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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조 산업 분야에서는 공정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신발 제조 공정은 신발
의 인체 공학적인 형태와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로 인해 부품 인
식이 어려워 자동화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발 부품에 QR 코드를 프린트하여 인식을 원활히 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원거리에서 작은 크기의 QR 코드 스캔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 환경으로 인한 인식률 저하의 문제를 가지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발 제조 및 물류 공정에서 원거리로
QR코드를 스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R
코드의 인식률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인식률 개
선은 외부 요인을 극복하고 높은 인식률을 가지도록 하는 이미
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Abstract

1. 서

론

최근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제조 산업의 자동화에 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신발 제조 산업 또한 자동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발은 인체의 형태에
맞추기 위하여 겉창, 중창, 안창, 갑피와 같이 여러 가지 부품으
로 구성되며 각 부품의 형태 또한 불규칙적이고 다양한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가
진 신발 부품들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신발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최신 기술로는 3D 비전
스캐너를 이용하여 신발 부품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
나 3D 비전 스캐너를 이용한 방법은 신발 창(sole)들을 인식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 및 물류 공정에서 신발 부품의 종류를 구분
하는 방법으로 QR코드를 부품 상부에 프린팅하고 이를 인식하
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3D 비전 스캐너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빠르게 부품의 종류를 인식 가능하다. 프린팅
된 QR코드는 부품의 사이즈, 제품 종류, 신발 방향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할 때 로봇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먼 거리에서 촬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조명의
변화나 로봇 그림자와 같은 주변 환경으로 인한 노이즈, 거리에
따른 해상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여 인식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물류 처리를 위하여 QR코드를 동시에 인식하는
과정에서 QR코드 처리기의 특성으로 인한 동일 QR코드 인식
불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발 제조 및 물류 공정 자동화를 위해 원거리
(long distance) 환경에서 QR코드의 인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알고리즘과, 영상으로부터 이미지 영역을 분할 및 병
합하여 동일한 QR코드를 다중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
리즘에 대하여 제안한다.
2. 본

론

(Position detection patterns)을 이용하여 코드의 위치를 인식하
도록 하는 광학 마커이다[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QR코드는
25×25mm의 사이즈이며 신발 창(sole)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한
다.
카메라는 로봇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발의 창이 있는
곳으로부터 상부 1m 위치에 설치했다. 실험에 사용한 카메라는
4,000×3,000px 해상도의 FLIR FleaⓇ3 USB 3.0 Camera이며 1m
거리에서 약 775×581mm의 화각(FOV, Field of view)을 가진다.
해당 환경에서 촬영한 카메라 영상 내 QR코드는 평균적으로
125×125px의 해상도를 가진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높은 인식률을 유
지하는 최적의 촬영거리는 QR코드 한 변 길이의 10배 정도이다
[2]. 그러나 이처럼 먼 거리에서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노이즈
로 인해 낮은 인식률을 가지게 된다[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쳐 인식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1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한 QR코드 인식률 개선

QR코드 인식을 위한 기존의 방법에는 Google의 오픈소스 라
이브러리인 Zxing[4]이나 영상처리를 위한 컴퓨터 비전 라이브
러리인 OpenCV[5]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두 방
식 모두 기본적인 탐지를 통해 QR코드를 인식하므로 조명에 따
른 빛 반사나 그림자 같은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도(Brightness)
및 대비(Contrast)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원거리 환경에서 QR코
드 인식률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알고리즘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영상
에서 QR코드 스캔을 진행한다. 스캔 과정에서 QR코드를 찾을
수 없을 경우 grayscale로 이미지를 변환한 후 평균적인 색상을
검출하여 이미지의 밝은 정도를 측정한다. QR코드의 어두운 부
분의 색상을 비교하여 grayscale의 평균적인 색상이 너무 어두
울 경우 <그림 1>과 같이 명도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그림 1> QR코드 명도(Brightness) 조절

그러나 이미지의 명도만을 증가시킬 경우 QR코드의 어두운
부분의 색상도 같이 밝아지게 되어 인식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대
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이미지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지의
대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원본 grayscale 영상에 필터링을 거쳐
이미지의 곱 연산을 진행한다. 곱 연산을 통한 이미지의 합성은
pixel의 명도 값을 배수화하여 <그림 2>와 같이 밝은 영역과 어
두운 영역의 격차를 증가시킨다.

QR코드는 1994년 일본의 Denso Wave에서 신속한 정보 입력
을 위해 개발한 2차원 형태의 코드로, 세 개의 위치 찾기 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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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과

<그림 2> QR코드 대비(Contrast) 조절

신발 창을 촬영한 상태에서 QR코드가 인식될 때까지 명도와
대비의 증감을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스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미지 프로세싱 과정을 거친 grayscale 이미지는 <그림 3>과
같이 QR코드의 선명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f> QR코드 원거리 및 다중 인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신발의 제조 및 물류 환경에
서 다중 QR코드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 f>와
같이 1m 거리에서 25mm 사이즈의 QR코드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한 QR코
드 인식은 먼 거리에서도 조명이나 그림자와 같은 노이즈에 대
해 강인하고 동일한 QR코드를 동시에 다중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음을 보였다.
3. 결
<그림 3> 명도 및 대비 조절 QR코드 이미지
2.2 QR코드 다중인식

ZXing은 다중 QR코드를 처리하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QR코드가 중복되어 스캔 될 경우
decode event를 무시하게 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6]. 신발의
제조 및 물류 환경에서 같은 종류의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QR코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다중 QR코드를
인식하기 위하여 QR코드가 존재하는 이미지를 분할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다시 스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본 논문은 신발 제조 및 물류 자동화 과정에서 신발의 부품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하기 위한 원거리 QR코드 다중 인식 알
고리즘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스
캔 방법에 비하여 원거리 환경에서 조명 변화나 그림자로 인한
노이즈를 잘 극복하고 동일한 QR코드를 인식 오류 없이 다중
처리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실제 신발 제조 및 물류 공정에 적용하였으며 개선된 인식률을
통해 자동화 공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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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미지 분할 및 병합 과정

동일 QR코드 처리를 위한 알고리즘의 순서는 <그림 4>와 같
다.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신발의 위치에 따라 분할하도록
한다. 각 영역에서 스캔을 시행한 뒤 QR코드를 찾은 이미지를
원본 영상의 형태로 병합한다. 분할된 이미지에서 찾은 QR코드
의 좌표를 원본 영상에서의 좌표로 변환한다. <그림 5>는 이미
지의 분할 및 병합의 과정을 거쳐 스캐닝에 성공한 QR코드의
병합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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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중 QR코드 인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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