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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물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소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최근 
4 년동안 2 배이상 급격하게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소포를 구분 및 배송하기 위한 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1, 2].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인해 전자 문서 및 물류 정보의 
전달 수단으로서 2 차원 바코드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주요 
정보(예. 요금인증, 다양한 서비스 코드, 분류코드 등)가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이와 유사한 대용량 
영상에서 다양한 ROI(Region of Interest)의 고속 추출을 위한 
접근방법이 연구되었다[2-7].  

본 논문에서는 2 차원 바코드 중에서 MaxiCode 에 대한 
관심영역 추출 결과를 바탕으로 바코드 영역인지 검증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이송되는 물류상에 바코드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해 여러 종류의 바코드 중에서 
MaxiCode 영역인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바

코드 영역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검증후보 영역 설정, 후보 
영역으로부터 중심점 획득, 중심점 검증 단계로 MaxiCode
의 영역 검증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본 논문의 제 2 장에

서는 대용량 영상에서 ROI 를 고속으로 추출결과를 바탕으

로 바코드 영역 검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제 3 장에서

는 바코드 후보 영역이 MaxiCode 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방

법을 구현한 결과를 보였으며, 제 4 장에서는 구현 결과를 
살펴보고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다루었다.   

 
2. 영역 검증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바코드 관심영역 고속 추출 방법을 통해 
추출된 영역[7]에 대하여 2 차원 바코드중에서 MaxiCode 를 
판독하기 전에 추출된 영역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주된 영역 검증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그림 
1)과 같이 정의하고 제시된 절차에 의해 정확하게 영역 
검증을 위해 MaxiCode 의 특징들을 활용하였다.  

MaxiCode 는 중심에 원형 인식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과 상관없이 검색이 가능하다. 바코드 후보 영역에 
대한 고속추출을 위해 사용된 중심축을 사용하지 않고 
검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알고리즘 흐름상 기준축 및 
중심축 생성후 검증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방법을 적용한다.  

MaxiCode 의 인식 패턴 특성상, 패턴이 중앙에 몰려 
있으므로 관심 영역 중 2/6 인 영역만 검토해도 문제 없다. 
영역을 줄인 이유는 그 만큼 시간을 단축 시키기 위함이다.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심 영역을 6×6 으로 
나누고 중앙의 2×2 영역만 검색하여 패턴을 찾아낸다.  

물론 MaxiCode 의 패턴도 다른 여러 패턴들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잡음 영역이 잘못 인식 될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을 
인식하더라도 몇 가지 다른 기법을 사용하여 MaxiCode 를 
재 검증하도록 하였다.  

물류 영상에서 MaxiCode 후보 영역 검증 방법

에 관한 연구 
 

김일숙*, 박문성**  
* 충남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기술연구센터 

e-mail : iskim@cnu.ac.kr 
 

A Study on Candidate Region Verification Method of 
MaxiCode in the Logistics Image  

 
Il-Sook Kim*, Moon-Sung Park**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TRI Postal Technology Research Center 
 
 

요       약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인해 물류가 급증하고 있다. 물류 인수인계 문서 및 물류 정

보의 전달 수단으로서 2 차원 바코드가 사용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MaxiCode 에 대한 관심영역 추출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물류상에 바코드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해 여러 
종류의 바코드 중에서 MaxiCode 영역인지 검증하는 방법으로써 검증 후보 영역 설정, 후보 영역으

로부터 중심점 획득, 중심점 검증 단계로 MaxiCode 의 영역 검증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868 

관심 영역 생성 단계

검증 예상 영역 설정

예상 영역으로 부터 중심점들 획득

중심점 검증

MaxiCode 영역 검출

MaxiiCode검증

 

 (그림 1) MaxiCode 검증 Flowchart 

(그림 1)은 MaxiCode 를 찾기 위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세가지로 나누어 본 것이다.  

 
 

3. 영역 검증 방법 구현  

가. 검증 후보 영역 설정 
(그림 2)는 검증 후보 영역 설정을 자세히 들여다본 

모습니다. 검증 후보 영역 설정 부분은 다시 두 단계로 
나뉘어 진다. 우선 검증하고자 하는 영상을 6×6 으로 나누고, 
이 블록들에서 중앙의 2×2 영역만 검증 후보 영역으로 재 
설정한다.  

 

   
 (그림 2) 원본 영상 

 

관심 영역 생성 단계

예상 영역 6x6으로 분할

분할된 영역 중 중앙 2x2만 획득

예상 영역으로 부터 중심점들 획득

 검증 예상 영역 설정 

 

(그림 3 ) 검증 후보 영역 설정 Flowchart 

 
이렇게 재설정된 영역은 다음 단계에서 17 단계로 

나누어진 후, ‘4 단계 ~ 12 단계’까지 9 단계로 차례대로 
양자화되며 연산을 수행 한다.  

이 과정을 수행하면 (그림 4)와 같이 후보 영역의 중앙 
2×2 만 검증 영역으로 남게 된다.  
 

실제 검증 영역

MaxiCode

인식 패턴

관심영역 6등분

 

(그림 4) 검증 후보 영역 

나. 중심점 추출  
바코드 검증 후보 영역으로부터의 중심점들 획득이다. 

여기서 ‘중심점들’ 이라고 한 이유는 위에서 아래로 
수평선을 스캔하며 인식 코드를 비교하고, 이 과정에서 
동일한 코드가 발견되면 그 위치에 중심점만 표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을 
모두 수행하고 나면 수평 방향으로 여러 개의 중심점들 
생성된다(그림 5). 위의 과정으로 중심점이 얻어지면 이 
중심점들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인식 코드가 존재 하는지 
확인한다.  

만일 인식 코드 존재 하지 않는다면 그 중심점은 
제거한다.  우선 바코드 영역의 최대 Pixel 값과, 최소 
Pixel 값을 구한다. 이 값을 17 등분하고 이 값들을 기준으로 
양자화 시키며 결과를 비교한다. MaxiCode 는 2 단계에서 
11 단계까지 9 단계만 수행 한다. 단계가 구해지면 단계별로 
우선 수직으로 수평 라인을 스캔하고, 인식패턴이 
발견된곳을 다시 수직 라인 스캔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수평과 수직 모두 인식 패턴이 있다고 나타난 곳만 남긴다. 
이 과정을 앞에서 언급하였듯 단계별로 총 9 번 수행한다.  
 

선택된 영역의 수직으로 
수평 Line을 읽음

영역의 Max/Min 값을 
기준으로 17단계로 나눔

2~11까지 9단계 
양자화 시키며 수행

인식패턴 존재? 중심점 표시

발견된 중심점의 수평으로 
수직 Line을 읽음

인식패턴 존재? 중심점 표시

중심점 검증

검증 예상 영역 설정

예정 영역으로 부터 
중심점들 획득

No

Yes

No

Yes

중심점 제거

 

(그림 5) 후보 영역으로부터 중심점들 획득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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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심점 획득 과정 
 

   

(그림 7) 실제 중심점들이 검출된 영상 

    
(그림 8)  MaxiCode 중심점 추출 

 
(그림 8)은 중심점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MaxiCode 에서 중심점을 찾아낸 모습이다. 실험 결과 
일반적인 경우는 여러장의 MaxiCode 가 존재하지 않는이상, 
1 개의 중심점이 검출되거나 (그림 8)과 같이 2 개만이 
검출되었다. MaxiCode 역시 인식 패턴을 확인하는 
알고리즘은 계속 반복되어 사용됨으로 뒤쪽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한다. 앞의 과정을 모두 수행하면 (그림 9)와 
같이 중심점들이 표시되어있는 9 개의 배열이 만들어진다.  

이 배열을 3 차원으로 생각하고 직선 위치에 놓았을 때 
최소 4 장이상 동일 위치에 중심점이 있을경우(수직으로 
4 장이상 연결 되어 있을경우) 이 점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중심점들은 모두 지워 하나의 배열에 새로이 표시한다. 
 

9장의 배열들  

(그림 9)  9 단계의 중심점 처리 과정 

다. 중심점 검증 

(그림 10)은 중심점을 검증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 
Flowchart 이다. 앞단에서 구한 공통 중심점은 실제 
실험결과 거의 정확하게 1 개만 검출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유사한 패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진 점을 
중심으로 대각선을 그어 그 위치에도 인식 패턴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까지 완료 되었다면 그 관심영역에는 
MaxiCode 가 존재 한다.  

 

9장의 배열중 4장 이상 
겹치는 중심점 추출

이 중심점을 대상으로
대각선으로 Line를 읽음

인식패턴 존재?

Maxi Code 영역 검출 Maxi Code 영역 검출 실패

예상 영역으로 부터 중심점들 획득

중심점 검증

No

Yes

 
(그림 10) 중심점 검증 Flowchart 

 
라. MaxiCode 인식 패턴 검증 

인식패턴 검증 방법에는 MaxiCode 인식 패턴의 고유 
값과 그 비율이 사용된다.  

T T TT T

D

V

 

(그림 11)  MaxiCode 의 검증 패턴 

x T TT T T

t 8t 6t 2t 0 t 4

t 7t 5t 1 t 3

P 1 P 2

 

(그림 12) 인식 패턴의 t Sequence 

기본적인 인식 패턴 및 그와 관련된 공식은 다음과 같다.  
MaxiCode 는 좌.우가 대칭인 T-Sequence 가 나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역방향 배열을 
통한 검증은 필요없다. Maxi 에서 T-Sequence 를 구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2,
8
5.2

8
5.1

=<< Tithenptipif

3,
8
5.3

8
5.2

=<< Tithenptipif
 

… 
8,

8
5.8

8
5.7

=<< Tithenptipif

9,
8
5.9

8
5.8

=<< Tithenptipif
 

 
P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201 ttp += , 752 ttp += , 752021 ttttppp +++=+=  
여기서, 원형 패턴의 최외각 검은색 원을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이 원은 패턴 바깥쪽의 실제 데이터가 있는 육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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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과 붙어 비율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p 를 
구해서, T-Sequence 를 구하게 된다. 여기서, 평균 T 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12
)765210( ttttttT +++++

=
 

V 의 값은, 위의 수식으로 구한 t0, t1, t2, t5, t6, t8 의 
Sequence 가 2, 2, 2, 2, 2, 2 일 때 그 사이의 배열의 값을 
읽어서 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원형 패턴 전체의 길이 
D 는 VTD +×= 10 의 식에 의해 구해진다.  

이 식들을 사용하여 실제 D 와 T 값을 구하면 D=0.305, 
0264.0

10
)(
=

−
=

VDT
이 된다.  

각각의 t Sequence 마다의 허용 오차 범위를 구한 후, 이 
값들을 바탕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의 D 와 T 의 비율을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058.0±=Lt  inch(1.47mm) 
055.0±=Ht  inch(1.40mm) 

000.0,005.0 −+=Vt  inch(0.13, 0.00mm) 

002.0±=Wt  inch(0.05mm) 
000.0,005.0 −+=Xt  inch(0.13, 0.00mm) 

002.0±=Yt  inch(0.005mm) 
004.0±=Dt  inch(0.10mm) 
002.0±=Tt  inch(0.05mm) 

 
이 값들을 바탕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의 D 와 T 의 

비율을 다음 식으로 계산되어 진다.  
 

6639344262.12
0244.0
309.0

002.00264.0
004.0305.0

==
−
+

=






T
D  :  Max 값 

2901234567.9
0324.0
301.0

006.00264.0
004.0305.0

==
+
−

=






T
D  :  Min 값 

 
위의 식을 바탕으로 D/T 는 12.66 이하 9.29 이상의 범위 

안에 들어야만 MaxiCode 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V 값을 모르기 때문에 T 값을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우선 
인식 패턴을 인식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 물류 영상 입력 
시 MaxiCode 의 문제점은 주변의 Pixel 들이 인식 패턴 
주위에 붙어 정확한 외각 길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흰 원을 중심으로 흰원과 검은원이 
2:2:2:x:2:2:2 의 비율로 나오는 패턴을 찾는다. 여기서 x 는 
V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x 라 하였다. 인식 
패턴에서 비율을 읽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3).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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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T TT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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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인식 패턴의 단면 

비율로부터 T 값을 알 수 있고 x 값도 추정이 가능함으로 
D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처럼 일차적으로 패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2 차적으로 D 와 T 의 비율을 계산 
함으로서 MaxiCode 를 검증할 수 있다. 

 

`   
(그림 14) 최종 결과 영상 

 
４. 맺음말 

본 논문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구현된 시스템을 상

용화 과정을 통해 물류정보 자동식별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바코드 영역이 훼손 및 왜곡

된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검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

코드 영역 검증이 완료되면 바코드 정보 해석을위한 좌표 
값을 정확하게 추출하고, 훼손된 좌표들을 복원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3 차원 물류 영상

에서 바코드 영역을 검출하여 투입방향의 오류검출 및 바코

드 위치 면에 대한 바코드 관심영역 추출방법 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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