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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ˇˇ본 논문은 쿠폰 정보를 문자메세지 형태로 사용자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인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쿠폰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이디 값으로 표현하며 이 아이디 값을 

문자메세지에서 암호화된 특수문자의 조합으로 표현한다. 전송된 문자메세지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며 이 영상에서 아이디를 인식한다. 이식된 아이디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키값으로 쓰이며 해당정보를 검색하고 쿠폰의 정보를 표시한다. 문자메세지에 표시되는 

특수문자는 각 제조사별 혹은 모델 별로 형태나 색이 다르게 나타난다. 실험에서는 휴대폰은 

한국에 출시되어있는  20 여 종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 

Abstractˇˇ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coupon recognition system using vision 

techniques. In the proposed system coupon information represented by the ID in 

the database. We use the camera to acquire images which contains coupon 

information. By using the ID we get information from the database. The 

performance of proposed system is verified through many mobile pho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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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어있는 현대사회에서 휴대폰은 

가장 친숙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이러한 휴대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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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기능인 음성통화기능이외의 서비스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문자서비스이다. 문자메세지 서비스는 

1997 년을 시작으로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휴대폰 

사용자중 95.3%가 이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1-2].  

쿠폰은 정보의 변화에 민감한 현대 사회의 사람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이다. 쿠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대부분의 크고 작은 가게나 기업들이 쿠폰을 전략적인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쿠폰은 음식점, 영화관, 

공영예술들 많은 곳에서 사용되며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발되고 있다[3] 

휴대폰의 문자메세지의 편리함과 마케팅에서의 쿠폰을 

합쳐 휴대폰 쿠폰을 이용한다면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질것으로 기대한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쿠폰을 

활용하려면 쿠폰에 대한 정보를 휴대폰에 넣어야 한다. 

기존의 방법에는 쿠폰을 이차원 영상으로 만든 후 이 

영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장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영상은 바코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바코드를 컴퓨터에 

연결된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하여 해당 제품의 

아이디값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 영상을 

MMS 로 대폰으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전송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 영상으로 사용되는 쿠폰들은 

대부분 2 차원 바코드를 사용하거나 1 차원 바코드를 

사용한다[4-8].  

본 논문은 전송시간과 전송단가에서 불리한 MMS 를 

대신하는 새로운 방식의 SMS 기반 쿠폰 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 

2. 쿠폰 문자메세지의 구조  

제안된 시스템에서 문자메세지기반 쿠폰 인식을 

하기위해서 쿠폰을 특수문자들의 조합으로 표시한다. 

그림1 은 특수문자로 표시된 쿠폰이다.  

↲ 

 

●┏┫┳┃┫┏● 

┳┫━━┏┏╋● 

  

그림 1. 휴대폰 쿠폰 

 

그림에서 특수문자 ‘●’은 쿠폰의 위치와 방향을 

표시하는 마커로 사용된다. 그리고 나머지 ‘┼’, 

‘┌’, ’ ┐’, ‘└’, ‘┘’, ‘├’, ‘┤’, ‘┬’, 

‘┴’, ‘─’ 및 ‘│’ 은 쿠폰의 내용을 표시한다.  

쿠폰은 쿠폰의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프라이머리 키 값을 

나타내며 10 진수이다. 이 10 진수는 테이블 1 에서 보이는 

특수문자와  1 대 1 매칭이 된다. 

 

특수문자 10 진수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테이블 1. 

3. 인식 시스템  

그림 2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나타낸다. 입력영상을 흑백영상으로 만든 후 노이즈 제거를 

위해서 필터링을 한다. 휴대폰 화면이 일반적으로는 

하얀색이지만 최신 휴대폰의 경우 다양한 색이 될 수 

있으므로 휴대폰 바탕화면의 배경색에 따라서 이진화를 

수행한다. 이진화된 영상에서 마커영역을 마스크를 

이용하여 후보점들을 찾고 찾아진 후보점들 사이의 위치와 

간격들을 비교하여 마커를 찾는다. 마커의 위치가 정해지면 

영상에서 패턴 영상을 샘플링한다. 패턴영역에서 각 영역을 

신경망 입력으로 넣어서 해당 패턴의 10 진수 값을 

인식한다. 

 

 

그림 2. 제안된 시스템 

 

3.1 노이즈 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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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 캡쳐되는 영상에 노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레이스케일 변환후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하여 그림 3 

처럼 필터링을 해주었다.  

 

 

그림 3. 가우시안 필터 적용된 영상 

 

3.2 배경색 판단과 영상 이진화 

대부분의 휴대폰에서 배경색은 하얀색이며 글자색은 

검은색이다. 하지만 최신 휴대폰에서는 배경이 검은색이고 

글자가 하얀색이 경우가 있다. 이러한 휴대폰에 나타나는 

문자메세지를 위해서 히스트그램 분석을 통해서 배경색을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판단하고 그에 근거하여 이진화 한다. 

 

 

그림 4. 히스토그램분석을 이용하여 배경색 판단후 

이진화된 영상 

 

3.3 마커 검출 

그림 4 이진화된 영상에서 마커는 하얀색 동그라미를 

검은색 영역으로 둘러싸인 모습이다. 다양한 사이즈의 

하얀색 동그라미 마스크를 10x10 사이즈부터 

50x50 사이즈까지 만들어서 영상전체에 적용한다. 그림 

5 은 이러한 마스크를 적용한 결과이다. 

 

3.4 마커 유효성 검사 

마커 검출을 위해 마커를 적용한 결과영상에서 각 영역은 

마커 후보점으로 지정한다. 각 후보점들을 3 개 쌍으로 

묶어서 마커로 표시하고 마커 유효성 검사를 수행한다. 

마커가 제대로 찾아진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커의 

위치중 장축과 단축의 비율을 그림 5 처럼 계산하여 그 

차이가 약 8 배 정도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마커가 이루는 

각이 90 도인 것을 확인한다. 프로그램에서 각 마커들의 

점수를 비율과 각도에 따라서 표시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는 마커를 사용한다. 

  

 

그림 5. 검출된 마커 영역 

 

 

그림 6. 마커 특징 

 

3.5 패턴영상추출 및 코드 인식 

그림 7 은 검출된 마커 영역으로부터 패턴영역을 

샘플링하고 샘플링된 각영역을 신경망을 이용하여 

인식하는 과정이다. 패턴영역에서 마커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 신경망을 통과하며 각 영역에서 특수문자는 10 진수 

숫자로 대응되게 된다. 변환된 각 10 진수 숫자는 하나의 

키값을 이루게 된다. 

 

그림 7. 샘플링 영상과 신경망 모델 

4. 실험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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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320*240 사이즈 RGB 컬러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웹캠을 이용하였다. 웹캡과 휴대폰 사이의 거리는 약 

8cm 이다. 휴대폰 쿠폰은 마커를 제외한 10 진수 13 자리로 

패턴을 만ㄷ르고 이를 다수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20 대의 

다양한 휴대폰에 적용하였다. 시스템은 평균적으로 0.3 초 

이하로 쿠폰 ID 를 인식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쿠폰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쿠폰 정보를 2 차원 바코드나 

1 차원 바코드를 표시하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세지에서 특수문자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문자메세지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비해서 전송시간과 

전송단가에 있어서 경제성이 있고 대량발송이 되는 

마케팅에 있어서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쿠폰 처리는 많은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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