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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학적 정보 판독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광학적 정보 판독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핸드케이스 일부를 절개하여 보인 구성도.

제2도는 제1도의 측면단면도.

제3도는 그 전자제어부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제4도는 제3도의 마이크로컴퓨우터의 연산처리를 나타낸 순서도.

제5도는 제3도의 주사동기회로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

제6도는 (a-i)는 그 작동설명에 제공하는 파형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를 나타내는 측면단면도.

제8도, 제9도는 본 발명의 제3, 제4 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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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막대코우드라벨(bar-code label)            2 : 과학적정보의 막대코우드

3 : 핸드케이스                                          4 : 투면선단부 

8 : 이미지센서(image sensor)                    9 : 보정수단의 주위조도검출기

11 : 전자제어회로                                    12 : 전원의 전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라벨등의  기록매체에  인쇄된  막대코우드,  문자등의  광학적정보를  판독하는  광학적정보 판
독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  이런  종류의  장치에서는  일본국  특개소  60-17l581호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막대코우드,  문자등의  광학적  정보를  기록한  라벨에  대하여  적색발광다이오우드에  의하여 조명
광을  조사하고,  그  반사광에  의한  정보영상을  판독센서인  이미지  센서(image  sensor)의  표면에  상을 
맺게  하여,  그  영상을  이  센서와  전자주사에  의한  판독작동으로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명을  위한  적색발광다이오우드의  구동전류가  전체  소비전류의  약  80%를  차지하여  축전지에 의
한 구동등을 고려하면 그 구동전류가 지나치게 많아져 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에  비추어서  마련된  것으로  통상의  자기조명(自己照明)을  위한  발광기를 폐
지하여,  외래광(外來光)의  이용에  의한  안정한  판독작동을  확보하며,  또한  전체소비전류를 대폭적으
로  저감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전자주사형의  이미지센서를  구비한 핸
드케이스의  판독구멍근방에,  괴(被)  콴독정브에  대향시킨  상태에서  핸드케이스외의  주위에서의 외래
광을  통과시켜서  피관독정보의  조명을  행하는  빛통과형상(光通過形狀)을  마련하는  구성으로  하고 있
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핸드케이스의  판독구멍을  피판독정보에  대향시켰을  경우에,  주위빛으로  그 피
판독정보의  조명을  하고  그에  의한  반사영상을  이미지센서상에  영상을  맺게하여  그  피간독정보의 판
독작동을 하여 외래광의 이용에 의한 판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을 도면에 나타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도는  광학적  정보판독장치의  부운을  절개한  구성도,  제2도는  그  측단면도이며,(1)은  기록매체의 
막대코우드라벨이며,  그  표면에  평행막대의  농담(濃淡)  패턴으로  흰막대,  검은막대를  사용한 광학적
정보의  막대고우드(2)가  인쇄되어  있다.(3)은  수동식판독기의  핸드케이스이며,  막대고우드의 평행막
대와  교차하는  방향으로  가늘고  긴  빛통과용의  판독구멍을  일단에  지닌  통형상으로  또한  타단에 향
하여  ＜형상으로  꺾인  비투명재로  된  잡을수  있는  몸통부를  지니고  있다.(4)는  막대코우드위에 외래
광을  안내하는  투명선단부로서  투명재로  형성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투과  또는  집광(集光)된 외래
광을  이용하여  막대코우드(2)위에  광속(光柬)으로  조명하고  있다.(5)는  평면반사거울로서 막대고우
드(2)로부터의  반사광을  특정방향(이미지  센서의  주사선방향)으로  반사시키며,  그  반사광의 렌즈
(6)와  판독선에  직교하는  새로로  긴  슬릿을  지닌  조리개부재(7)를  통하여  이미지센서(7)의 주사선상
에 막대코우드(2)의 주사용영상을 맺게한다.

이때의  주위조도를  검출하는  검출기(9)에  의하여  주위조도를  검출하고,  그  강약에  따라서  이미지 센
서(8)의  노출시간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있다.  이미지  센서(8)는  그  주사상의  주사용 막대코우드영상
을  직선상의  전자주사작동으로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1차원의  이미지센서를  사용하고  있다.(l0)은 신
호케이블이며,  판독기케이스내부와  데이터처리장치사이에서  각종  전기신호의  주고  받음을  하고 
있다.(1l)은  이미지센서(8)의  전자제어회로이다.(12)는  핸드케이스(3)에  내장한  전지이며,  수동식 
판독기의  전원공급을  하는  전지구동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다음에,  상기한  구성에서  그  작동을 설명
한다.

지금,  막대코우드라벨(1)에  대하여  제l도에  나타낸  위치에  핸드케이스(3)의  판독구멍을  손으로  들고 
볼수있게  배치한다.  이때  외부의  외래광에  의하여  막대코우드라벨(l)을  조명한다.  이  외래광  조명에 
의하여  그  막대코우드라벨(1)위의  흰막대,  검은  막대에  따라서  반사율이  달라서,  빛의  세기분모가 
막대코우드(2)에  대응한  반사광이  렌즈(6).  조리개부재(7)의  광학계를  통하여  이미지센서(8)의 포트
(phot)소자가 나란히 판독선상에 각 막대의 직교방향의 막대코우드영상을 맺게한다.

따라서,  전지(l2)로부터의  전원공급을  받아서  이  이미지센서(8)의  전자제어회로(11)에  의한 전자주
사의  판독작동에  의하여  그  막대코우드영상을  전기신호로  변환할  수  있다.  여기에서  판독장치를 사
용하는  주위의  환경변화가  문제가  된다.  예를를면,  판독장치를  통상의  사무실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일반의  밝기는  l,000  lx(럭스)정도이지만  창가에서  사용하면,  밝기는  그  10-100배까지도  미친다. 
또, 창고 등 그다지 밝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밝기는 200lx정도이다.

따라서,  외래광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환경이  변화하였을  경우,  전술한  바와같이  주위조도가 
넓은범위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막대코우드  판독에  대하여  그  판독에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주의조도검출기(9)에  의하여  주위조도의  변화를  검출하고,  그에  따라서 이미
지센서(8)의  빛노출시간을  제어하고  주위의  환경변환에  대하여  항상,  이미지  센서(8)의 축적전하량
을  보정하여  군일한  레벨에서의  판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뿐아니라  막대코우드(2)의  조명을 위
하여  외래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명을  위한  전원소비를  불필요하게  할수  있고,  전체 소비
전류의 비약적인 저감을 꾀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정한 판독작동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한  전자제어부의  상세한  구성을  제3도에  나타내었다.  이  제3도에서  라벨(1)으로부터의 막
대코우드영상을  받는  이미지센서(8)로부터의  이산적인  전기신호를  증폭희로(2l),(22)에  의하여 증폭
되고,  그  피이크값을  샘플링하여  호울드하는  샘플호울드(sample  hold)를  지닌  파형정형회로(23)에 
의하여  연속신호로  정형한다.  그  연속신호를  2치화회로(値化回路)(24)에  가하여  검은막대,  흰막대의 
폭에  대응하는  시간폭의  2치레벨(level)의  디지틀신호로  변환하여  CPU(25)에  가하여  그 막대코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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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판독하였다.  또,  주위의  조도를  검출하는  주위조도검출기(9)로부터의  조도  신호를 증폭회
로(26)에 따라 증폭하고, A/D변환기(27)에 의하여 디지틀신호로 변환하여 CPU(25)에 가한다.

이  CPU(25)는  그  주의의  조도를  나타내는  신호에  기초하여  조도가  높을때에  이미지센서(8)의 주사주
기를  짧게  반대로  조도가  낮을때에는  이미지센서(8)의  주사주기를  길게  하도록  변화시켜,  그 노출시
간을  조정한다.  즉,  CPU(25)에서는  제4도의  순서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입력스텝(100)에서 주위조도
검출기(9),  증폭회로(26),  A/D변환기(27)로부터의  주위조도의  저하에  의하여  커지는  조도신호(1)를 
입력하여  다음의  스텝(101)에서  그  조도신호(1)에  기초한  노출시간(TsN)을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
다.

단, K는 비례정수이다.

TsN=K·1

이  노출시간(TsΝ)에  기초하여  다음의  지령스텝(l02)에서는  주사주기를  (TsN)로  제어하기  위한 지령
신호를  주사동기회로(29)에  가하여  이미지센서(8)의  주사주기를  변환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입력스텝(l03)에서는  2치화회로(24)로부터의  막대코우드에  대응한  신호를  입력하고, 판독스텝(104)
에  진행하여  그  막대코우드의  내용을  판독하였다.  따라서,  CPU(25)로부터의  주사지령을  받는 주사동
기회로(29)는  클록발전기(28)로부터의  일정한  주파수의  클록펄스를  근거로하여  그  주사지령에 대응
한  주기로  주사용클록  펄스를  일주사분(一走査分)  통과시켜,  센서구동회로(30)를  개재하여  이미지 
센서(8)의 주사구동을 한다.

그  주사동기회로(29)의  구체적인  구성은  제5도의  회로도에  나타낸  것으로  클록발전기(28)로부터의 
제6도(a)의  클록펄스를  분주(dividing)하는  4비트카운터(bit  counter)(29a)  제6도(c)에  나타내는  그 
QB  출력을  반전시키는  변환기(29b)  그  변환기(29b)의  출력과  카운터(29a)의  제6도(b)에  나타낸  Q^ 
출력의  2비트신호를  코우드하여,  2입력이  "0  0"로  되는  타이밍에서  제6도(e)에서  보는  바와같이  Yo 
출력에 타이밍펄스를 발생하는 데코우더(decoder)(29c), 그 Yo 출력을 반전시키는 변환기
(29d),(29h)  CPU(25)로부터의  제6  도(g)에  나타낸  주사지령을  받는  D-플립플롭(29e),(29f), D-플립
플롭(29e)의  Q출력과  D-플립플롭(29-e)의  Q출력과  D-플립플롭(29f)의  Q출력의  NAND이론을  채택하는 
NAND게이트(29g),  카운터(29a)의QB출력과  변환기(29h)의  출력의  NAND이론을  채택하는 NAND게이트

(29i)를 구비하고 있다.

이  구성에  의하면,  CPU(25)으로부터  제6도(g)의  주사지령이  도래하면.  제6도(a)  의  클륵펄스를 카운
트하는  카운터(29a)의  제6도(d)에  나타낸  QD  출력의  2회분의  발생  타이밍으로  NAND 게이트(29g)로부
터  제  6도(h)의  주사동기필스가  발생한다.  다른  한편에서  NAND게이트(29i)로부터는  데고우드(29c)의 
제 6도(e)에 나타낸 Y。출력의 발생사이클로 제6도(f)의 주사용 클록펄스를 발생한다. 

따라서  센서구동회로(30)는  제6도(h)의  전술한  주사동기필스의  주기로  제6도(f)의  주사용 클록펄스
에따라  이미지센서(8)의  구동을  한다.  그  주사용  클록펄스와  같은  사이클로  변환기(29d)로부터 타이
밍펄스를  파형정형회로(23)에  가하여  이미지센서(8)로부터의  주사용  클록펄스에  동기한  출력신호의 
생플호울드를  제어한다.  또,  주사동기펄스를  A/D  변환기(27)에도  가하고,  그  상승에  동기하여 주위
조도를  나타내는  조도신호의  A/D  변환을  제어하는  CPU(25)은  막대코우드의  판독작동에  따라서 데이
터 표시기둥의 외부기구(40)에 그 처리신호를 송출한다.

상기한  구성  및  작동에  의하면,  제6도  (h),(i)의  파형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그  조도신호의  데이터에 
따라서  주위조도가  높을  때에는  주사주기  t(SN-1)와  같이  짧아져  있으며,  이미지  센서(8)의 출력파
형이  제6도  (i)에서와  같이  주사기간(tR)동안에  진폭(Vp)의  막대코우드신호를  발생한다.  그리고 주
위조도가  약간저하하면,  제6도(h)의  주사주기  t(SN)와  같이  주기가  약간  길어져서,  다시금 주위조드
가  낮아지면  주사주기  t(SN+l)와  같이  주기가  길어지고,  이미지센서(8)의  노출시간이  길어져서 센서
출력의  막대코우드신호의  진폭(Vp)을  작게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주위조도의  변동에 추종하
여 이미지센서(8)의 노출시간을보정하여 안정한 판독작동을 확보한다.

다음에,  제7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를  나타낸  측면단면도로서,  제1실시예에  있어서의 투명선단부
(4)를  폐지하여  하측선단가이드(3a)만을  마련하고  외래광의  도래하는  선단부의  상측을  노치형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외래광은  막대코우드  라벨(l)의  막대코우드(2)를  직접  조명하도록  되어  그 막대
코우드(2)의  영상이  판독구멍으로부터  반사거울(5),  렌즈(6),  조리개부재(7)을  통하여 이미지센서

(8)위에 맺게하여 그것을 이 이미지센서(8)에 의하여 판독할 수 있다.

다음에  제8도,  제9도는  본  발명의  제3,  제4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이며  제8도의  제3실시예에서는 핸
드케이스(3)의  선단부에  가로가  긴  렌즈(4A)를  장치하여,  외래광을  집광하여  막대코우드(2)와 판독
선에 잇따라서 띠모양으로 조명한다.

나아가서,  제9도의  제4실시예에서는  핸드케이스(3)의  선단부의  상측벽에  원형렌즈(4B)를  마련하여 
외래광을  집광하여  막대코우드(2)를  조명한다.  더우기,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주위조도검출기(9)를 
핸드케이스에  마련하는  것을  예시하였으나,  이미지센서(8)의  전기신호를  증폭한  신호를  이용하여 주
위조도를  검출하도륵  하여도  좋으며,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주위조도검출기를  불필요하게  할수 
있다.  또,  광학적정보로서  막대코우드(2)를  대상으로  한것을  예시하였으나,  그밖의  부호,  혹은 문자
등을  대상으로  한것이라도  좋다.  또,  판독센서로서  1차원의  이미지센서(8)를  예시하였으나 면상

(Sheet)의 2차원 이미지센서등 다른 센서를 사용하여도 좋다.

또,  센서의  노출시간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사주기를  바꾸는  것을  예시하였으나,  광학시스텀)의 도
중에  전기구동의  광셔터를  마련하여  그  개방시간을  제어하도록  하여도  좋다.  나아가서,  주위조도의 
변동이  적은  환경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위조도검출기(9),  증폭회로(26),  A/D변환기(27)  및 주
사동기회로(29}등에 의하여 주사주기를 변화시키는 구성을 생략할수도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동상의  전자주사형의  이미지센서를  사용하여  외래광의 이용
에  의한  광학적정보의  판독작동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기조명을  위한  발광기를 불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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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수  있고  그  판독작동을  위한  전체  소비전류를  대폭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하는  뛰어난 효과
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단에  판독구멍을  지닌  통형상의  비투명재로된  핸드케이스(3)와  이  핸드케이스(3)내에  배설하고, 
판독구멍을  광학적인  피판독정보에  대향시켜,  그로부터의  반사에  의한  정보영상을 핸드케이스(3)내
의  일정한  판독위치에  상을  맺게하는  결상용광학시스템과  판독위치에  배설하여  이  판독위치에  상을 
맺은  정보영상을   전자주사형의  판독작동에  의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이미지센서(8)를  마련하고 
나아가서  핸드케이스(3)의  판독구멍  근방에,  피판독정보에  대향시킨  상태에서  핸드케이스(3)외의 주
위로부터의  외래광을  통과시켜서  피간독정보의  조명을  하는  빛통과형상을  마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적 정보 판독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핸드케이스(3)의  판독구멍  근방이  외래광을  집광투과시키는  투명재로  형성한 투명
선단부(4)를 지닌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적 정보 판독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투명재의  일부에  외래광을  집광통과시키는  렌즈를  마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적 정보 판독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핸드케이스(3)의  판독구멍  근방의  일부를  노치형상으로  형성한  선단부를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적 정보 판독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핸드케이스(3)의  주위의  조도를  검출하여  이미지센서(8)의  노출시간을  변화시키는 
보정수단을 마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적 정보 판독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보정수단은  핸드케이스(3)의  주위의  조도를  검출하는  광센서와  이  광센서의 검출신
호를  받아서  그  조도의  저하에  따라서  이미지센서(8)의  노출시간을  길게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적 정보 판독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보정수단은  이미지  센서(8)의  주사주기를  핸드케이스(3)의  주위조도의  저하에 따라
서 건주기로 변경하는 주기제어수단을 지닌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적 정보 판독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빛통과형상이  외래광을  막대코우드(2)상에  집광투과시키는  투명재로  형성한 투명선
단부(4)를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적 정보 판독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투명선단부(4)의  일부에  외래광을  막대코우드(2)상에  집광시키는  렌즈를 마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적 정보 판독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빛통과형상을  핸드케이스(3)의  판독구멍  근방의  일부  외래광의  막대코우드(2)상의 
통로부분을 노치형상으로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적 정보 판독장치.

청구항 11 

제l항에  있어서,  핸드케이스(3)의  주위의  조도를  검출하여  이미지  센서(8)의  노출시간을  변화시키는 
보정수단을 마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적 정보 판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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