는 LD의 배열방법을 확장하여 

적용하면 된다.  

 

3.2 4-state 바코드 인쇄규격 검증시스템  

본 절에서는 바코드의 인쇄규격 검증 및 

정보판독을 위한 앞 절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4-state 바코드 인쇄규격을 

검증하고 판독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설계한 

내용이다(그림 4). 이 검증시스템의 주요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어모듈  

우편물을 순차적으로 이동시키고, 인쇄규격 

검증 절차 및 판독절차가 원할하게 수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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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4) 4-state 바코드 인쇄규격 검증 

시스템의 구성도 

  

� 우편물 이송장치 

우편물의 이동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우편물 표면이 판독이 용이하도록 이송한다. 

또한, 인쇄규격 검증 및 판독이 용이하도록 

우편물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송한다.  

� LD 데이터 획득 및 처리   

수광부에 획득되는 바의 두께 및 공간 값을 

샘플링하여 LD 위치 값을 기준으로 획득된 값을 

생성한다.  

� 인쇄규격 비교  

획득된 샘플링 정보를 바의 두께 및 공간 

값의 규격범위 값과 비교하여 올바른 정보만 LD 

id의하여 설정된 메모리 영역에 저장하고, 

규격범위 외의 값들은 ‘0’으로 설정하여 해당 

위치의 임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바코드 영역추출 및 오류위치 산출    

임시 메모리에 저장된 결과 값들을 

순차적으로 읽어 4-state 바코드 영역을 구분하고, 

tracker 바의 값이 훼손된 경우, 또는 높이 값의 

크기가 규격범위 내인지 등을 비교하여 

바코드의 오류정보를 획득하여 오류위치 정보를 

별도로 저장한다.  

� 바의 가중치 값 산출  

임시 메모리에 설정된 영역내에 저장된 

결과 값들을 순차적으로 읽어 4-state 바들의 

가중치 값을 산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 결과 값은 바의 높이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tracker 바를 중심으로 ascender, 

descender, full height 인지 구분하기 위한 

테이블을 생성한다. 이 결과 값으로는 각 바들의 

가중치 값이 생성되며, 오류가 발생된 영역은 

시작바를 기준으로 오류위치 값을 생성한다.  

이때, 오류의 값은 바의 높이에 따라 각 바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정의될 수 있다. 이 

값들은 오류정정 및 인쇄품질의 척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오류위치를 

우편고객에게 알려 줌으로써, 바코드 인쇄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기반 

정보가 된다.  

� 바코드문자 단위구분 

고객 바코드에 수록되는 정보체계에 의하여 

숫자, 영문자, 한글, 오류정정 코드워드 등으로 

구분하여 해석이 용이한 구조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기능은 고객 바코드의 

정보프레임 구조가 정의된 식별 ID에 의하여 

결정한다.  

� 바코드 정보해석  

바코드문자 단위로 구분되어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4-state 바코드 참조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오류위치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오류정정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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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state 고객 바코드 인쇄규격 검증을 

위한 동작흐름  

 

(그림 5)는 4-state 고객 바코드의 인쇄규격 

검증 및 수록된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흐름을 

보인 것이다. 이 인쇄규격 검증시스템의 성능은 

LD를 통과 하는 바 두께 및 공간 값에 대한 

샘플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바의 두께를 

0.4mm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인쇄하여 

시험한 샘플링 결과 값이 약 300 ~ 2500의 값이 

획득되었다. 이는 우편물의 이송속도를 조절하여 

획득된 값이며, 300의 값이 획득되었을 경우에는 

0.0013333mm단위로 바의 두께 값이 산출되고, 

샘플링 결과 값이 2500이 획득된 경우에는 

0.00016mm단위로 바의 두께 값이 산출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400개의 

샘플링 값이 획득될 경우에 0.001mm단위로 

판독할 수 있으므로, 이송속도와 샘플링되어 

획득되는 값이 400이 되도록 우편물의 

이송속도를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 값을 

초기치로 설정함으로써, 정확하게 우편용 

바코드의 인쇄규격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6) 4-state 고객 바코드 인쇄규격 

검증시스템의 초기화면 

(그림 6) 고객 바코드 인쇄규격 검증 및 

판독시스템의 초기화면을 보인 것으로 LD배열 

방법에 의한 인쇄규격 검증과 바코드 판독은 

물론, 우편봉투의 주소영역의 이미지를 

CCD(Charged Coupled Device) 카메라에 의하여 

capture 하고, 표시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이미지는 정보수록 상태와 바코드의 판독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4.  결론 및 추후 연구사항  

본 논문에서는 우편물 접수과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우편용 4-state 고객 바코드 

인쇄규격 검증 및 판독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하여 판독할 경우, 

4-state 바코드 인쇄규격에 의한 바코드에 수록된 

정보를 0.001mm 단위 이상으로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편물을 자동으로 

이송시키면서 고객 바코드의 인쇄품질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고객 바코드 인쇄제도를 원할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코드 판독시스템은 우편물을 판독모듈과 

인접되게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우편물에 인쇄된 고객 바코드가 기울어진 

경우에도 기울어진 정도를 해석하여 자동구분 

가능한 우편물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CCD카메라에 의하여 

획득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4-state 

바코드를 판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고객 우편번호 바코드(3 out of 5) 

인쇄제도에 의하여 처리되는 우편물량은 ’99년 

기준으로 전체물량의 40%정도가 되며, 이에 

따른 운용비용 절감(약 20억 이상 절감), 배달의 

정확성 확보(우편번호 검증)에 의한 배달시간 

단축 등 많은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추후, 4-

state 바코드 시스템들의 개발이 완료되고, 이 

바코드에 의하여 고객 바코드 인쇄제도가 

시행되면, 집배원이 배달하는 순서로 자동구분될 

수 있게 되므로 우편물 처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빠른 시간내에 우편물이 

배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state 

고객 바코드를 활용하여 우편물류 정보의  

처리가 원활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우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연구사항으로는 이 4-state 바코드의 

인쇄품질 검사기능에 우편물에 수록된 

우편주소정보와 일치되는지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의 적용이 요구되며, 이 기능을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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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주소로 우편물이 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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