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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about a bar code decoding algorithm developed for smart phone applications. The algorithm 

consists of bar code data extraction procedure, bar code signal estimation procedure, and bar code decoding procedure. 

To detect the peak bar code module, a DSTW had been applied because of its outstanding performance in ECG peak 

detection. In order to minimize errors due to non-uniform light effect, the proposed algorithm was acted as a baseline 

wandering filter based on module peaks detection. The algorithm had been tes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under the 

conditions of blurring, non-uniformed light and white noises. The algorithm had shown excellent performance in 

reconstruction of bar code decoding, compared to other conventional methods. In order to show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lgorithm to a smart phone, a real UPC-A type 150 bar code pictures obtained from a smart phone camera was 

applied to the algorithm, achieving the correct recognition rate of 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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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바코드는 1932년 Wallace Flint 의 “슈퍼마켓의 계산자동

화” 의 논문에서 처음 고안 되었으며, 재는 거의 모든 물

품에 인쇄되어 POS(point of sales system) 에 의해 상품의 

매입과 매출이 자동 으로 리 되고 있다. 한, 우편자동

화, 공장자동화, 재고 리, 도서 , 문서 리, 의료 정보 등 

IT 기술과 더불어 빠르게 활용도가 더욱 증가 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 폰의 출 으로 바코드 상을 실시간으로 취득

하여 상품의 가격  최 가 검색이 가능한 application도 

개발되었다. 

1 .1  바코드의 종류  바코드 리더기

바코드의 종류에는 UPC(Universal Product Code), 

EAN(European Article Numbering), KAN(Korean Article 

Numbering), Code 39, Code 93, Code 128 등의 1 차원 바

코드가 있으며, code 49, code 16K, PDF-417, codablock, 

datacode, vericode, softstrip, Code 1등 2차원 바코드 들도 

리 활용되고 최  5,000자 이상의 문자들이 포함 가능하

다. 바코드 인식 할 수 있는 리더기는 Laser, LED, CCD 등

으로 구분되며, 빠르게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Laser 리

더기가 많이 사용되나 1차원 바코드만 인식할 수 있으며 고

가라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2 차원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CCD를 이용한 바코드 리

더기(reader)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1 .2  바코드 상인식의 문 제

바코드 신호는 검은 색 모듈(module)과 하얀색 모듈 연속 

조합된 형태로서 각 모듈의 폭 과 비율에 따라 정보들이 인

코딩(encoding) 되어 있다. 정확한 정보의 디코딩(decoding)

을 해서는 오차 범  내에서 모듈의 크기 값들을 복원해

야 한다. 하지만 카메라에 의해 취득된 바코드 상은 카메

라의 포커싱(focusing)기능에 따라 블러링(blurring)이 발생

하고 상 취득 시 불 균형 조명 효과  바코드 노출 환경

에 의해 상 잡음 등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환경  요소들

을 해결 해야 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취득된 바코드 

상에서 블러링에 한 향은 바코드 신호의 진폭의 크기

에 향을 미치고 불균일 조명은 바코드 신호에서 기 선

(Baseline) 왜곡을 가져온다. 

1 .3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특징

개인용 컴퓨터 보다 상 으로 CPU의 클럭(Clock) 속도

가 느린 스마트 폰에 바코드 인식 알고리즘을 용하기 

해서는 블러링 효과와 불 균일 조명 하에서 낮은 오류를 가

지는 수정된 에지 검출 방법을 용해야 한다.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한 1차원 

UPC-A 타입의 바코드 인식 알고리즘으로 빠른 연산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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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 모듈의 피크(peak)를 검출하여 모듈의 크기를 추정

하는 방법을 용한다. 바코드 신호의 피크를 검출하는 방

법에는 심 도 신호의 피크 검출 시 탁월할 성능을 보이는 

DSTW(down slope trace wave) 용 하 다. DSTW 피크

검출 알고리즘을 용함으로써 얻는 장 으로 불균일 조명

에서 취득된 바코드 신호는 기 선 변동이 생기고, 카메라 

즈 포커싱에 의한 블러링 향에는 바코드신호의 모듈 진

폭크기에 향을 미친다. 이때 일반 으로 임계 치를 기

으로 하여 에지를 검출하는 방법은 오차가 생기는 반면 

DSTW 피크 검출 방식은 이러한 조건에서 강인한 에지 검

출률을 보인다. 한 검출 된 모듈 피크를 기반으로 한 

baseline Wandering filter를 구 하여 불 균형 조명효과를 

보상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련 선행 연구에 해서 조사를 하며, 3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4장에서는 공정한 성

능 평가를 한 실험방법  결과 그리고 실제 스마트 폰에 

용가능한지 단하기 한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추후 

연구방향에 하여 토론하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 련 선행연구

선행 연구에서는 모듈의 에지를 검출하는 방법과 모듈 기

반 검출 방법 등이 소개 되어 왔다. 모듈의 에지를 검출하

는 방법은 획득된 바코드 상으로부터 모듈의 처음과 끝의 

에지를 검출하여 모듈의 폭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바코드 신

호를 디코딩 시 수행속도는 빠르지만 상의 불균일 조명, 

상 취득 시 포커싱에 의한 블러링 의해 디코딩 오차가 커

지며, 에지 검출 시 오류를 가질 때 잘못된 디코딩 결과를 

가져오는 단 을 가지고 있다[1][2]. 한 모듈 기반 검출방

법은 모듈의 개수가 알려져 있어야 하며 얻어진 바코드 

상으로부터 처음과 끝을 알려진 모듈의 개수로 나 어 개별

의 모듈 크기를 추정하며, 각 크기 값이 미리 설정한 임계 

치를 넘을 때 모듈로 단하는 하는 방법이다. 모듈 검출 

방법은 디블러링, 불균일조명 조건에서 강인한 특징을 가지

고 있으나 최 화 수렴방법에 의해 최  15번 는 최소 

4~5번의 반복 인 연산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에지 검출 방

법에 비해 바코드 신호를 디코딩 하는데 수행속도가 느리다

는 단 을 가지고 있다[3].

3. 상에 의한 바코드 인식 알고리즘

스마트 폰(Smart Phone) 모바일 카메라에서 취득한 

UPC-A 바코드를 인식하기 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바코드 데이터 추출 단계, 추정 바코드 신호 복원 단계, 

Code Decode 단계 3단계로 구성되며 세부 인 블록 선도는 

그림 1과 같다. 바코드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 취득한 이미

지의 해상도가 X:640 Y:480이라면 Y 축의 바코드 역  

임의의 한 을 정하여 X축 만큼의 데이터를 선정하고, 높

은 해상도를 하여 X축의 640 pixel 의 개수를 Spline 

Interpol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10,000 pixel로 확장 한

다. 추정 바코드 신호 복원단계에서는 보간된 데이터에서 

바코드의 검정 색 모듈과 흰색 모듈의 피크 들을 계산 하

여 추정 하는 바코드 신호를 복원한다. 마지막 Code 

Decoding 단계에서는 추정한 바코드 신호에서 검정 색 과 

흰색 모듈 폭을 추정 하여 2진화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에 

따른 ASCII 데이터를 디코딩 한다. 이때 Parity Code를 검

증하여 오류가 있으면 임의의 Y-points를 다시 설정하여 

체 블록 선도에서 2번에 해당하는 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림 1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블럭 선도

Fig. 1  A block diagram of the propose algorithm

3.1  바코드 상에서 RGB Data 추출

그림 2(a)는 이상 인 UPC-A 형태의 바코드 이며, 임의

의 Y축 points에서 X축의 데이터를 추출하면 24Bit의 RGB 

컬러 형태의 데이터가 추출된다. 바코드는 검정색 선 과 흰

색 선의 조합이므로 식 1과 같이 흑백 데이터로 변환 한다. 

식 1에서 은 흰 색 의 강도가 높을 때 피크가 되는 신호

가 되며, 식 2에서 는 검정색 선의 강도가 높을 때 피크

가 되는 신호가 된다. 식 1 과 식 2에 의해 추출한 데이터

는 그림 2(b)와 같다.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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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임의의 Y point 한 에서의 바코드 데이터. (a)이상

인 UPC-A 바코드의 이미지 (b) Gray Data (White 

Module and Black Module)

Fig. 2 The Bar code data of an arbitrary Y point. (a) an 

ideal UPC-A Bar code Image (b) Gray Data (White 

Module and Black Module) 

추출한 Gray Data(Black 과 White)는 바코드의 하나의 

모듈(검정색 선 는 흰색 선)의 픽셀 거리는 카메라의 해

상도 마다 다르지만 보통 20-픽셀 이내의 값을 가지며 그림 

3(a)와 같이 실제 바코드 이미지 취득 시 조명, 카메라 각

도, 바코드 피사체의 치에 따라서 그림 3(b)에서 보는 것

과 같이 각 모듈의 픽셀크기는 가변 으로 변한다. 따라서 

충분한 해상도를 만들어주기 해 큐빅 스 라인 보간법

(Cubic Spline Interpolation)[4]에 의해 X 축의 해상도를 카

메라 해상도에 상 없이 10,000-픽셀로 보간 한다.

(a)

(b)

그림 3 실 측정 Data (a)실제 바코드 촬   (b) 실제 촬

에 의해 추출된 Gray 신호[Black(실선)모듈과 White

( 선)모듈]

Fig. 3 A real obtained data (a) An example of a real bar 

code image (b) an extracted Gray signal by true 

picture taking[Black (solid line) and white module (dot 

line]

3.2  추정  바코드 신 호  복원 단계

본 단계에서는 취득한 바코드 이미지로부터 추정하는 바

코드 신호를 복원하는 단계로서 보간한 바코드 신호의 검정 

색 모듈과 흰색 모듈의 피크들을 검출하고, 각 피크들에 의

해 바코드 역 검출, 모듈의 폭을 계산하여 그림 2(b)와 같

은 이상 인 바코드 Gray 신호와 비슷한 형을 만든다. 

 

3.2 .1  피크검출

본 알고리즘에 서 사용한 피크 검출은 그림 4와 같은 

DSTW(Descending Slope Trace Wave) 방법으로[5] 본래는 

심 도(Electrocardiogram) 신호의 피크 검출을 해 고안된 

것으로 심 도 신호의 의미 있는 들 P, Q, R, S, T, 심

도 세동 검출[6], 60Hz Noise 제거[7]  Baseline 

Wandering Filter[7]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다양한 주

수 와 다양한 상이 존재하는 신호에서 탁월한 피크 검출 

율을 보인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바코드 신호에 합하게 

DSTW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 다음과 같은 

차에 따른다.

그림 4  DSTW 방법[5]

Fig. 4  A method of DSTW[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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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서  선은 DSTW 신호이며 실 선은 원신호 

이다. a 에서 p 까지는 DSTW 가 을 추종하며 p

에서 d 까지 의 시간간격을 가지며 이후 DSTW가 

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신호를 추종한다. 

는 신호의 특성에 따라 임의로 조정 가능하다. 기 DSTW 

신호를 만들기 해서는 에서 p 을 검출해야 하며 신

호의 특성을 그림 5와 같은 형태로 구분하여 p 을 검출한

다.

그림 5  DSTW와 원신호 x(n)이 달라지는 P 의 종류 2가지

Fig. 5  Two Types of P-point depending on x(n) and DSTW

p 이 선택되고 DSTW신호가 만들어지면 피크 검출을 

한 처리 과정이 끝나며 식 3, 4, 5과 같은 방법으로 피

크가 검출이 된다.

  ≦≦              (3)

 × ≦≦    (4)

  

≠                           (5)

식 3에서 은 의 값이며 식 4에서 

Threshold는 에 Weight를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Weight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피크를 정하는 규칙

은 식 5와 같으며 에서 Threshold를 넘는 Point를 

검출하고 이  데이터가 0이 되는 Point를 피크로 결정한다. 

이때의 Point가 과  형이 분기 되는 Point이다.  

그림 6(a), (b)는 각각  , 신호의 체 피크 검출 과정

을 보이며, 그림 6(c)는 그림 6(a)의 부분 확  그림이다. 

(a)

(b)

(c)

그림 6  DSTW에 의한 피크 검출 (a)DSTW 신호에 의한   

신호 피크 검출 (b) DSTW 신호에 의한   신호 피

크 검출 (c) (b) 부분 확

Fig. 6 Peak detection by DSTW (a)   peak detection (b) 

  peak detection (c) partial enlargement of (b)

3.2 .2  바코드 역 검출

그림 7(a)에서처럼 실제 바코드 상을 취득하면 상품의 

다양한 형상 그리고 배경 그림에 의해 바코드 이외의 피크

가 그림 7(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난다. 바코드의 정확

한 인식을 해서는 불필요한 피크를 제거해야 하며, 이  

연구에서 Wavelet에 의한 바코드 역 추출 방법 등이[8] 

연구 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바코드의 이미지가 흰색 바탕

에 인쇄되고, 바코드의 Black 모듈과 White 모듈의 개수가 

UPC-A 바코드 형태인 경우 각각 30개인 정해져 있는 특징

을 활용하여 바코드 역을 추출한다. 그림 7(b)를 보면 

Index가 1,000~2,000 사이에서 의 신호는 피크가 검출 되

지 않으며 이 역이 바코드의 흰 바탕 역이 된다. 식 6, 

7, 8은 흰 바탕을 검출하여 바코드 의 유효 피크를 검출 하

는 방법을 보인다.

                      (6)

                                  (7)

                                    (8)

 ≦≦
   

식 6에서  는 피크의 치를 의미하고,  

은 신호의 피크이며, 다음 피크와 재 피크 치의 차를 

계산하여  에 장한다. 식 7에서 는 Threshold를 

의미하며  의 평균과 (weight)의 합으로 계산한다. 

Weight는 카메라의 해상도에 따라 다르며 실험값에 의해 

산출한다. 식 8에서 를 넘는  을 산출하며 이때의 

이 유효 바코드가 시작 되는 치이며 이후 검은색 피크 와 

휜 색 피크를 각각 30개씩 추출한다. 그림 7(c)는 그림 7(a)

의 유효 바코드 피크를 검출한 결과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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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그림 7 실제 바코드 상에 의한 바코드 역 검출 (a)실제 

바코드 상 (b)실제 바코드 상으로부터 얻어진 

  신호의 피크검출 (c)검출된 바코드 역

Fig. 7 Bar code area detection by actual bar code image 

(a) a real bar code image (b)   peak detection by 

a real bar code image (b) detected bar code area

3.2 .3 Gray  신 호 의 정 규화

바코드 상으로부터 얻어진 Gray 신호는 상 취득 시 

불 특정한 조명에 의해 그림 3(b)에서처럼 신호의 기 선

(Baseline)이 왜곡 된다. 이러한 증상은 바코드의 각 모듈 

폭의 거리가 원신호에 비해 어들거나 늘어나며 바코드 신

호를 2진화로 디코딩(decoding) 시 오차로 반  된다. 이러

한 왜곡 상을 이고자 에지 검출 기반 방식과[1], 모듈 

기반 방법에서 효과 인 불 균일 조명 보상 과 디블러링을 

동시에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연구 되었다[3]. 제안하는 알고

리즘은 불특정 조명이 Gray 신호에 낮은 주 수 역에 분

포한다는 에 착안하여 다음 식 9, 10, 11, 12과 같이 

Baseline Wandering Filter를 구 하 다. 

   

 
     (9)

 ≦≦ ≦≦

 ≡    ≧  

≡    ≦                (10)

 ≦≦  ≦≦

 

 
×      (11)

 ≦≦ ≦≦

   ×           (12)

 ≦≦

식 9에서  와 은 신호에서 검은색과 하얀색 

모듈의 피크 치이며, 는 각각 모듈 치를 합한 벡터

이다. 는 와 가 치하는 신호의 피크 데이

터의 평균을 말하며 가 구해지면 신호에서 의 치 

를 찾아야 하는데 식 10과 같다. 그림 8(a)에서 보는 것

과 같이 가 (홀 수)일 때는 신호가 값을 넘을 때 

R(k)이며, k가 Even(짝 수) 일 때는 신호가 값보다 작

을 때 이다. 체 바코드 신호 에서 가 구해지면 

  Point를 연결하는 기 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식 

11과 같이 선형 보간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8(b)는 기 선 

연산결과를 보여 다. 식 12를 수행하면 그림 8(c)와 같이 

Baseline Wandering Filter의 결과가 얻어지며 바코드 상 

취득 시 불특정 조명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a)

(b)                        (c)

그림 8 Baseline Wandering Filter 용사례 (a) Module peak 

찾는 방법 (b) 그림 3(a)의 Gray 신호  기 선 신

호 (c) Baseline Wandering Filter 용 후 

Fig. 8 An application example of a Baseline Wandering 

Filter (b) a method of finding a module peak (b) a 

base line signal and Gray signal of fig 3(a)

3.2 .4  바코드 신 호  추정

Baseline Wandering Filter 용 후 신호는 sine 형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지만 이는 모듈의 크기를 결정하기가 힘

들다. 따라서 그림 9와 같이 sine 의 형태를 사각 형으로 

바꾸어  필요가 있는데 식 13, 14와 같은 방법을 따른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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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

식 13에서 는 구형 형을 만들기 한 의 기

이며, 을 넘게 되면 식 14의 에 의 최  값을 

작으면   최소 값을 입력한다. 그림 9는 와 

의 연산 결과를 보이며 는 그림 2(b)와 같이 이상 인 

바코드 신호와 유사한 구형 를 볼 수 있다.

그림 9  그림 3(a)의 바코드 신호 추정

Fig. 9  Bar code signal estimating of fig 3(a) 

3.2 .5  Code Decode 단계

Black 모듈과 White 모듈의 크기는 각각 1부터 4개의 폭

을 가지는 모듈로 구성이 된다. 실제 바코드 상 취득 시 

모듈 한 개의 pixel 크기는 조명, 피사체의 회 , 카메라의 

기울임, Auto focus 조건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가변 으로 

변한다. 이때 식 14의  을 통해 각 모듈의 픽셀 거리 값

을 구할 수 있으며 각 모듈의 1부터 4까지 폭을 추정할 수 

있다. 픽셀간 거리를 구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그림 

10(a)와 같이 모듈의 폭에 따라 step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찰 할 수 있다. 그림 10(a)와 같이 모듈 폭에 따른 경계 

값을 계산하여 그림 10(b)와 같이 ( 형그래 : sorting  

pixel 거리 값, 직선: 경계 값에 따른 모듈 폭) pixel의 크기

가 가변 으로 변한다 하여도 모듈의 폭을 구분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 다. 바코드의 Black과 White의 모듈 폭이 결

정되면 2진 데이터를 생성해야 하며, 모듈 폭이 1,2,3,4 일 

때 각각 (Black Module: 1, 11, 111, 1111) (White Module: 

0, 00, 000, 0000)로 배치를 하며 이 후 ASCII decoding 방

법에 따라 ASCII 코드로 데이터를 변환 한다[9]. 

4 . 실 험방 법   결과

4 .1  바코드 신 호 의 모 델링  test 바코드 신 호  생성

바코드의 원 신호는 모듈의 개수가 인 경우, 시작  , 

끝  를 이용하여, 식 14 과 같이 폭이 인 펄스 함수 

 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10]. 

(a)                        (b)

그림 1 0  Pixel 거리와 경계 값 조건에 따른 모듈 폭 결정 방법

Fig. 1 0 A method of a module width decision depending on 

a condition of each pixels distance and boundary 

value 

  
  



  


  






× 


×                 (14)

이때,     는 각 모듈의 크기이고, 

   은 모듈의 폭,      는 각 모듈의 

시작 치를 나타낸다. 

                      (15)

이상 인 바코드 신호는  로 표  가능하지만 

식 15에서 보는 것처럼 스마트 폰 카메라에 의해 취득되는 

실제 바코드 신호 는 이상 인 바코드 신호에 카메라의 

포커스 함수 가 컨볼루션 되고 조명에 의한 향 

에 잡음 가 더해지는 형태로 모델링 할 수 있다[3]. 제

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평가 하기 해 그림 11(a)에 보는 

것과 같이 UPC-A 타입의 “801234567893” 12자리 바코드 

패턴을 나타내는 총 95개의 모듈로 구성된 Test 상을 사

용하 다. 식 15의 Blurring 효과 함수, 불 균일 조명 

, 백색 잡음 를 Test 상에 인 으로 혼합하 다. 

Blurring 효과를 해 식 16과 같은 가우시안 Blurring 필터

를 사용하 으며 그림 11(b)은  ×,  일 때 

Filtering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1 1 가우시안 필터에 의한 Blurring 효과 (a) 이상 인 

바코드 image (b) Blurring 바코드 image  ×  

 

Fig. 1 1 Blurring effect by Gaussian Filter (a) Ideal Barcode 

Image (b) Blurring Barcode I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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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 바코드 Test 상을 만들기 한 과정 (a) 이상 인 바코드 신호, (b) 가우시안 필터에 의한 바코드 Blurring 신호 

( ×   ) (c) 앙이 밝은 형태(    ) (d) 오른쪽이 밝은 형태(    ) (e) 인  조명( 앙이 

밝은 형태)과 백색 잡음(SNR=15dB)이 혼합된   (f) 인  조명(우측이 밝은 형태)과 백색 잡음(SNR=15dB)이 혼합

된   

Fig. 1 2 A process for a creating testing images (a) an ideal bar code image (b) a blurred image by applying gaussian filter

( ×   ) (c) the image of the form where the center is bright(    ) (d) the image of the form where 

the right is bright (    ) (e) the   is mixed artificial illumination(the center is bright) and white 

noise(SNR=15dB) (f) the   is mixed artificial illumination(the right is bright) and white noise(SNR=15dB)

　 제안하는 방법 　 Gauss-Newton [3] 　 W/o compensation [1]

Blurring White Noise SNR White Noise SNR White Noise SNR

σ 15dB 20dB 25dB 15dB 20dB 25dB 15dB 20dB 25dB

0.4 0.069 0.069 0.069 　 0.3078 0.2676 0.2567 0.5841 0.5206 0.516

0.5 0.161 0.161 0.138 0.3075 0.2667 0.2653 0.6193 0.5377 0.518

0.6 0.276 0.253 0.253 0.3102 0.2853 0.2663 0.6342 0.5389 0.5206

0.7 0.299 0.345 0.322 0.3144 0.2899 0.2773 0.7588 0.5589 0.5209

0.8 0.368 0.345 0.391 0.4125 0.3512 0.2827 1.149 0.7042 0.5448

0.9 0.414 0.391 0.391 　 0.8443 0.6987 0.5238 　 1.5812 1.3451 0.8425

표 1 앙부가 밝은 형태의 불 균일 조명 하에서 블러링 함수와 SNR을 달리 했을 때 평균 ME(불균일 조명 조건 

    )

T ab le 1 Average ME under various kernels and SNR under the nonuniform whose central part is brighter. .(Condition of 

nonuiniform bright normal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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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하는 방법 　 Gauss-Newton[3] 　 W/o compensation[1]

Blurring White Noise SNR White Noise SNR White Noise SNR

 15dB 20dB 25dB 15dB 20dB 25dB 15dB 20dB 25dB

0.4 0.069 0.069 0.069 　 0.2409 0.222 0.2137 0.5917 0.5792 0.5715

0.5 0.138 0.138 0.138 0.2446 0.2227 0.217 0.5978 0.5774 0.5727

0.6 0.253 0.253 0.253 0.5162 0.2998 0.219 1.0309 0.5815 0.5698

0.7 0.322 0.322 0.322 0.593 0.3798 0.3041 1.0126 0.591 0.5757

0.8 0.368 0.368 0.391 0.6204 0.5591 0.551 1.0405 0.9171 0.6738

0.9 0.391 0.391 0.391 　 1.0242 0.6592 0.6537 　 1.259 0.9917 0.6726

표 2 우측이 밝은 형태의 불 균일 조명 하에서 블러링 함수와 SNR을 달리 했을 때 평균 ME(불균일 조명 조건 

    )

T ab le 2 Average ME under various kernels and SNR under the nonuniform whose right part is brighter.(Condition of nonuiniform 

bright normal pdf     )

  


 

                                   (16)

한, 인 인 조명 식 15의 를 첨가하기 하여  

NPDF(Gaussian Norm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 

의해 앙이 밝을 때, 우측이 밝을 때의 인 인 조명을 만

들었으며 다음 식 17, 18과 같다.

   






   

                    (17)

 ≦≦

  × 
                  (18)

 ≦≦

식 18은 NPDF에 의해 발생한 를 바코드 신호에 합

하도록 정규화하는 과정이며, 는 백색잡음으로 

SNR(signal to noise ratio)에 따라 잡음의 상이 달라진다. 

그림 12는 바코드 test 신호의 생성 과정을 보이며 식 

16,17,18에 의해 blurring(그림 12(b)), 조명효과(그림 

12(c)(d)), white noise혼합(그림 12(e)(f)) 등의 효과가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4 .2  성능평 가  방 법

불 균일 조명 하에 인 으로 생성한 Blurring Filter 계

수의 를 0.3 에서 0.9까지 조 하 고   따라 백색잡음의  

SNR을 15dB에서 25dB까지 발생시켜 각 모듈의 크기 값들

의 식 19와 같은 50번의 평균 ME(Maximum of absolute 

Error)를 구하 다. 바코드는 검증방법에는 모듈의 크기에 

따른 ME를 구하여 성능 평가하는 것이 일반 이다[1]. 한 

제안하는 알고리즘 성능 비교평가를 해 Gauss-Newton 

알고리즘을 사용한 알고리즘과 W/o compensation 알고리즘

과의 성능 비교를 하 다. 

  
 ≦≦                    (19)

그림 13은 표 1의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며 앙이 

밝은 조명의 조건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선행연구 된 2

가지 알고리즘보다 ME 값이 작은 오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14는 표 2의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며 우측이 밝은 형태의 조명에서도 기존 알고리즘보다

ME의 오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제안 하는 알고리즘의 

특이 은 그림 13, 14에서 보는 것처럼 White Noise의 SNR

이 증가하더라도 편차가 크지 않지만 비교 알고리즘은 SNR

에 따라 편차가 큰 것을 찰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제시하는 알고리즘의 Baseline Wandering Filter에 

의해 불 균일 조명에 의한 모듈 치변화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효과 인 Moving Average Filter에 의해 백색 

잡음 성분이 모듈의 피크 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3 실 제 바코드 상 취득에 의한 실 험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이용한 바코드 인식 시스템의 용 

가능성을 단 하기 하여 스마트 폰 의 카메라, Web 카

메라, 일반 Digital 카메라에서 각 50장씩 바코드 상을 취

득하여 인식 성능을 조사 하 다. 실험 상 스마트 폰 으

로 LG 옵티머스 큐, LG-LU2300, 500만 화소, Web 카메라

로는 Microsoft Lifecam HD-500, 400만 화소,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Olympus FE-310, 800만 화소 등을 사용하 으며 

모두 자동 포커스 기능을 사용하 다. 취득한 이미지는 각

기 다른 해상도에 의해 장 되므로 일 으로 640X480으

로 해상도를 조 하 다. 피사체의 바코드는 UPC-A 형태인 

각기 다른 150종의 책 뒷면에서 취득하 다. 실제 스마트 

폰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카메라 삼각 은 사용하지 않았으

며 다양한 조명 환경 에서 바코드 상을 취득하 다. 알고

리즘은 PC상에서 Matlab 2008a를 사용 하여 구 하 다. 인

식결과 LG 옵티머스 큐에서 측정한 50개의 바코드 상에

서는 1개의 인식오류가 나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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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5  실험에 사용된 표 바코드 상

Fig. 1 5  The representative bar code image which is used in experiment 

그림 1 3 그림 12(e) 복호 시 ME 값들의 평균 

Fig. 1 3 Average of ME value when fig 12(e) decode

Web 카메라인 Lifecam HD-500 에서 측정한 50개의 바

코드 상에서는 2개의 인식오류가, Olympus FE-310 에서 

측정한 50개의 바코드 상에서는 1개의 인식오류가 발견되

었다. 총 97.3%의 높은 인식성능을 보 으나 인식오류가 검

출된 4개의 바코드 상을 분석해보면 카메라의 자동 

이 맞지 않아 과도하게 Blurring 된 상이 2개, 45˚ 이상 

회 된 바코드 상이 1개, 지워진 바코드 상이 1개로 분석

되었다. 추 후 회 된 바코드 상 보정과 삭제된 모듈을 

복원하는 알고리즘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 4  그림 12(f)복호시 ME 값들의 평균

Fig. 1 4  Average of ME value when fig 12(f) decode

5 . 결  론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한 UPC-A 

바코드 인식에 한 것으로 심 도 신호의 피크를 검출하는 

DSTW 알고리즘을 용하여 상의 Blurring, 조명, 백색 

잡음 환경하에서도 최소의 오차를 가지는 바코드 모듈 검출 

성능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 다. DSTW 피크 검출 방법에 

따른 Baseline Wandering Filter는 불 균일 조명효과를 효율

으로 제거 하 다. 실제 150개 바코드 상에 한 인식 

실험에서 97.3%의 높은 인식률을 보 다. 오류가 발생한 

상을 분석하면 45˚이상 회 된 상과, 바코드 상 취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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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과 우측의 앵 이 틀어진 상에 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 후 회 과 좌우 측 앵 에 한 상에 한 보정과 삭

제된 모듈을 복원하는 알고리즘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알

고리즘은 스마트 폰 뿐만 아니라 일반 PC의 Web 카메라를 

통해 바코드인식이 가능하므로 POS 시스템 구축 등 활용분

야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차 후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2-Dimension 바코드 인식 시스템에도 용 가능하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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