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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차원 바코드는 1차원 바코드의 데이터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복잡한 환

경에서 바코드의 인식을 해서는 바코드 역 검출이 요한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QR코드  검출 시스템을 구 한다. 실험은 실생활에서 카메라로 촬 한 바코드 상을 이용

한다.

(그림 1) QR코드의 구조

1. 서론

   2차원 바코드는 1차원 바코드에 비해 훨씬 많은 데이

터를 장할 수 있고 데이터 복원 기능이 있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Data Matrix, PDF417, Aztec 코드, 

CodeBlock, Maxi 코드, QR 코드가 많이 알려져 있다.

   상 기반 바코드 검출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Ouaviani 등은 Maxi 코드, QR 코드, Data Matrix 같은 

일반 인 2차원 코드의 치를 찾기 해 에지검출 등의 

상처리 기법들을 채택했다[1]. Parikh와 Jancke는 임계

화, 회 정보 측, 코  치추정의 단계를 거쳐 2차원 

바코드의 치 찾는다[2]. Xu와 McCloskey는 코  특징

과 움직임 방향 측을 이용하여 모션블러된 2차원 바코

드의 치추정 방법을 제안하 다[3]. Liu 등은 컬러, 기하

학  구조, 그 디언트, L-타입 에지의 4가지 특징을 이용

하여 바코드 역을 결정한다[4]. Lin과 Lin은 다  기호 

 다  바코드의 치 검출을 해 수정된 런 길이 스무

딩 알고리즘(mod-RLSA) 방법을 이용하 다[5]. 최근에는 

딥러닝을 이용한 QR코드 검출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amas 등은 conventional and deep rectifier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바코드 역 검출 방법을 소개했다[6]. 

Tzu-Han 등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을 이

용하여 QR코드 역 검출하는 방법을 제한했다[7].

    본 연구에서는 CNN 기법을 이용한 QR코드 역 검

출 소 트웨어를 구 하 다. 기존의 방법들을 비교해보고 

소규모 시스템 환경에서 정확도와 속도를 만족시키는 방

법에 해 연구한다. 

2. 2차원 바코드 역 검출

   본 논문에서는 2차원 QR 코드의 역 검출을 한 방

법을 제안한다. 생활환경이나 산업 장에서 사용자가 바코

드를 근거리에서 촬 하는 데 시간과 비용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코드 검출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 바코

드 후보 역 검출 단계가 필요하다.

2.1 QR코드의 구조

QR코드는 3개의 치 찾기 심볼과 데이터 역 등으로 

구성되며, 버 은 1~4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버 마다 

셀의 수가 정해져 있다. 버  1은 21x21셀로 구성되어 있

으며 버 이 증가할 때마다 가로/세로 각각 4셀씩 늘어 

버  40은 177x177셀로 구성된다. 그림 1은 QR코드의 구

조를 나타낸다. 

2.2 CNN의 구조

본 연구에서는 AlexNet을 사용한다. AlexNet은 그림 2

와 같이 5개의 convolution layer와 3개의 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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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NN의 구조

3. 실험방법

   딥러닝을 기법을 이용한 QR코드 역 검출을 해서 

오 임워크 Caffe[8]를 이용한다. 실험 데이터는 실생

활에서 카메라로 촬 한 상, CipherLab[7]의 상을 사

용한다. 실험환경은 Intel i5 6600 3.3GHz CPU, 8GB 

RAM과 NVIDIA GTX 1060 6GB GPU의 PC에서 진행한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2차원 바코드 

역 검출 시스템을 개발을 한 환경을 구성하 다. 오

임워크를 이용하여 기존의 알려진 네트워크를 비교하여 

소규모 시스템 환경에서 정확도와 속도를 만족시키는 방

법에 해 연구 에 있으며, 2차원 바코드 검출을 한 

네트워크 구조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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