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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컨테이너 BIC-code란 국제 운송 및 복합적인 운송환경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약속된 규약이다. 
BIC-code는 해상운송 컨테이너의 식별 부호이며 국가 code와 다양한 조작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
록 항공, 해양을 통한 물류운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물류를 처리하는 항만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의 BIC-code를 다중 이진화를 통해 영역을 추출하고 개별 code
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코드 인식에 있어서, 기후 요소, 빛, 카메라 위치, 컨테이너의 색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고정된 임계값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에서는 각 영상에 대해 다양한 임계값으로 인식을 수행하여 
가장 우수한 인식 결과를 선택한다. 각 임계값에 대한 이진화, 레이블링, close연산을 통해 BIC-code의 가로, 세로 여부
를 판단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개별 code를 분리한다. 분리된 개별 code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자료와 템플릿 매칭을 
통해 인식한다. 각 임계값에 대한 인식결과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선택하게 된다. 실험 결과
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조명상황에 관계없이 컨테이너 BIC-code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인식함을 보인다. 

ABSTRACT

The container BIC-code is a transport protocol for convenience in international shipping and combined transport 
environment. It is an identification code of a marine transport container which displays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including country's code. Recently, transportation through aircrafts and ships continues to rise. Thus fast and accurate 
processes are required in the ports to manage transportation.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propose a BIC-code region 
extraction and recognition method using multiple thresholds. In the code recognition, applying a fixed threshold is not 
reasonable due to a variety of illumination conditions caused by change of weather, lightening, camera position, color 
of the container and so on. Thus, the proposed method selects the best recognition result at the final stage after applying 
multiple thresholds to recognition. For each threshold, we performs binarization, labeling, BIC-code pattern decision 
(horizontal or vertical pattern) by morphological close operation, and character separation from the BIC-code. Then, 
each characters is recognized by template matching. Finally we measure recognition confidence scores for all the 
thresholds and choose the best on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yields accurate recognition for 
the container BIC-code with robustness to illumination change.

키워드 : BIC-code, 이진화, 템플릿 매칭, 인식 

Key word : BIC-code, threshold, template Matching,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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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가 거듭될수록 항공, 해양을 통해 운반되는 화물들

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월 ~ 8월의 부산항 컨

테이너 처리실적은 9,421,132TEU로 전년 동기대비 약 

23.0% 증가를 기록했다. 자세히는 수입화물 처리실적

은 2,569,713TEU로 전년 동기대비 23.5%, 수출화물 처

리실적은 2,581,087TEU로 전년 동기대비 21.9%, 환적

화물 처리실적은 4,221,915TEU로 전년 동기대비 

22.6%, 연안화물 처리실적은 48,416TEU로 전년 동기

대비 150.1% 증가했다. 또한 중국 상하이항의 컨테이

너 물동량은 매년 264.1만TEU에 달하며 매년 20.7%씩 

증가하고 있다. 국제항만운송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

면 로테르담 항만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매년 15%이상

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1]. 이처럼 매년 각 항만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다. 
더욱이 해양화물은 비용이 항공화물보다 저렴해 지금

도 많은 화물들이 해양으로 운송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많이 증가할 예정이다. 때문에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각 

항만들은 증가하는 물류 량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처

리가 요구되고 있다. 
컨테이너의 측면, 후면, 상부에는 컨테이너의 정보를 

담고 있는 BIC-code가 마킹되어 있다. BIC-code란 컨테

이너를 이용한 해상운송의 기술적 관리를 위해 컨테이

너의 강도, 고유 식별번호, 오너 코드 등 컨테이너의 정

보를 담고 있는 코드(code)를 말한다. BIC-code는 1972
년 국제표준화 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국제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BIC- 
code의 배정 및 오너 코드 등록 관리를 BIC에 위임하였

고, 그 후 BIC에서는 해양 운송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

고 있다[2].
현재 일부 항만에서 컨테이너 BIC-code 인식에 사용

하는 방법은 바-코드(bar-code) 시스템, RFID 방식, 영
상처리를 사용하고 있다. 바-코드 시스템은 컨테이너에 

바-코드 장비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훼손이나 손

실 시에는 컨테이너 BIC-code 인식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컨테이너 code가 변경될 때마다 바-코드

도 같이 변경해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

들 때문에 요즘은 바-코드, RFID 시스템이 아닌 영상처

리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려는 추세에 있다[3].
컨테이너 BIC-code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 방법은 밝

기 변화를 이용한 방법과, 엣지 기반의 방법이 있다

[4,5]. 밝기 변화를 이용한 방법은 영상의 밝기를 이용

하여 BIC-code 영역 부분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code 인
식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날씨 

변화 같은 외부요인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6]. 엣지 

기반의 방법은 BIC-code 부분의 수직, 수평 엣지 정보

를 허프만 변환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BIC-code 부분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7]. 또한 BIC-code 인식에 대하

여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인식하는 방법의 연구도 

있었다[8]. 
BIC-code는 4 자리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오너 코

드, 6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시리얼 넘버, 1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인 체크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BIC-code는 문자의 폰트, 크기, 나열 구조에 대

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컨테이너가 지나가는 

항만에서는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 많은 작업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기후 요소, 조명 조건, 카메라 위치, 컨테이

너의 색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고정된 임계값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중 이진화를 통해 컨테이너

의 글자 영역을 추출 후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9]. 제안한 방법은 이진화를 통한 영상의 글자 영역을 

추출하는 과정과 추출된 영상을 인식하는 단계로 구성

한다. 제안한 방법에서 이진화(thresholding)는 여러 가

지 방법이 있으나[10-12]. 제안한 방법인 다중 이진화가 

외부 요인을 많이 받는 실시간 컨테이너 처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추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을 선

택하였다. 여기서 이진화는 .영상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를 이용해 임계값을 사용자의 설정 횟수만큼 이진화를 

수행한다. 이진화된 영상을 바탕으로 BIC-code 영역이 

아닌 잡음을 제거하고 BIC-code가 세로, 가로로 나열되

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BIC-code 영역만 추출하게 된다. 
영역만 추출된 영상에서 체크 번호의 특징인 사각형을 

제거하고 11개의 BIC-code 개별 문자를 추출한다. 
문자를 인식하는 방법은 템플릿 매칭 방법을 사용하

였다. 템플릿 매칭 방법은 문자 인식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방법으로 유사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13-15].
최종적으로는 각 임계값마다 템플릿 매칭을 통한 문

자 인식의 매칭 점수를 저장하고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매칭 점수를 비교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임계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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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한 방법의 전체 다이어그램

Fig. 1 The entire diagram for the proposed method.

결과를 출력한다.

Ⅱ. 제안한 방법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 BIC-code의 영역 추출과 개

별 문자의 분리, 최종적인 인식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림 

1과 같은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해양 물류 운송수단인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각 

항만들은 검색기의 위치, payload를 측정하는 장소들의 

구조가 모두 다르다. 따라서 컨테이너 BIC-code를 인식

하기 위한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 카
메라가 설치된 위치에 따라 얻을 수 있는 BIC-code의 

영상은 기울어짐 같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호모그래피 변환을 사용한다. 호모그래피 

변환을 통해 기울어진 영상을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의 영상으로 보정함으로써 BIC-code의 분리, 인식에 미

치는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호모그래피 변환을 통해 보정된 영상은 미리 설정한 

횟수만큼 이진화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항만에서 컨테

이너의 검색은 실외에서 진행된다. 실외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밝기, 계절, 비나 눈 같은 외부요인이 많이 작용

하기 때문에 고정된 임계값을 사용하기가 힘들다. 따라

서 BIC-code를 인식할 시기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임계값을 찾기 위해 다중 이진화를 실시한다.
이진화된 영상은 BIC-code 영역이 아닌 잡음을 제거

하는 과정을 거친 후, 형태학적 필터(morphological 
filter) 중 하나인 닫힘(close) 연산을 통해 BIC-code의 

나열 구조를 파악한 후, 원본 영상에서 BIC-code만 따

로 추출한 뒤, Otsu 이진화를 실시한다.
BIC-code는 4 자리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오너 코

드, 6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시리얼 넘버, 1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인 체크 번호 총 11자리로 구성되

어있다. BIC-code를 정확하게 분리하고 인식하기 위해

서는 Otsu로 이진화한 후의 영상이 11개의 code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개의 BIC-code가 모두 검출됐다

면 각 code를 개별 분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

는 자료들과 템플릿 매칭을 이용한 문자인식과정을 거

쳐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2.1. 호모그래피 변환

기울어진 영상을 똑바로 세워진 영상으로 변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호모그래피를 추정하는 것

이다. 호모그래피란 3X3 행렬로 두 평면 위의 점들 사

이의 대응관계를 행렬로 표시한 것이다. 기준 영상과 

출력 영상의 대응 관계는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                                  (1)

여기서 와  ′은 기준 영상과 출력 영상의 점이고 

는 와  ′의 관계를 나타낸 호모그래피 행렬이다. 
호모그래피의 행렬은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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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그래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점의 쌍이 

필요하다. 즉, 기준 영상의 4점과 그에 대응하여 위치할 

출력 영상의 4점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준 영상에서의 4점의 좌표는 항만

의 관리자가 직접 입력되어 들어온 영상을 보며 기울어

진 좌표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4점의 좌표 중 좌측 상단의 좌표를 기준

으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측정하여 직사각형의 형태

로 출력 영상의 4점을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좌표를 

이용해 호모그래피를 추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입

력 영상에 대해 호모그래피 변환을 실행하여 기울어진 

영상을 똑바로 세워진 영상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

한다. 호모그래피를 구하는 과정은 BIC-code를 촬영하

는 카메라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한번만 

수행하며 호모그래피 자료는 저장한다. 저장된 호모그

래피는 입력영상이 들어올 때 다시 불러들여 호모그래

피 변환을 하는 데 사용한다.

2.2. 다중 이진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대부분

의  항만은 컨테이너의 취급을 실외에서 하고 있다.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빛의 밝기가 변하고 눈, 비 같은 외부

적인 요인은 물론 컨테이너의 색, 촬영하는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입력되는 영상의 품질이 다르게 된다. 또
한 BIC-code는 크기, 두께, 폰트, 색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있고, 특히 바다

를 건너기 때문에 염분으로 인해 BIC-code가 유실되고, 
변형되기 쉬운 조건에 노출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표면

이 굴곡짐에 따라 명암차와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이진화 과정을 고정된 임계값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BIC-code 영상에 대해 가장 

좋은 인식결과를 찾을 수 있는 임계값을 찾기 위해 다

중 이중화를 적용하였다. 

 ′           ≤ 
             (3)

식 (3)과 같이 이진화를 수행할 임계값 을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

min                                 (4)

  ×min    min     (5)

식 (4)의 min는 초기 이진화의 임계값을 구하기 

위한 과정의 값으로 gray영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더한 값으로서 BIC-code 영역이 컨테이너 배경색보다 

밝다는 점에서 착안되었다. 식(5)는 이 min부
터 최대 밝기값이 255까지를 균등 분할한 값으로 정해

짐을 나타낸다. 은 사용자가 설정한 최대 이진

화 횟수이며, 본 논문에서는 5회 이진화하였다. 즉, 
 ⋯이다.

2.3. 불필요한 영상 제거 및 닫힘 연산

이진화된 영상은 BIC-code 뿐 아니라 인식 과정에 

필요없는 영역들도 포함되어 있다. 정확한 BIC-code 인
식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영역을 제거하는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이 영역을 제거하기 위해서 BIC-code가 가지

고 있는 특징을 이용한다. BIC-code가 가지는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BIC-code는 차

량용 번호판과는 다르게 크기, 두께, 폰트, 색 등이 규정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모든 BIC-code의 세로길이는 

가로길이보다 길다. 그리고 인터넷과 논문에서 제공하

는 컨테이너 사진과 부산신항에서 직접 찍어 온 컨테이

너 사진 527장을 분석한 결과 표 1의 특징 2~4번을 만

족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이용하여 

BIC-code외의 잡음 영역을 제거한다.

표 1. BIC-code의 특징

Table. 1 Features of BIC-code

Feature 1 Height of letters is larger than width

Feature 2 Width of letters : 5~90 pixels

Feature 3 Height of letters : 5~140 pixels

Feature 4 Aspect ratio : less than 8

잡음 영역이 제거된 영상은 닫힘연산을 통해 BIC- 
ode의 나열구조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BIC-code 영역 

부분만 추출한다. BIC-code의 나열구조는 세로,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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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로의 경우는 한 행

에 모든 BIC-code가 들어가 있는 경우와, 두 행에 걸쳐 

BIC-code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닫힘연산에 사

용되는 가로, 세로의 element는 식 (6)을 사용해 결정하

였다. 

     
   

                (6)

와 는 레이블링된 영역들의 평

균 길이이며 가로 길이인 는 8 화소를 더한 

값을 사용하였다. BIC-code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경

우 오너 코드와 시리얼 넘버의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요소들의 평균 길이로 닫힘연산을 수행하면 하나의 

BIC-code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 (6)을 통해 BIC-code를 추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element를 획득하였다.

2.4. 개별 분리

BIC-code 영역이 추출된 영상은 Otsu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진화를 다시 수행한다. Otsu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진화를 다시 수행하는 이유는 전체 영상에 

대한 이진화보다는 코드만 포함된 영역에서의 이진화

가 코드와 코드 주변 영역을 분리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Otsu 알고리즘으로 이진화를 수행한 영상은 다시 한 

번 표 1의 BIC-code 특징을 이용하여 잡음제거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식 (7)의 조건을 추가한다. 

 ∗                                  (7)

식 (7)은 BIC-code의 체크 번호를 판단하는 조건이

다. 여기서 와 는 레이블링된 영역에서의 전경과, 

내부의 검은 픽셀이다. 체크 번호는 BIC-code의 마지

막 문자이며 네모 안에 숫자가 위치하고 있다. BIC- 
code 인식과정에서 네모영역의 존재는 문자인식의 정

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잡음으로 간주하여 제

거한다. 사각형 같은 경우는 네 변의 위치에서만 값을 

가지고 있고, 내부는 비어있다. 이 특징을 이용하여 식 

(7)과 같은 식을 유도하여 체크 번호의 사각형 부분을 

삭제하였다.

마지막 잡음제거 과정을 거친 영상은 레이블링하여 

전경 영역의 개수를 파악한다. BIC-code 인식에는 11개
의 문자가 필요하며 최종 단계의 영상에서 11개의 문자

를 개별 분리하여 40*80 크기로 정규화한다. 이때 11개
의 문자가 없다면 다음 임계값으로 넘어가 제안한 방법

의 알고리즘을 다시 수행한다.

2.5. 문자 인식

개별 분리된 문자들의 인식에는 템플릿 매칭을 사용

하였다. 템플릿 매칭은 검출도구로써 영상처리에서 많

이 사용하는 기법이며 유사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선

택하는 방법이다. BIC-code의 경우에는 문자가 필기체

가 아닌 인쇄체이므로 템플릿 매칭으로도 충분히 정확

한 인식이 가능하다. 또한 이 방법은 대상의 특징 성분 

검출이 용이하도록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명 변

화나 배경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객체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크기 변화, 회전 

각도, 기울어짐에 민감한 단점이 있다[17]. 하지만 컨테

이너의 진입 각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호모그래

피 변환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BIC-code를 정면에

서 바라 본 화면으로 수정할 수 있고, 개별 분리된 각 문

자들의 정규화를 적용함으로써 템플릿 매칭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템플릿 매칭의 측정도구는 다음 식을 사용하였다.

  

′′
′′′′      (8)

  


′′
′′


′′
′′      (9)

            (10)

11개의 개별 문자에 대해 식 (10)의 을 계

산하고 이 값들을 모두 더해 해당 임계값()에서

의 매칭 점수로 저장한다. 최종적으로 다중 이진화를 

통해 각 임계값에 해당하는 총 매칭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는 임계값에 대한 BIC-code 인식 결과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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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및 평가

컨테이너 BIC-code 영역 추출 및 인식 알고리즘 실

험을 위해 부산신항에서 527장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

여 획득하였다.   
그림 2는 컨테이너 BIC-code 영상이 입력되면 사용

자가 마우스로 좌표를 클릭하여 4점을 선택하는 영상이

다. 좌측 상단의 좌표를 기준으로 직사각형의 가로, 세
로길이를 판단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호모그래피를 

추정한다. 이렇게 구해진 호모그래피 행렬을 통해 입력

영상 전체에 호모그래피 변환을 수행하면 그림 3과 같

이 기울어진 영상을 보정하여 똑바로 세워진 영상을 얻

을 수 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컨테이너의 진입 각도

가 거의 고정되어 있으므로 개발 시스템의 첫 수행 시 

한번만 수행하면 된다.

그림 2. 호모그래피변환을 위한 4좌표 설정

Fig. 2 4 Four point selection for homography transform

그림 3. 호모그래피변환 전과 후의 영상

Fig. 3 Images before and after homography transform 

(a) 117 (b) 145 (c) 172

(d) 200 (e) 227

그림 4. 임계값으로 이진화한 영상들

Fig. 4 Binary images according to threshold values

그림 4는 입력된 BIC-code의 영상을 식 (3), (4), (5)
를 이용하여 이진화한 영상들이다. 대부분의 컨테이너 

사진은 임계값이 커질수록 BIC-code 외의 잡음들이 줄

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IC-code의 형

태가 날렵한 모습을 띄어 각각의 문자들 간의 구분이 

더욱 확실하였다. 이런 이유로 최종 인식결과는 모두 

높은 임계값에서 출력되었다. 
그림 5는 원본영상과 제안한 방법으로 BIC-code 영

역만 추출해낸 영상을 나타낸다. 이 영상을 Otsu 알고

리즘을 사용한 이진화를 수행하고 그림 6과 같이 체크 

번호를 제거한 최종 BIC-code를 획득한다.
그림 6은 개략적인 BIC-code의 주변영역을 추출한 

영상이고 그림 7은 그림 6의 영상을 각각의 글자만 추

출하여 40*80 크기의 영상으로 저장한 영상이다. 문자 

인식의 정확성을 위해 상, 하, 좌, 우에 5 화소의 여백을 

두고 저장한다. 템플릿 매칭은 조명 변화나 배경의 영

향을 덜 받게 되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객체검출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크기 변화, 회전 각도, 기울어짐

에 민감한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호

모그래피 변환을 수행하여 기울어진 영상을 수정하였

고, 모두 같은 크기의 영상으로 저장해서 효과적인 템

플릿 매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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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본 영상과 추출된 BIC-code
Fig. 5 Original images and extracted BIC-codes

그림 6. 최종적인 BIC-code 영상

Fig. 6 Final BIC-code images 

그림 7. 개별 분리된 BIC-code
Fig. 7 Separated BIC-codes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중 이진화를 사용하여 최대 5
번 이진화를 하였다. 11개의 BIC-code를 모두 분리한 

임계값에 대하여 템플릿 매칭을 수행하였고 매칭 점수

의 총합을 저장하였다. 각 임계값에 저장된 최대 매칭 

점수를 구하여 BIC-code를 인식하고 출력한 결과는 그

림 8과 같다.

그림 8. 최종 결과

Fig. 8 Final results 

표 2. 제안한 알고리즘의 수행시간

Table. 2 Computation time of the proposed algorithm

Minimum Maximum Average

time(sec) 0.59 2.05 1.37

제안한 알고리즘은 부산신항에서 직접 촬영한 컨테

이너 영상 527장 중, 육안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열화된 BIC-code를 가진 사진 14장을 제외한 총 513장
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513장 중 490장을 정확히 추출

하고 인식하여 95.5%의 성공률 및 인식률을 보였다. 또
한 제안한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은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수행한 시스템의 사양은 CPU 
: Intel i5-3570, RAM : 8G,  VGA : Geforce GTX 260이



다중 이진화를 이용한 컨테이너 BIC 부호 영역 추출 및 인식 방법

1469

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테스트한 513장의 영상의 수

행속도는 최소 0.59초에서 최대 2.05초, 평균 수행속도

는 1.37초가 소요되었다. 이처럼 제안한 전체적인 알

고리즘의 수행속도는  컨테이너가 항만에 진입하기 

위해 게이트에서 대기하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이

루어지므로 실시간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Ⅳ. 결 론

제안한 방법은 항만에서 컨테이너의 선적 및 야적

과 같은 물류처리를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컨테이너 고유 식별부호인 BIC-code를 자동으로 추출

하고 인식하도록 구현하였다. 다중 이진화를 사용함

으로써 대부분의 물류처리를 실외에서 진행하는 항만

의 가변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다. 디지털 카메라

로 획득한 영상은 다중 이진화를 기반으로 각 임계값

에 대한 이진화 영상을 통해 잡음 제거, 닫힘연산을 통

한 BIC- code 위치  및 나열구조 파악, Otsu 알고리즘, 
개별 문자추출, 문자인식을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

하였다. 특히 위치가 고정된 카메라를 사용한 것이 아

니라 부산신항의 게이트를 빠르게 지나가는 컨테이너

의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은 영상을 사용하였고, 회전

되어 기울어진 영상, 컨테이너의 외부의 굴곡진 부분

에 의해 왜곡된 영상들이 BIC-code를 인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거쳐 정상적으로 추출되고 인식하는 모습

을 보였다. 따라서 추후에 컨테이너가 고정된 위치에 

들어왔을 때 카메라를 통해 고정된 각도와 배율을 가

진 영상을 통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컨테이너 대부분은 실외에서 보관되고 특히 해상운

반을 주로 하기 때문에 습기와 부식에 취약하다. 이런 

이유로 컨테이너 외부에 부착되거나 인쇄되어있는 

BIC-code의 손상이 매우 많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이

유로 손상되어 인식할 수 없는 BIC-code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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