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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바코드를 프린트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에 적합한바코드 프린트 명령 발생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프린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바코드를 프린트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에 적합한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

령을 발생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프린트 방법은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을 수신하는 과정; 바

코드 인쇄가 가능함을 나타내는 키모듈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 키모듈이 있을 경우 상기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복

호하는 과정; 및 상기 복호화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인쇄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프린트 장치는 고가의 바코드 모듈대신에 값싼 키모듈을 이용하여 바코드를 프린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를 프린트하기 위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진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호스트 컴퓨터에서 프린트 데이터를 생성 및 전송하는 종래의 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종래의 바코드 프린트 시스템의 구성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3은 종래의 프린터에 있어서 바코드를 프린트하는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프린트 시스템의 구성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공개특허 10-2006-0000743

- 1 -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프린트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프린터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 발생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프린터 드라이버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10은 바코드 이미지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프린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바코드를 프린트하는 방법 및 장치, 그리고 이에 적합한 바코드 프린트 명령 발생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프린터는 컴퓨터가 처리한 결과를 확인, 보관, 전달하기 위한 문서 형태로 출력하는 가장 보편화된 수단으로 복합기, 팩시

밀리, 전자식 금전 등록기, 현금 자동 인출기 등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데이지휠(daisy wheel) 방식 프린터, 도트핀(dot pin)방식 프린터, 잉크젯(ink jet) 방식 프린터, 레이저 방식 프

린터 등이 개발되어 있으며, 특히 잉크젯 프린터와 레이저 프린터가 보급기종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다.

도 1은 호스트 컴퓨터에서 프린트 데이터를 생성 및 전송하는 종래의 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호스트 컴퓨터

(100)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00-1)이 GDI(Graphic device interface)(100-2)를 통해 인쇄 명령 및 인쇄할 데이터

(프린트 데이터)를 프린터 드라이버(100-3)로 보내면, 프린터 드라이버(100-3)는 이 프린트 데이터를 프린터(200)가 처

리할 수 있는 프린트 명령으로 변환하여 프린터(200)로 전송한다.

프린터 드라이버는 컴퓨터에서 작성된 문서나 그래픽 파일을 프린터가 해독할 수 있는 프린트 명령으로 변환하는 프로그

램으로서 프린터 구입시에 프린터 제조업체에서 제공된다.

오늘날 프린터의 응용 예들 중에서 바코드를 인쇄하는 것이 있다. 바코드는 통상 제품 번호 및 다른 정보를 인코딩하는 데

사용된다.

바코드들로서는 1차원 바코드, 2차원 바코드 등이 있다. 전형적으로 1차원 바코드는 바(bar)와 공간(space 즉, 바들 사이

의 공간)의 조합을 이용해서 특정 정보 예를 들면, 제품 번호 등을 인쇄한다.

인쇄된 바코드로부터 인간이 판독 가능한 형태(human-readable form)의 바코드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바코드 스캐너가

제공된다. 바코드를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바코드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린트 명령을 프린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바코드 데

이터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코드들의 종류에 맞추어 프린트된다.

도 2는 종래의 바코드 프린트 시스템의 구성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2에 있어서 참조부호 100은 프린터 데이터

를 발생하는 호스트 컴퓨터이고, 200은 프린터이고, 300은 프린터(200)에 바코드 폰트 정보를 제공하는 바코드 모듈이다.

바코드 모듈(300)은 프린터(200)의 내부에 장착되며 바코드 폰트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호스트 컴퓨터(100)는 바코드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린터 데이터를 프린터로 전송한다. 프린터 데이터는 프린터 제어 명령

의 형태로 전송되며, 프린터 제어 명령에는 PCL1, PCL2, PCL4, PCL5e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현재 PCL5e 만이 바코드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호스트 컴퓨터(100)는 PCL5e의 프린터 제어 명령을 통하여 바코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와 더불

어 프린터(200)도 PCL5e의 프린터 제어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에뮬레이터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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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린터 제어 명령을 수신하면, 프린터(200)는 바코드 모듈(300)로부터 바코드 데이터에 해당하

는 바코드 폰트 정보를 얻고, 이 바코드 폰트 정보를 이용하여 바코드 이미지를 발생하고, 이를 프린트한다.

도 3은 종래의 프린터에 있어서 바코드를 프린트하는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먼저, 프린터(200)는 호스트 컴퓨터(100)로부터 전송되는 프린트 데이터를 수신한다.(S302)

프린터(200)는 프린터 데이터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프린터(200)는 프린터 데이터를 파싱하고, 파싱된 프린터 데이터에

바코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판단한다.(S304)

S304단계에서 파싱된 프린터 데이터에 바코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프린터(200)는 바코드 모듈(300)이 장착되어

있는 지를 체크한다.(S306) S304단계에서 만일 바코드 모듈(300)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프린트 작업을

종료한다.

S304단계에서 만일 바코드 모듈(300)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바코드 모듈(300)로 바코드 데이터에 해당하는

바코드 폰트를 요청하고, 바코드 모듈(300)에서 제공되는 바코드 폰트를 로드한다.(S308) 바코드 모듈(300)은 프린터

(200)의 요청에 따라 바코드 폰트를 제공한다.

프린터(200)는 로드된 바코드 폰트를 이용하여 바코드 이미지를 생성한다.(S310)

프린터(200)는 생성된 바코드 이미지를 프린트한다.(S312)

모든 종류의 프린터 드라이버들이 바코드 출력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바코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바코드 데이터를 각

각의 바코드 프로토콜에 따라 프린터 명령으로 변환시켜주는 프린터 드라이버가 필요하며, 또한, 프린터가 바코드를 지원

하는 에뮬레이션 모드를 지원하여야 한다.

현대의 프린터들은 다양하고 화려한 출력물들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프린터를 위한 표준은 Esc 시퀀스를 사용하며, 영문

대소문자와 숫자, 몇 가지의 기호, 그리고 이들을 가로/세로 2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따라서, 표

준 이외의 인쇄를 위해 각 제조사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즉, 확장된 Esc 시퀀스를 사용하거나 PCL이나 포스트

스크립트와 같이 별도의 프린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개발되고 있다.

이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미국 휴렛 팩커드사에서 제정된 PCL(Printer Control Language, 프린터 제어 언어) 이다.

PCL1부터 PCL4, PCL5, PCL5e 등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근래에는 PCL4, PCL5, PCL5e 등이 주로 사용된다. 레이저 프

린터는 PCL과 같은 프린터 언어들을 해석하여 이미지로 변환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갖고 있다.

한편, 자사의 프린터에서 다른 회사의 인쇄 방식을 지원하여 보다 넓은 인쇄 호환성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에뮬레이

션이라는 것이 사용된다. LQ모드, KS모드, KSSM 모드 등은 텍스트 위주의 에뮬레이션 모드들이고, PCL모드, PostScript

모드 등은 그래픽 위주의 에뮬레이션 모드들이다. PCL5e 이상의 버전들에서는 바코드 출력을 지원한다. 따라서, 바코드

패턴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바코드를 지원하는 프린터 드라이버 및 프린터가 구비되어야 한다.

한편, 종래의 방법에 의하면 바코드를 인쇄하기 위하여 프린터는 바코드 폰트를 가지는 바코드 모듈을 가져야 한다. 프린

터는 프린터 명령에 포함된 바코드 데이터에 바코드 폰트를 바코드 모듈로부터 읽어내어 프린트하게 된다. 통상 바코드 모

듈은 고가의 플래쉬 메모리로 구현된다. 따라서 종래의 바코드 프린트 장치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프린터로 하여금 용이하게 바코드를 인쇄하게 하는 바코드 프린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의 바코드 프린트 방법에 적합한 프린터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바코드 폰트를 저장하는 바코드 모듈이 없는 프린터에서도 바코드를 프린트할 수 있게 하는 바

코드 프린트 명령 발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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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바코드 상기의 바코드 프린트 명령 발생 방법에 적합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키모듈을 이용하여 바코드의 프린트 여부를 결정하는 프린트 방법에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

른 바코드 프린트 방법은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을 수신하는 과정;

바코드 인쇄가 가능함을 나타내는 키모듈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

키모듈이 있을 경우 상기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복호하는 과정; 및

상기 복호화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인쇄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바코드 이미지를 프린트할 수 있는 프린터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프린터

는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바코드 프린트 명령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부;

바코드의 인쇄 가능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키모듈;

상기 키모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수신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복호화부; 및

상기 복호화부를 통하여 복호화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프린트 엔진을 통하여 출력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바코드 폰트를 저장하는 바코드 모듈이 없는 프린터에서도 바코드를 프린트할 수 있게

하는 프린트 명령 발생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프린트 명령 발생 방법은

바코드 문자를 입력하는 과정;

바코드 폰트 데이터를 참조하여 바코드 문자를 나타내기 위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발생하는 과정; 및

상기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린트 명령을 발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바코드 상기의 바코드 프린트 명령 발생 방법에 적합한 프린터 드라이버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프린터 드라이버는

바코드 문자를 입력하는 프린트 데이터 입력부;

바코드 폰트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바코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바코드 폰트 데이터를 읽어들여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발생하는 바코드 이미지 발생부; 및

상기 바코드 이미지 발생부에서 발생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 형태로 전송하는 프린트 명령을 발생하는

프린트 명령 발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일부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되며, 일부는 설명된 실시예들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자명한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또한, 첨부된 도면들에 의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구성 요소를 나타

내며, 설명의 간략함을 위해 본 기술 분야에서 자명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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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프린트 시스템의 구성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4에 있어서 참조부호 100은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발생하는 호스트 컴퓨터이고, 200은 프린터이고, 400은 프린터(200)에 바코드의 인쇄 가능 여부를 제공

하는 키 모듈이다. 키 모듈(400)은 프린터(200)의 내부에 장착된다.

호스트 컴퓨터(100)는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린터 데이터를 프린터로 전송한다. 프린터 데이터는 프린터 제

어 명령의 형태로 전송된다.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 제어 명령에는 PCL1, PCL2, PCL4, PCL5e 등이 있다.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린터 제어 명령을 수신하면, 프린터(200)는 키 모듈(400)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키

모듈(400)이 있으면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프린트한다.

여기서, 호스트 컴퓨터에서 전송되는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는 암호화된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프린터는 키모듈의 유무를

판단하고, 키모듈이 있을 경우에만 암호화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출력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프린트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먼저, 프린터(200)는 호스트 컴퓨터(100)로부터 전송되는 프린트 데이터를 수신한다.(S502) 프린트 데이터는 바코드 이

미지 데이터를 포함한다.

프린터(200)는 프린터 데이터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프린터(200)는 프린터 데이터를 파싱하고, 파싱된 프린터 데이터에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판단한다.(S654)

S504단계에서 파싱된 프린터 데이터에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프린터(200)는 키 모듈(4006)이 장착되

어 있는 지를 체크한다.(S506) S504단계에서 만일 키 모듈(400)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프린트 작업을 종

료한다.

S504단계에서 만일 키 모듈(400)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복호화한다.(S408) 호스트

컴퓨터에서 전송되는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는 암호화된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프린터는 키모듈의 유무를 판단하고, 키모

듈이 있을 경우에만 암호화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출력하게 된다. 여기서, 암호화 및 복호화 알고리즘은

프린트 드라이브와 프린터에게 알려진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린터에 특정한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응되는 키 모듈

(key module) 즉, 프린터 내부의 특정 번호의 슬롯에 삽입되는 모듈을 장착하도록 할 수 있다. 프린터는 키모듈이 장착된

번호에 의해 결정되는 복호화 알고리즘에 의해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복호한다.

프린터(200)는 복호화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에 따라 바코드 이미지를 생성한다.(S510)

프린터(200)는 생성된 바코드 이미지를 프린트한다.(S512)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프린터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프린터(600)는 인터페이스

(602), 제어부(604), 메모리(606), 복호화부 (608), I/O 인터페이스(610), 조작 패널(612), 프린트 엔진(614), 그리고 키모

듈(616)을 포함한다.

조작 패널(612)은 사용자로부터의 각종 명령들을 입력하기 위한 다수의 키들과 프린터의 동작에 따른 정보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다.

인터페이스(602)는 외부의 호스트 컴퓨터(미도시)로부터 입력되는 프린트 명령들을 예를 들어 각종 제어 명령들과 문자

프린트 명령, 이미지 프린트 명령,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 등을 인터페이스하며, 호스트로 출력되는 신호, 예를 들어

프린터의 상태 신호를 인터페이스한다. 호스트로부터의 프린트 명령들은 메모리(606)에 버퍼링된다.

제어부(604)는 인터페이스(602)를 통해 호스트와 통신을 하며, 호스트와 조작 패널(612)로부터 입력되는 각종 명령에 따

라 메모리(606), 복호화부(608) 및 프린트 엔진(614)을 제어하여 인쇄 기능을 수행한다.

메모리(606)는 제어부(604)의 제어 하에 조작 패널(612)을 통하여 설정되는 사용자의 설정 정보 및 호스트로부터 입력되

는 프린트 명령들을 저장한다. 메모리(606)는 또한 제어부(604)의 수행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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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화부(608)는 제어부(604)의 제어 하에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복호화한다. 복호화부(608)의 복호화 동작에 있어서

키모듈(616)이 참조된다. 즉, 복호화부(608)는 키모듈(616)이 장착되어 있는지, 장착된 슬롯의 번호가 어떤 것인지를 판

단하고,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복호화 알고리즘에 의해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

를 복호화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있어서 복호화부(608)는 별도의 구성 요소로 구현되어 있지만 이와 달리 프로그램으로도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복호화 프로그램은 메모리(606)에 저장되고 제어부(604)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I/O(Input/output) 인터페이스(610)는 제어부(604)와 조작 패널(612), 프린트 엔진(614) 사이에 연결되어 제어부(604)의

입출력 신호를 인터페이스한다. 메모리(606)에 저장된 문자 프린트 명령, 이미지 프린트 명령, 복호화부(608)에 의해 처리

된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 등은 I/O 인터페이스(610)를 통하여 프린트 엔진(614)으로 전송된다.

프린트 데이터를 하드카피하기 위한 프린트 엔진(614)은 용지의 이송과 인쇄를 위한 각종 기구 장치를 포함하며, 제어부

(604)의 제어에 의해 인쇄를 수행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프린터(600)는 바코드 폰트를 저장하기 위한 고가의 바코드 모듈이 없어도 바코

드를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 발생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프린터 드라이버는 문서, 이미지, 바코

드 문자 등을 가지는 프린트 데이터를 입력한다.(s702)

프린터 드라이버는 프린트 데이터를 차례로 파싱하고, 파싱된 프린트 데이터가 바코드 문자인가를 판단한다.(s704) 704

단계(s604)에서 파싱된 프린트 데이터가 바코드 문자가 아니라면 주지된 바에 따라 문자 혹은 이미지를 위한 프린트 명령

으로 변환하여 출력한다.(s706)

704단계(s704)에서 파싱된 프린트 데이터가 바코드 문자라면 바코드의 종류(type)를 판단한다.(s708)

프린트 데이터가 바코드 문자인지 또한 어떠한 종류의 바코드인지는 바코드 문자의 폰트 정보에 의해 판단된다. 바코드 폰

트들은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바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바코드를 작성할 때 지정된다. 따라서, 프린터 드라이버는 바코드

폰트 정보에 의해 바코드 문자의 여부 및 바코드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다.

708단계(s708)에서 판단된 바코드의 종류 및 바코드 문자의 문자 번호에 해당하는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발생한다. 바

코드 폰트 정보는 운영체제에 의해 보존되므로 프린트 드라이브는 이를 참조하여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발생한다.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소정의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한다.(s710)

문서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암호화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으로 변환한다.(s712)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을 프린터로 출력한다.(s714)

도 7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 발생 방법은 종래와 다르게 바코드 문자를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을 프린터로 전송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은 바코드 프린팅을 지원하는 에뮬레이션 방식에 적

합한 것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바코드 문자에 상당하는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프린터는 단지 이미

지 프린팅을 지원하는 에뮬레이션 방식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에 상응하는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800)은 헤더(802)와 데이터부(804)를 포함한다. 헤더(802)

는 보통의 이미지와 바코드 이미지를 구분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804)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유출

을 방지하도록 소정의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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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프린터 드라이버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9에 도시된 장치는 프린트 데이터 입력부(902), 파싱부(904), 바코드 이미지 발생부(906), 암호화부(908), 프린트 명령

발생부(910)를 포함한다.

프린트 데이터 입력부(902)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부터 프린트 데이터를 입력한다. 프린트 데이터는 문자, 이미지,

바코드 문자를 포함한다.

파싱부(904)는 프린트 데이터로부터 문자, 이미지, 그리고 바코드 문자를 분리한다. 파싱부(904)에서 파싱된 바코드 문자

는 바코드 이미지 발생부(906)로 전송되고, 다른 한편으로 파싱된 문자 및 이미지는 프린트 명령 발생부(910)로 전송된다.

바코드 이미지 발생부(906)는 바코드 문자에 관련된 폰트 정보에 의해 바코드의 종류를 판별하고, 판별된 바코드의 종류

및 바코드 문자의 문자 번호에 따라 폰트 데이터 베이스(912)로부터 바코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바코드 폰트 데이터를

읽어들여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발생한다.

도 9에 도시된 폰트 데이터 베이스(912)는 운영체제에 의해 보존되는 폰트 데이터 영역으로 구현된다. 바코드 이미지 발생

부(906)는 판별된 바코드의 종류 및 문자 번호에 따라 폰트 데이터 영역으로부터 바코드 폰트 데이터들을 읽어들이고 이

들을 조합함에 의해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형성한다.

도 10은 바코드 이미지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코드 이미지(1000)는 바코드 문자에 상응하는

데이터 영역(1006) 이외에도 바코드 종류에 종속적인 개시 패턴(1002), 좌측 지시자(1004), 우측 지시자(1008), 정지 패

턴(1010) 등을 가질 수 있다.

암호화부(908)는 바코드 이미지 발생부(906)에서 발생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소정의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

한다.

프린트 명령 발생부(910)는 문자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암호화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들에 해당하는 프린트 명령들을

발생한다. 여기서, 이미지 데이터 및 암호화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형식을 가지는 프린트 명

령으로 변환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프린트 장치는 고가의 바코드 모듈대신에 값싼 키모듈을 이용하여 바코드를 프린

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를 프린트하기 위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프린터는 바코드를 위한 에뮬레이션 모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바코드 프린트 명령 발생 방법은 암호화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출력함으로써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을 수신하는 과정;

바코드 인쇄가 가능함을 나타내는 키모듈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

키모듈이 있을 경우 상기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복호하는 과정; 및

상기 복호화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인쇄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프린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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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는 암호화된 것이며,

상기 복호화 과정은 상기 키 모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암호화된 바코드 문자를 복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트 방

법

청구항 3.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바코드 프린트 명령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부;

바코드의 인쇄 가능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키모듈;

상기 키모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수신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복호화부; 및

상기 복호화부를 통하여 복호화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프린트 엔진을 통하여 출력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프린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는 암호화된 것이며,

상기 복호화부는 상기 키 모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암호화된 바코드 문자를 복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

청구항 5.

바코드 문자를 입력하는 과정;

바코드 폰트 데이터를 참조하여 바코드 문자를 나타내기 위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발생하는 과정; 및

상기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린트 명령을 발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 발생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프린트 명령은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가지는 헤더부; 및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는 데이터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 발생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 발생 과정에서 발생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암호화 과정을 더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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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린트 명령 발생 과정은 상기 암호화 과정에서 암호화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 형태로 전송하는 프

린트 명령을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코드 이미지 프린트 명령 발생 방법.

청구항 8.

바코드 문자를 입력하는 프린트 데이터 입력부;

바코드 폰트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바코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바코드 폰트 데이터를 읽어들여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발생하는 바코드 이미지 발생부; 및

상기 바코드 이미지 발생부에서 발생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 형태로 전송하는 프린트 명령을 발생하는

프린트 명령 발생부를 포함하는 프린트 드라이버.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프린트 명령 발생부는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가지는 헤더부; 및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는 데이터부로 구성되는 프린트 명령을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 드라이버.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 이미지 발생부에서 발생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소정의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하는 암호화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프린트 명령 발생부는 상기 암호화부에서 암호화된 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 형태로 전송하는 프린트

명령을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 드라이버.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폰트 데이터 베이스는 바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운영체제에 의해 보존되는 폰트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 드라이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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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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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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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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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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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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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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