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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내 측위 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GPS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기술들은 대부분 사설 무선 통

신망(Private Wireless Network)를 이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설치 및 유지 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측

위 오차가 수 미터로 실내 주차장 등 정밀한 측위가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QR 코
드 인식 기반 차량용 실내 측위 방법을 제안하였다. QR 코드 스캔을 통해 절대 좌표를 얻고 아핀 변환(affine 
transform)을 통한 기울기(Tilt) 및 회전(Roll) 보정과 스케일 변환 및 삼각함수를 이용한 카메라의 위치 정보(상대좌

표)를 획득하여 정밀한 위치 좌표를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13.79cm 의 평균 오차를 달성해 기존 무선 네트워크 기반 

기술의 오차 50cm 대비 단지 27.6% 정도 오차율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GPS is not able to be used for indoor positioning and currently most of techniques emerging to overcome the limit of 
GPS utilize private wireless networks. However, these methods require high costs f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and they are inappropriate to be used in the place where precise positioning is needed as in indoor parking lots. This 
paper proposes a vehicular indoor positioning method based on QR-code recognition. The method gets an absolute 
coordinate through QR-code scanning, and obtain the location (an relative coordinate) of a black-box camera using the 
tilt and roll angle correction through affine transformation, scale transformation, and trigonometric function. Using 
these information of an absolute coordinate and an relative one, the precise position of a car is estimated. As a result, 
average error of 13.79cm is achieved and it corresponds to just 27.6% error rate in contrast to 50cm error of the recent 
technique based on wireless networks.

키워드 : 실내 측위, 컴퓨터 비전, 패턴 인식, 영상 기하학, QR 코드

Key word :  Indoor Positioning, Computer Vision, Pattern Recognition, Image Geometry,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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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내 측위 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GPS 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기술들은 대부분 사설 

무선 통신망(Private Wireless Network)를 이용한 방법

이다[1]. 현재 실내측위 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통신 규격들로는 WLAN, UWB (Ultra-Wideband), 
블루투스(Bluetooth)가 있으며, 주로 핑거프린팅

(Fingerprinting) 기술과 삼각측위 기술을 이용하여 측

위를 수행한다.
저변 확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WLAN, Zigbee 를 선

두로 핑거프린팅 방식을 통해 측위를 하고 있지만 2m ~ 
10m 의 오차는 측위 정확도가 실외보다 훨씬 정밀해야 

하는 실내 측위 분야에서 상당히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 
후속으로 블루투스(Bluetooth) 에 기반한 연구와 UWB 
(Ultra Wide Band) 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저전력의 초

소형 AP (예를 들어, Bluetooth beacon) 형태로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송수신기를 배치할 수 있게 되 오차율

을 각각 2m, 0.5m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오차가 큰 편이고 UWB 기반 방법은 사용 주파

수 대역이 예약된(reserved) 영역이 아니어서 근처에 있

는 다른 용도의 시스템들에서 그 주파수대역이 이미 이

용되고 있는 경우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통신 가능 거리가 10m 정도로 제한적이어서 넓은 

실내공간에서는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UWB를 

이용한 측위 장비는 블루투스(Bluetooth) 나 WiFi 와 같

은 범용의 무선 통신 기술용 장비들에 비해 그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높다. 이러한 무선 통신 기반 실내 측위 

방법들은 공통적으로 무선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

기를 건물 내부 곳곳에 설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신호 

세기, 전파 장애물을 체크 관리해줘야 하고 핑거프린팅 

방식 측위의 경우 주기적으로 측위 모델 갱신도 해줘야 

하므로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치명적

인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은 사람보다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한 AP 의 접속 범위를 벗어나 다른 AP 
에 접속하기까지 걸리는 지연시간(hand-over delay)이 

커서 위치값 갱신에 많은 공백이 생기므로 실용성이 매

우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선 통신 기반 기술들의 한계

를 극복하고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실내 측위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영상 기반의 실내 측위 방법을 제안한다. 

본 방법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블랙박스 앱을 통해 화면 

전방의 주차장 기둥 등 실내 곳곳에 부착한 2차원 바코

드를 인식하여 절대 좌표값을 인식하고 기하학적 연산

을 통해 카메라로부터 바코드간 거리 및 방향을 추가로 

계산하여 상대 좌표값을 얻은 후 이 둘을 합산함으로서 

매우 정밀한 실내 측위를 수행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 매우 저렴한 방법이다.

Ⅱ. 관련 연구

기존에 연구된 영상처리 기반의 측위 기술은 주로 특

정 마크를 도로위에 표시해두고 그 패턴을 인식하여 위

치를 추정해내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전자

통신연구원(ETRI)에서 자체 개발된 D-Mark 기반 실내 

측위 기술이 있다[2]. 카메라가 지나가는 경로의 바닥 

면에 D-Mark를 부착하고,  기하학적 계산을 통해 측위

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D-Mark 인식 기술은 마크의 

모양 및 방향 등을 인식하기에는 탁월한 반면 마크 내

에 정보를 내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객관적인 측위 

정보(즉, 위도, 경도, 깊이(층) 등)를 집적할 수는 없다. 
또한, 바닥에 부착하는 방식의 특성상 차량이 지나다니

는 지면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마크가 훼손될 가능성

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실내 건물의 각 기둥

에 마크 이미지들을 표시한 후, 이를 차량에 거치한 스

마트폰 카메라가 인지하여 현재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

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정보를 저

장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를 조사한 결과 QR 코드가 

가장 최적임을 확인하였다.

Fig. 1 two types of D-Mark

표 1은 QR 코드와 기타 코드들 간 비교 분석을 나타

내고 있다. QR 코드의 데이터 용량이 가장 크고, 소형

의 사이즈이면서 인식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빠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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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chart for commercialized 2D barcodes

식 속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R 코드를 이용

한 기존의 실내 측위 방법을 조사한 결과, [3] 과 [9] 에
서 QR 코드 인식을 통한 측위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위도, 경도 등의 정보를 담

고 있는 QR 코드를 건물 벽에 부착한 후, 사용자가 다

가가 스마트폰 단말기로 촬영하면 현재 그 건물의 어느 

지점에 있는 지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QR 코드로부

터 떨어진 거리와 방향 등 실시간 정밀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차량용 정밀 측위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

다. 따라서 본 논문은 D-Mark 와 같은 특수 표식을 통한 

위치 인식과 QR 코드의 정보 수용성을 모두 채용한 방

식의 연구를 수행한다. 주차장 기둥 등에 부착된 QR 코
드를 블랙박스 카메라에서 인식한 후 디코딩된 절대 좌

표 정보를 획득하고, 기하학적 연산을 통해 카메라와 

QR 코드간 거리 및 방향(상대좌표)을 계산하여 그 디코

딩된 절대 좌표로부터 차량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정밀

한 위치를 찾아낸다.
   

Ⅲ.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QR 코드를 인식하고 카메라로부터 떨

어진 QR 코드 의 위치를 기하학적 계산을 통하여 정확

히 계산함으로써 차량의 정확한 절대 좌표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알고리즘의 절차는 영상 획득 

> QR 코드 스캔 > 기울기(Tilt) 및  회전(Roll) 보정 > 거
리 및 방향각 계산 > 지도(네비게이션 맵)에 표시 순으

로 진행된다.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그림 2와 같다.

Fig. 2 Flow chart of algorithm

Fig. 3 Structure of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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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미지 캡쳐 및 QR 코드 스캔(Capture Image & QR 

Code Scan)

QR 코드는 Denso-Wave 社에서 제작한 코드로[4] 코
드의 내부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QR 코드는 마크의 상

하좌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위치 인지 패턴

(position detection pattern) 과 정보를 담아두는 그 밖의 

내부 정보 패턴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촬영된 QR 코
드를 인식하여 디코딩하는 과정[5]은 영상을 획득한 후 

RGB 채널에서 그레이(Gray-Scale) 채널로 변환을 한 

후 이진화를 수행하고 이진 영상으로부터 모폴로지 연

산을 통해 QR 코드의 형태를 정사각형에 근사하게 만

든다. 그 후 외곽선 검출 및 다각형 근사화를 통해 QR 
코드 최외곽의 사각형 윤곽선을 찾고, 이로부터 사각형

의 네 꼭지점을 얻는다.
그런 다음 전체 영상에 대한 픽셀 검사를 통하여 위

치 인지 패턴(position detection pattern) 을 확인한다. 
이렇게 인식된 QR 코드는 투영 변환을 통해 정사각 형

태로 변환된다. 그 후 QR 코드 내부의 각 블록 인식을 

위한 격자를 생성한 후 인지한 version information(버전 

정보)에 따라 데이터 부분의 디코딩을 수행한다. 각 과

정의 처리 결과를 그림 4에서 나타내고 있다.
각 과정의 세부 설명은 아래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a)              (b)             (c)

(d)             (e)

Fig. 4 (a) Captured image (b) Binarized image (c) 
Morphology image (d) Canne Edge image (e) Result of 
Polygonal Approximation

3.1.1. 이미지 획득 및 이진화

먼저 RGB 채널의 영상을 그레이 영상으로 변환한 

다음 이진화의 기준이 되는 문턱 값(Threshold)을 계산

한다. 같은 QR 코드라도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는 전체

적으로 휘도가 낮게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밝은 곳에

서는 휘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적응형(Adaptive 
Threshold) 방법을 사용하며, 이는 식 (1)과 같다. 

   

 




               (1)

본 수식은  ×  크기의 마스크(Mask) 범위 내에 

있는 픽셀 값들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로부터 일정 상수  

를 빼 최종 문턱 값(Threshold)을 결정한다. 그림 5는 적

응형(Adaptive Threshold)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a)                 (b)

Fig. 5 (a) Binary image obtained by typical binarization 
(Threshold = 50) (b) Result Image obtained with adaptive 
threshold values

3.1.2. 모폴로지 및 캐니 엣지를 이용한 엣지 검출

먼저 모폴로지(Morphology) 연산을 수행한다. 그림 

4의 (b)와 같이 이진화된 QR 코드의 내부에 존재하는 

검은 픽셀들에 대해  크기의 마스크를 이용하여 닫힘

(팽창 후 침식) 방식을 통해 제거하여 그림 4의 (c)와 같

이 내부가 채워진 큰 사각형 박스 모양을 추출한다. 사
각형에 근접한 형태를 띄게 된 이미지에서 엣지 성분을 

얻기 위해 캐니 엣지(Canny Edge)[6] 알고리즘을 수행

하여 그림 4의 (d) 와 같이 사각형의 외곽 직선들이 선

명히 나타나도록 한다.

3.1.3. 다각형 근사화 및 위치 인식 패턴(Position 
Detection Pattern) 조사

QR 코드의 외곽 엣지 성분을 사각형 형태로 근사화하

는 과정을 진행한다. 다각형 근사화는 Ramer-Douglas- 
Peucker 알고리즘[7, 8]에 기반을 둔다. 그 과정은 그림 

6과 같다. 먼저 근사화의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직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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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그 두 지점 사이에 존재하는 픽셀들을 하나씩 

조사한다. 어떤 점에서 직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길이   가 상수 보다 클 경우, 그 점을 새로운 근

사화의 기준점으로 잡는다. 시작점과 중간점, 중간점과 

끝점을 잇는 두 직선을 생성한다. 각 직선에 대해 더 이

상 중간점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위의 과정을 재귀적

으로 반복한다. 그림 4의 (e)는 다각형 근사화된 QR 코
드 이미지를 보여준다.

Fig. 6 Procedure of Polygonal Approximation

네 개의 근사화 기준점(즉, 꼭지점)으로 만들어지는 

사각형 영역 내에서 적응형 방법(Adaptive Thresholding)
을 거쳐 만들어진 이진 이미지 내의 위치 인식 패턴

(Position Detection Pattern)을 찾기 위해 픽셀 조사를 

수행한다. 이진 이미지를 횡 방향으로 스캔하면서 

1:1:3:1:1의 비율을 갖는 흑백 패턴이 있는지 조사하여 

해당되는 픽셀들을 선발한다. 

(a)                         (b)

Fig. 7 (a) Position Detection Pattern of QR Code which is 
viewed from the front (b) Position Detection Pattern of QR 
Code which is viewed form the side

선발된 라인 조각들에 대하여 이번에는 종 방향으로 

1:1:3:1:1의 비율을 갖는 흑백 패턴이 있는지 재조사한

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픽셀들의 평균 값을 위

치 인식 패턴의 중앙좌표로 판단한다. 그림 7의 (b)와 

같이 QR 코드가 기울어진 모습으로 촬영되었다 하더라

도 1:1:3:1:1 의 픽셀 비율은 유지된다. 따라서 위치 패

턴 인식 조사 과정은 측면 기둥에 부착된 QR 코드 인식

에도 문제가 없게 된다.

3.1.4. 투영 변환(Perspective Transform)
정자세의 정사각형 모양의 QR 코드 이미지를 얻기 

위해 앞서 파악된 QR 코드의 네 꼭지점을 기준으로 투

영 변환을 처리한다. 투영 변환된 QR 코드의 좌상단, 
좌하단, 우상단에는 위치 인식 패턴이 존재하여야 한다. 
좌상단, 좌하단, 우상단의 위치 인식 패턴과 근접한 세 

개의 꼭지점 좌표를 각각   ,   ,   

라 하고, 위치 인식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우하단 꼭지

점을   이라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투영 변환을 

거친 QR 코드를 담을 버퍼를 할당한 후, 영상의 좌상단, 
좌하단, 우하단, 우상단 좌표를 각각 ′ ′, 
′ ′, ′ ′, ′ ′라 할 때 투영 변환을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










  

  
  











                           (2)

    (3)

먼저, 식 (2)에 있는  ×   행렬 안의 원소들을 구하

기 위해 식 (3)의  ×   행렬을 계산한다. 그 후,  ×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여 식 (3)의 양 변에 곱한 후, 좌변

을 계산하면 식 (2)의  ×   행렬에 속하는 원소들의 값

을 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QR 코드 영역 내의 각 좌

표 에 대하여 식 (2)를 적용하면 변환된 ′ ′
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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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 QR 코드를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격

자(Grid)가 필요한데, 격자를 나누는 기준을 일정한 픽

셀의 길이, 즉 상수로 정한다면 버전이 높은, 즉 블록 수

가 많은 QR 코드의 경우 디코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QR 코드의 버전이 높아지더라도 

위치 인식 패턴은 최소 단위 블록의 크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격자의 최소 단위 블록을 

잡을 수 있다. 각 블록들은 투영변환을 거쳐 잡음이 발

생하였기 때문에 블록 내부가 완전한 하나의 색으로 이

루어져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완벽한 흑백의 블록으

로 만들기 위해 블록 단위로 흑백의 점유율을 구한 후, 
가중치에 따라 1과 0을 판단한다.

3.1.5. 디코딩

내부 내용을 디코딩하기 위해 격자를 생성해 덧댄 후 

포맷 정보(Format Information) 비트를 판독한 후 해당 

마스크 패턴(Mask Pattern)을 찾아 QR 코드에 전체에 

타일링(tiling) 방식으로 덧댄다. 이때 QR 코드 이미지

의 각 픽셀과 마스크 패턴의 검정색 픽셀이 겹치는 부

분의 픽셀 값을 반전(inversion)시킨다. 그 후,  ×   또
는  ×   크기의 8비트 단위 코드를 우측하단 최외각 

비트 픽셀부터 그림 8과 같이 Zig-Zag 형태로 읽어나간

다. 실질적인 디코딩은 중간 지점에서 종료되며, 그 후

는 QR 코드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복구해주는 패리

티 코드이다.

Fig. 8 Decoding procedure of QR Code

3.2. 기울기 및 회전 보정(Tilt & Roll Correction)

카메라의 자세는 기울기(Tilt), 좌우(Pan), 회전(Roll) 
세 각에 의해 결정된다. 기울기(Tilt)는 카메라의 상하 

회전각을, Pan은 좌우 회전각을 결정하며 Roll은 광

축(Optical Axis)을 중심으로 한 카메라의 회전각을 

결정한다. 그림 9는 카메라 모델의 회전각 정보를 보

여준다.

Fig. 9 Rotation axis of camera model

블랙박스 카메라를 통해 얻은 영상 내 QR 코드는 설

치된 카메라의 각도, 차량의 코너링에 의한 기울기, 차
량 및 카메라의 일시적인 흔들림 등에 의해 기울기(Tilt) 
및 회전(Roll) 값이 변화할 수 있다. 본 과정은 기울기

(Tilt) 와 회전(Roll) 값을 보정함으로써 외부 잡음을 차

단하여 원활한 측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3.2.1. Tilt Correction
먼저 기울기(Tilt) 값을 제한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높이 정보를 얻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 높이와 QR 코드의 높이를 맞추어 높이 차

를 없앰으로써 기울기(Tilt) 값을 보정하도록 하였다. 블
랙박스는 대개 차량 내부의 룸 미러에 매달아서 설치하

는데, 룸미러의 높이는 전고(차량의 접지 면에서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와 흡사하다. 보편적으로 사용되

는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차종별로 5대씩 표본을 뽑아 

총 25대의 차량에 대해 평균 전고를 계산하였다. 그 결

과 QR 코드를 부착하기 위한 최적의 높이는 으로 계산

되었다. 경차의 평균 전고는 대략 로 평균 전고와  차이

이며, 대형차의 전고는 약 로 평균 전고와 의 차이를 갖

는다. 이 두 차이는 실제 환경에서는 미세한 차이이므

로 인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량에 블

랙박스 카메라를 장착하고, QR 코드를 지상으로부터  

높이에 있는 위치에 부착시킨다면 상하 움직임에 무관

한 위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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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Roll Correction
본 과정에서는 측위를 위해 필요한 QR 코드의 네 꼭

지점에 대해 회전(Roll) 값을 보정하는 방법을 다룬다. 
네 꼭지점을 보정하면 회전(Roll) 각도가 변화하더라도 

그림 10과 같이 일정한 좌표를 얻을 수 있다.

Fig. 10 before(Red) and after(Blue) Roll Correction of QR 
코드‘s four vertices.

먼저 아핀 변환(Affine Transform)에 필요한 두 변수

인 네 점의 무게 중심 좌표 과 roll 각도 를 구한다. 

   를 구하기 위한 수식 및 모멘트의 계산식

은 다음과 같다.

  


   


                       (4)

  
 ∈

                          (5)

식 (5)를 통해 0차 모멘트  , 1차 모멘트 와 

를 구한 후, 식 (4)와 같이 각각을 로 나누면 무

게 중심 좌표  을 얻을 수 있다. QR 코드의 우상

단과 우하단 꼭지점을 잇는 직선의 중점을 로 가정하

면 다음 식 (6)을 이용하여 회전(Roll) 각도 를 구할 

수 있다.

  tan  
                    (6)

다음으로 아핀 변환(Affine Transform)을 위한 Map 
행렬을 계산한다. Map 행렬의 구조는 식 (7)과 같다.

Map 

 


   centerx centery

  centerxcentery   (7)

여기서 와 는 각각 sin와 cos이다. 최종적

으로 아핀 변환을 통해 교정된 QR 코드의 꼭지점 

′ ′을 얻는다. 최종 계산식은 식 (8)와 같다.




 


′

′  ∙












                      (8)

3.3. 거리 및 각도 계산(Distance & Angle Computation)

QR 코드와 카메라 간의 거리 계산은 스케일(Scale) 
값 계산 → 광축 거리(픽셀 단위) 계산 → 카메라와 QR 
코드 간의 거리(픽셀 단위) 계산 → 픽셀 단위에서 실제 

단위로의 스케일 변환(Scaling) 순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실제 공간과 이미지 사이의 스케일 값을 구한

다. 스케일 값을 구하기 위한 척도로 QR 코드의 한 변

의 길이를 사용한다. QR 코드의 실제 길이 은 제

작한 QR 코드의 한 변의 길이를 측정하여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영상에서 

얻은 QR 코드가 정사각형이라면 두 꼭지점 간 길이 계

산을 통해 값을 쉽게 얻을 수 있겠지만, 실제 영상 내의 

QR 코드는 회전(Pan) 각도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모습을 띈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QR 코드의 네 꼭지점들을 그림 

11와 같이 좌상단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  ,  , 

이라고 정의한다. 와 사이의 거리, 와   

사이의 거리를 구한 후, 두 길이의 평균 값을 얻으면 그 

값을 QR 코드의 한 변의 길이 로 가정할 수 있다. 

위의 계산을 통해 얻은   값과 실제 길이 값을 

이용하여 스케일 값 를 구한다.

  


                                 (9)

Fig. 11 Trapezoid-shaped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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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lation among Optical Axis, Field of View(FOV) 
and image width

다음으로는 화각 과 영상의 가로 픽셀 길이 

를 이용하여 광축의 픽셀 길이 를 구한다. 

는 카메라 모델의 데이터 쉬트(Data Sheet)를 참

조하여 얻을 수 있다. 그림 12는 광축과 영상의 가로 길

이, 화각의 관계를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카메라와 QR 코드 간의 거리를 계산하

고 스케일 변환을 한다. QR 코드의 중심점    

 은 영상 내에 있으므로 그림 12의 평면 상에 존

재할 것이다. 광축 은 평면과 수직이므로 점 과 

  역시 수직을 이룬다. 주점 와   사이의 유클리

드 거리 를 계산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y축의 높이

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유클리드 거리 공식을 변형한 식 

(10)을 사용하였다. 최종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고 식 (9)에서 구한 스케일 값 을 곱하여 식 

(11)와 같이 계산하였다.

                         (10)

   ×               (11)

Fig. 13 Relation among Optical Axis  , Euclidean 
Distance  , and Distance D

QR 코드와 카메라 간의 각도 는 그림 13과 같이 

QR 코드의 중심이 카메라의 주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리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QR 코드의 중심 과 

주점 사이의 거리는 이며, 와  , 는 직

각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역탄젠트(Inverse Tangent)
를 이용하여 를 구할 수 있다. 이는 식 (12)와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tan 
                       (12)

3.4. 지도 위에 위치 좌표 표시(Pointing on Map)

먼저 QR 코드의 위치와 ID가 저장되어 있는 주차장

의 지도를 생성한다. 그 후, 카메라로 촬영된 QR 코드를 

디코딩하고, 디코딩된 정보 중 ID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

는다. 그림 14는 지도에 현재 카메라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슈도 코드(Pseudo Code)이다. 먼저 실제 환

경에서 지도 환경으로 옮기기 위해 거리 값의 단위 및 크

기를 스케일 변환한다. 그 다음으로 위에서 구한 거리와 

각도를 이용하여 QR 코드와 카메라 간의 축, y축 거리

를 구한다. QR 코드로부터 얻은 ID에 해당하는 좌표에 x
축, y축 거리를 더하여 지도 상에 현재 위치를 표시한다. 
구현 예로, 그림 14의 경우 각각의 ID 번호에 따라 다른 

QR 코드 좌표(Flag)를 더하여 구현함을 볼 수 있다.

Fig. 14 Pseudo Code of Pointing on map Method

Fig. 15 Real Environment and create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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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현 및 검증

구현을 위해 LG Nexus 5 스마트폰과 아우토가드 블

랙박스 앱을 사용하였다. 스마트폰의 AP는 Qualcomm 
MSM8974 Snapdragon 800, OS는 Android 5.0(Lolipop), 
카메라 동영상 화소는 1920x1080p, 화각 65.35도, 프레

임 수는 30fps이다. 그리고 검출된 QR 코드는 촬영 위

치에 따른 크기 변화가 있지만 대략 100 x 100에서 300 
x 300 범위에서 인식되었다.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영상처리 라이브러리 Open 
CV와 오픈 소스 코드 인식 라이브러리 Zbar를 사용하

였으며, Eclipse를 사용하여 코드를 빌드하였다.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변의 길이가 각각 8cm, 25cm, 
42cm, 66cm 인 QR 코드 4개를 준비하여 지하주차장 

기둥에 설치한 후 최대 인식(QR 코드 내부 비트 데이

터 인식 포함) 거리를 측정하였다. 이로부터 8cm QR 
코드 는 81cm, 25cm QR 코드 는 334cm, 42cm QR 코
드 는 660cm, 66cm QR 코드 는 1203cm 까지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

르면 지하주차장 은 차량 2대 또는 3대 마다 기둥을 설

치하게 되어 있으며 그 간격은 각각 5.1m, 7.4m 를 유

지하게 되어 있고 화각 한계에 따른 QR 코드 인식이 

가능한 최근접 거리 실험결과는 4.5m 로 나타났기 때

문에 최근접 기둥의 QR 코드 인식이 안 될 때는 결국 

두 번째 기둥이 7.4m + 4.5m = 11.9m 의 거리에 위치하

므로 최소 11.9m 이상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66cm 크기의 QR 코드를 사용하여

야 한다.
수평으로 64cm, 수직으로 12m ~ 5.5m 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 경로에 대하여 10cm 단위로 총 12번의 경우

에 대하여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 데이터

는 표 2와 같다.

Fig. 16 Experiment environment

Table. 2 EThe data collected through an experiment

Test Real distance / 
angle

Mean of measured 
distance / angle Rate of error

01 1050cm / -17.7˚ 1055cm / -16.9˚ 0.47% / 4.52%
02 1002cm / -18.6˚ 1002cm / -17.4˚ 0.00% / 6.45%
03 955cm / -19.6˚ 957cm / -18.7˚ 0.21% / 4.59%
04 908cm / -20.6˚ 903cm / -20.0˚ 0.55% / 2.91%
05 862cm / -21.8˚ 869cm / -21.6˚ 0.81% / 0.92%
06 815cm / -23.1˚ 824cm / -23.1˚ 1.10% / 0.00%
07 770cm / -24.6˚ 781cm / -25.0˚ 1.42% / 1.63%
08 725cm / -26.2˚ 738cm / -26.8˚ 1.79% / 2.29%
09 680cm / -28.1˚ 694cm / -29.2˚ 2.06% / 3.91%
10 636cm / -30.2˚ 650cm / -31.0˚ 2.20% / 2.20%
11 594cm / -32.6˚ 586cm / -33.4˚ 1.34% / 2.45%
12 552cm / -35.4˚ 543cm / -36.2˚ 1.63% / 2.26%

각 지점에서 거리와 각도를 측정 후 12개의 표본을 

얻어 평균과 오차율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와 그

림 17로 나타내었다. 계산 실제 거리 평균 오차율을 계

산한 결과, 거리 값의 평균 오차율은 1.13%, 각의 평균 

오차율은 2.84%로 나타났다. 한편 블랙박스 앱의 초당 

평균 16 프레임의 영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영상 처리 지연 시간은 최대(max.) 325msec 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Fig. 17 Comparison graph between real value and measured 
value

최종적으로 실제 오차 거리 를 계산하였다. 실

제 거리 와 측정 거리  , 끼인 각 (실제 각도 

와 측정 각도 의 차)을 알고 있을 때, 코사인 제 2법

칙을 변형한 식 (13)을 사용하면 실제 오차 거리 
를 구할 수 있다. 12개의 데이터를 계산하여 얻은 오차 

거리의 평균값은 13.79cm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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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13)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QR 코드 인식 기반 차량용 실내 측위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진화 및 모폴로지, 케니 엣지를 

거쳐 얻어진 QR 코드의 외곽선에 대해 다각형 근사화

를 함으로써 측위에 필요한 요소인 네 꼭지점을 획득하

고 이를 기준으로 투영 변환(Perspective Transform) 및 

내부 정보를 디코딩하여 측위 정보의 기준점이 될 절대

좌표(QR 코드가 있는 위치)를 얻었다. 외부 잡음에 

강인한 모델을 얻기 위한 단계로 아핀 변환(Affine 
Transform)을 이용하여 기울기(Tilt) 및 회전(Roll) 보정

을 하였다. 그 후 스케일 변환 및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위치 정보(상대좌표)를 얻을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영상처리 기반 측위 방식인 

D-Mark의 (기하학적 계산에 의한) 정확성을 채용하는 

반면, 바닥에 부착하지 않고 건물 기둥에 부착하는 방

식으로 D-Mark의 코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또
한, QR 코드의 정보 수용 기능을 활용하여 QR 코드 내

에 위도, 경도, 깊이(층) 등의 절대 좌표를 심었다. 결과

적으로 13.79cm 의 평균 오차를 달성해 기존 무선 네트

워크 기반 기술의 오차 50cm 대비 단지 27.6% 정도 오

차율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

면에서도 QR 코드를 출력해 주차장 기둥 등에 붙이는 

것 외에 추가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확보된 정밀 측위 정보는 협소한 실내 주차장 

안에서도 주차관리시스템과 네비게이션 간 연동을 통

해 입수한 가용 주차칸 또는 주차장 진출입구까지 차량

을 안내하고 해당 주차칸에 주차시 차량 입사각을 시각

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존 무선기

반 측위 기술과의 정확한 비교이나 이종 기술간 직접적

인 비교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무선 기반 기술에 대해 

보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해보았으며 확실히 성

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마크인식과정에 있어 실내 조명은 실외의 태양

에 비해 역광이나 난반사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

며 마크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모든 프레임에 대해 

측위를 성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조명 변화 (illumination variation) 극복을 위한 알고

리즘을 별도로 구현하지는 않았고 실험 측위 결과도 양

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될 정

도로 실내 조명이 강한 주차장에서는 modified census 
transform [10] 등의 저감 알고리즘들을 추가하면 충분

히 극복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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