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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심사관 : 정두한

(54) 사진 상에 적외선 잉크로 인코딩된 사운드를 재생

요약

잉크 젯 프린팅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진 이미지와 함게 프린트된 일련의 적외선 잉크 도트로서 폴트 톨러런트 방법으로 인

코딩되어 미리 기록된 오디오를 플레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미리 기록된 오디오의 적외선(IR) 형태를 스캐닝하기 위한

적외선 스캐너와; 대응하는 오디오 신호를 생성하도록 스캔된 오디오 인코딩을 디코딩하기 위해 상기 적외선 스캐너와 연

결된 프로세서와; 필요에 따라 대응하는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거나 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프로세서와 연결되는 오디오

발생기로 구성된 시스템이 개시된다.

상기 인코딩은 미리 기록된 오디옹의 리드-솔로몬(Reed-Solomon) 인코딩을 포함할 수 있고, 스캐닝을 돕기위해 고주파

인 적외선 잉크 도트의 배열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은 사진이 삽입되는 슬롯을 가지는 막대 같은 암(arm)을 포함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사진과 결합되고 상기 사진 상에 적외선 잉크로 기록된 사운드의 영구 기록을 기록 및 출력하기 위한 인티그럴

(integral) 사운드 기록 수단을 가지는 카메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사운드를 디코딩하고 사운드를 플

레이하는 사진 판독기(photograph reader)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기록된 사운드를 재생시키는 수단과 관한 것으로, 사운드를 디코딩하고 사운드를 플레이하는 사진 판독기

를 개시한다.

[본 출원과 동시에 계류중인 출원]

본 발명과 관련되는 다양한 방법, 시스템 및 장치가 본 출원과 동시에 본 발명의 출원인 또는 양수인에 의해 출원되어 계속

중인 아래의 출원들에 개시되어 있다.

 국제 특허출원 번호  서류 번호

 PCT/AU01/01317  ART80

 PCT/AU01/01328  ART81

 PCT/AU01/01326  ART82

 PCT/AU01/01325  ART84

 PCT/AU01/01324  ART85

이러한 본 출원과 동시에 출원되어 계속중인 출원들에 개시된 내용은 참조에 의해 본 명세서에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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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과 관련되는 다양한 방법, 시스템 및 장치가 1998년 7월 10일에 본 발명의 출원인 또는 양수인에 의해 출원되어 계

속중인 아래의 출원들에 개시되어 있다.

USSN 09/113,060, USSN 09/113,070, USSN 09/112,741,

USSN 09/112,785, 및 USSN 09/113,107

이러한 본 출원과 동시에 출원되어 계속중인 출원들에 개시된 내용은 참조에 의해 본 명세서에서 통합된다.

본 발명에 관련되는 다양한 방법, 시스템 및 장치가 2000년 6월 30일에 본 발명의 출원인 또는 양수인에 의해 출원되어 계

속중인 아래의 출원들에 개시되어 있다.

PCT/AU00/00743, PCT/AU00/00744, PCT/AU00/00745,

PCT/AU00/00746, PCT/AU00/00747, 및 PCT/AU00/00748

이러한 본 출원과 동시에 출원되어 계속중인 출원들에 개시된 내용은 참조에 의해 본 명세서에서 통합된다.

배경기술

사진 기술에 의한 이미지의 생산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공지되어 왔다. 더구나, 최근 디지털 카메라가 점점 대중화

되어,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 이미지가 캡쳐되고, 뒤에 프린팅하기 위해서 저장되어진다.

출원인의 출원 USSN 09/113,060, 09/113,070 및 USSN 09/113,222에서, 감지된 이미지를 프린팅하기 위한 인티그럴

프린터 장치를 포함하는 카메라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그러한 장치들이나 다른 이미지 캡쳐 장치들을 사용하여 사진을 촬영할 때, 오디오 및 다른 환경 정보를 적절히 다룰 수 있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원인의 출원 USSN 09/113,107에서, 오디오 데이터가 카드 또는 사진 후면의 백색 바탕에 검정색 잉크로 기록되는 장치

가 개시되었다. 카드 또는 사진이 스캐너 수단을 통과할 때, 판독기는 데이터를 판독하고 오디오 발생 수단을 통해서 그 신

호를 재생할 수 있었다.

US 5,896,403(나가사키(Nagasaki) 등)에서, 펜(pen) 디바이스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도트 코드(dot-code)로 프린트 미

디아(media), 예를 들면, 시트(sheet) 상에 이미지 및 오디오 정보를 프린트하는 프린팅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정

보는 도트 코드의 구조때문에 불규칙적이고 랜덤한 데이터의 스캐닝에도 불구하고 디코딩될 수 있다. 나가사키 등의 시스

템에서, 데이터의 스캐닝은 품질이 나쁘다. USSN 09/113,107에서 개시된 것과 같은 출원인의 프린팅 및 스캐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는 나가사키 등에서와 같은 행대행(line by line) 프로세스라기보다는 페이지 폭(pagewidth) 프로세

스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사진(photograph)", 오디오, 및 프린트 미디아의 동일 표면 상에 기록되어진 "사진"을 볼 때 오디오 정보를 재

생할 수 있고, 또한 감지된 이미지를 취득할 때 오디오를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국면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위 내의 사진 상에 프린트된 보이지 않는 잉크(invisible ink)의 배열로

서, 폴트 톨러런트(fault tolerant) 방법으로 인코딩되어 미리 기록된 오디오를 플레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상기 미리

기록된 오디오의 적외선 잉크로 프린트된 도트를 스캐닝하기 위한 적외선 스캐너 수단과; 대응하는 오디오 신호를 생성하

도록 상기 스캔닝된 오디오 인코딩을 디코딩하기 위해 상기 적외선 스캐너 수단과 연결되는 프로세서 수단과; 요구에 따라

상기 대응하는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거나 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프로세서 수단과 연결되는 오디오 발생기를 포함하는

미리 기록된 오디오를 플레이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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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이지 않는 잉크는 가시 스펙트럼에서 흡수를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적외선(IR) 흡수 잉크일 수 있다.

상기 인코딩은 상기 미리 기록된 오디오의 리드-솔로몬(Reed-Solomon) 인코딩을 포함할 수 있고, 페이지 폭 잉크 젯 프

린트헤드(page width ink jet printhead)를 사용하여 사진 상에 프린트되는 적외선(IR) 잉크 도트의 배열을 포함한다. 상

기 도트의 배열은 예를 들면, 체커보드(checkerboard) 패턴을 사용하여 스캐닝을 돕기 위해 고주파 변조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은 상기 카드가 삽입되는 슬롯을 가지는 막대 같은(wand-like) 암(arm)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부가적 측면에 따라, 사진의 표면 상에 프린트된 이미지와 동시에 존재하는 상기 사진의 표면 상에 폴트 톨러런

트 방법으로 인코딩된 형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잉크 도트의 배열로서 프린트되어 미리 기록된 오디오 신호를 디코딩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적외선으로 상기 사진 상에 상기 미리 기록된 오디오의 인코딩되어 프린트된 형태를 스캐닝하는 단계

와; (b) 상기 인코딩된 오디오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와; (c) 오디오 출력 장치 상에 상기 오디오 신호를 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미리 기록된 오디오 신호를 디코딩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다른 형태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의 바람직한 형태를, 오직 실시예로서, 첨부한 도

면을 참조로 하여 기술할 것이다.

도 1은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카메라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2는 출력 미디아를 프린팅하기 위한 프린터 메커니즘을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3은 사진 상에 출력 데이터의 형태를 예시하는 도면,

도 4는 출력 미디아의 확대된 부분을 예시하는 도면,

도 5는 사진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데 사용되는 판독 디바이스를 예시하는 도면,

도 6은 바람직한 실시예의 장치의 이용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실시예

바람직한 실시예는 USSN 09/113,060 및 USSN 09/113,070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포켓용 카메라 장치의 적절한 프로그

래밍에 의해서 바람직하게 실시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특허 명세서는, 아래에서 아트캠 형 카메라로 알려진, 감지된 이미지를 아트캠(Artcam) 휴대용 카메라 유

닛에 의해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개시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명세서는 임의의 출력 이미지에 다양한 효

과를 생성하고, 카메라 감지 디바이스에 의해 캡쳐된 이미지 상에 다양한 조작을 행할 수 있는 수단 및 방법을 개시한다.

상기 조작들은 매우 융통성있게 개시되며 , 이미지의 조작을 위한 다양한 지시가 인코딩되어 있고, 아트카드(Artcard)로

알려진 카드의 아트캠(Artcam) 내로 삽입되어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아트캠은 아트캠 중앙 프로세서 유닛(ACP)에

의해 실행되는 상당한 온보드 프로세싱 능력(significant onboard processing power)을 가지고, 상기 아트캠 중앙 프로세

서 유닛은 입력 데이터 및 이미지의 저장을 위해 메모리 디바이스에 연결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아트캠 디바이스는 마이크로폰 장치 및 관련되는 기록 기술을 구비하도록 적절하게 변경된다. 사진

이 촬영될 때, 주위 사운드 환경 또는 이미지와 관련되는 메시지를 기록할 기회가 제공된다. 다음으로, 상기 기록된 오디오

는 인코딩된 형태로 사진 상에 프린트되고, 상기 인코딩은 매우 탄력적인 형태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록된 오디오는

사진과 관련된 영구 오디오 기록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상기 인코딩된 오디오를 스캐닝하고 이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재생 장치가 제공된다.

도 1을 참조하면, 앞서 언급된 특허 명세서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구성을 포함하는 바람직한 실시예(1)가 개략적인 형태로

예시된다. 이미지(2)는 CCD 센서(3)를 거쳐 감지되고, 앞서 언급된 특허 명세서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상당한 계산 자원

을 포함하는 아트캠 중앙 프로세서(4)로 포워딩된다. 상기 아트캠 중앙 프로세서(4)는 바람직하게는 고속 램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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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BUS)(상표) 인터페이스 메모리로 구성되는 메모리(5)에 상기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아트캠 중앙 프

로세서(4)는 전체 컬러(full-color) 사진(예컨대 7)의 출력을 위해 페이지 폭 잉크 젯 프린트헤드(15)(도 2를 참조)를 가지

는 프린터 디바이스(6)의 동작의 제어를 담당하여, 요구에 따라 즉석 이미지를 제공한다. 상기 프린트헤드(15)는 컬러 이

미지를 프린트 할 수 있고, 1600dpi의 해상도로 프린팅하기 위해 적어도 4개의 잉크 젯 노즐을 가진다. 상기 4개의 잉크는

데이터 프린팅을 위한 적외선 잉크, 컬러 이미지 프린팅을 위한 시안(cyan), 마젠타(magenta) 및 옐로(yellow)를 포함한

다. 6개의 잉크로 프린트할 능력을 가지지 않은 프린트헤드가 모놀리식(monolithic) 구조를 사용하는 출원인의 출원 PCT/

AU00/00743, PCT/AU00/00744, PCT/AU00/00745, PCT/AU00/00746, PCT/AU00/00747 및 PCT/AU00/00748에

서 개시된다.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또한, 상기 카메라 구성(1)은 램버스 버스(11)를 경유하여 ACP 프로세서(4)의 제어하에서 메

모리(5)에 인터페이스하는 사운드 칩(10)을 구비한다. 상기 사운드 칩(10)은 표준형 이거나 특수형일 수 있으며, 예를 들

면, 사운드 마이크로폰(13)으로부터 아날로그 입력(12)을 취하는 DSP 프로세서로 구성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칩의 복잡

도가 증가함에 따라(무어의 법칙), 사운드 칩(10)의 기능은 회로 칩에 집적되는 선행 에지 CMOS 타입을 포함하는 ACP 칩

상에 통합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많은 다른 형태의 구성들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 아주 명백할

것이다. 상기 사운드 칩(10)은 아날로그 입력(12)을 대응하는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고, 메모리(5)에 저장을 위해 포워드한

다. 상기 기록 프로세스는 상기 카메라 디바이스 상에 ACP 프로세서(4)의 제어하에 있는 버튼(미도시)을 누름으로써 구동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진을 촬영할 때 거의 자동으로 구동될 수 있다. 상기 기록된 데이터는 메모리(5)에 저장된다.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카메라 구성은 바람직하게는 프린트헤드(15)를 포함하는 프린터 디바이스(6)를 포함한다. 상기 프

린트헤드(15)를 이용하여 프린트 미디아(17) 상에 이미지를 프린트하고, 동시에 IR 잉크를 사용하여 출력 미디아(17)의 동

일 면 상에 오디오(또는 다른)정보를 프린트한다.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참조문헌으로 본 명세서에서 통합되어진 내용인

USSN 09/112,741에 출력 사진의 뒤에 정보를 프린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구성이 기술되어 있다. 단일 프린트헤

드를 사용하여, 그곳에서 개시되어진 것보다 단순한 장치를 제공한다. 출원인은 2000년 8월 14일에 출원된 호주 임시 특

허출원 PQ9412 및 PQ9376와, 2000년 8월 18일에 출원된 출원인의 출원 PQ9509와, 2000년 8월 21일에 출원된

PQ9571 및 PQ9561에서 본 목적에 적합한 적외선 잉크를 개시하였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사진 미디아(17) 상에 프린트된 출력의 보기가 예시되어 있다. 상기 미디아(17)는 프린트된 정보

(20) 및 데이터(22)와 함께 사진 이미지(18)를 포함한다. 상기 이미지(18)의 상세는 예시의 간편을 위해 도시하지 않기로

한다. 상기 정보(20)는, 키보드 입력에 의하거나 선택적으로 GPS 또는 그와 같은 부착된 위치확인 시스템의 이용을 통해

서 제공되는 위치 데이터와 함께 위치, 날짜 및 시간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정보(20)는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

다. 상기 데이터(22)는 표적 경계(target boundary)(23)에 의해 마킹되어 시작과 끝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적외선에

선 볼 수 있게) 인코딩된 형태로 제공된다. 상기 인코딩의 형태는 많고 다양할 수 있으나, 스크래치, 먼지, 낙서, 마모, 로테

이션, 바램(fading) 등을 견딜 수 있도록, 높은 폴트 톨러런트 방법으로서 상기 인코딩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합

한 기술 중에 한 형태는 앞서 언급된 특허 명세서 USSN 09/113,060에서 기술되거나, USSN 09/112,070 및 USSN 09/

112,785 또는 동시에 출원되어 계속중인 출원 서류 번호 PCT/AU01/01317(서류 번호 ART80), PCT/AU01/01328(서류

번호 ART81) 및 PCT/AU01/01326(서류 번호 ART82)에 개시된 것처럼 "아트카드"의 구성에서 사용되어진 프린팅 기술

이다. 높은 정도의 폴트 톨러런스를 제공하도록 인코딩 형식은 상기 데이터의 리드-솔로몬(Reed-Solomon) 인코딩의 이

용에 강하게 의존한다. 상기 데이터(25)의 일부분이 도 4에 개략적인 구조로 나타나 있고, 상기 데이터는 도 2의 상기 프린

트헤드(15)에 의해 프린트되는 것과 같은 IR 도트의 배열로 이루어지고, 인코딩된 데이터의 감지를 돕도록 상기 데이터에

더해진 고주파 "체커보드(checkerboard)" 패턴(21)에 의해 부가적으로 변조된다. 이러한 특정 예에서, 상기 데이터(22)는

이미지 정보(20)뿐 아니라 사운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동시에 출원되어 계속중인 PCT/AU01/01317(서류 번호

ART80), PCT/AU01/01328(서류 번호 ART81) 및 PCT/AU01/01326(서류 번호 ART82)에서 논의된 것처럼 개시된 방

법론은 1600dpi의 해상도로 프린트되는 데이터를 위한 4"×6"(102mm × 152mm)의 크기를 가지는 사진 상에 약

6Megabyte의 임의의 데이터의 저장을 제공한다.

기록된 오디오의 재생이 요구될 때, 상기 사진(17)은 적외선에 민감한 선형 CCD 센서 장치(27)를 지나서 사진(17)을 핀치

롤링하기 위한 핀치 롤러(pinch roller)를 포함하는 판독기 디바이스(26)를 통과한다. 상기 사진(17)은 적외선 소스의 컴플

리먼터리 특성(complimentary characteristics)에 의해 조광된다. 상기 센서 디바이스(27)는 앞서 언급되었던 특허 명세

서 또는 출원인의 출원 PCT/AU01/01324(서류 번호 ART85) 명세서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적절하게 개조된 센서 디바이

스일 수 있다.

적절한 센서는 편평 베드형 스캐너(flat bed scanner) 또는 팩시밀리에서 찾아질 수 있다. CCD 디바이스의 상기 센서는

사진의 크기 및 IR 잉크의 스펙트럼 특성에 그 감도 및 적용범위를 최적화하기 위한 렌즈 및/또는 필터 배열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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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범위 400 - 700mm에서 최소 반응을 가지고, 파장 범위 700mm-1200mm에서 최대 반응을 가지는 잉크가 적절하다

는 것이, 2000년 8월 14일에 출원된 호주 임시 특허출원 PQ9412 및 PQ9376과 2000년 8월 18일에 출원된 출원인의 출

원 PQ9509와 2000년 8월 21일에 출원된 PQ9571 및 PQ9561에서 개시되어 있다.

이제 도 6을 참조하면, 도 5의 오디오 판독기 디바이스의 동작이 개략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상기 선형 CCD IR 센서(27)

는 제2 아트캠 중앙 프로세서(28)에 연결되어 있고, 상기 제2 아트캠 중앙 프로세서는 사진 상에 적외선에서 저장되어 있

는 데이터를 판독하고 디코딩하기에 적합하게 개조되어 있다. 상기 디코딩된 오디오 정보는 스피커(29) 상에 사운드 프로

세싱 칩(35)을 경유하여 재생을 위해 메모리(32)에 저장된다. 상기 사운드 프로세싱 칩(35)은 다양한 사용자 입력 제어부

(33)의 제어하에서 차례로 동작하는 ACP 디코더(28)의 제어하에서 동작할 수 있고, 상기 다양한 사용자 입력 제어부(33)

는 볼륨 제어, 되감기, 플레이 및 고속 순방향감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특허 명세서 USSN 09/113,070 및

USSN 09/112,785 또는 동시에 출원되어 계속중인 출원인의 출원의 서류 번호 PCT/AU01/01317(서류 번호 ART80),

PCT/AU01/01328(서류 번호 ART81) 및 PCT/AU01/01326(서류 번호 ART82)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CCD 선형 IR 센

서(27) 및 ACP 디코더(28)는 상기 정보가 아트캐드 또는 대체 아트캐드 포맷에서 프린트되는 것처럼 판독 프로세스를 실

행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앞서 설명되었던 바람직한 실시예로부터 사진과 관련되는 오디오 기록을 제공하도록 출력 이미지와 관련되는 오디오를 자

동기록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IR 잉크로 사진 상에 기록된 오디오 출력을 판독하기 위한 오

디오 판독기 시스템 또한 개시된다.

본 기술 분야에 속하는 당업자라면 본 발명에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폭 넓게 기술된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에서 벗어남

없이 상기 특정 실시예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스테레오 및 B-포맷 기

술과 같은 보다 복잡한 오디오 기록 및 재생 기술의 이용이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는 모든 국면에서 예시적이며 제한적이

지 않다는 것이 고려되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위 내의 사진 상에 프린트된 보이지 않는 잉크(invisible ink)의 배열로서 폴트 톨러런트(fault

tolerant) 방법으로 인코딩되어 미리 기록된 오디오를 플레이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미리 기록된 오디오의 적외선 잉크로 프린트된 도트를 스캐닝하기 위한 적외선 스캐너 수단과;

대응하는 오디오 신호를 생성하도록 상기 스캔닝된 오디오 인코딩을 디코딩하기 위해 상기 적외선 스캐너 수단과 연결되

는 프로세서 수단과;

요구에 따라 상기 대응하는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키거나 플레이하기 위하여 상기 프로세서 수단과 연결되는 오디오 발생

기를 포함하고,

상기 인코딩은 상기 IR 도트의 배열의 고주파 체커보드(checkerboard) 변조를 포함하는 미리 기록된 오디오를 플레이하

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이지 않는 잉크는 가시 스펙트럼에서 거의 흡수없는 적외선(IR) 흡수 잉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리 기록된 오디

오를 플레이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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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인코딩은 상기 미리 기록된 오디오의 리드-솔로몬(Reed-Solomon) 인코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리 기록된 오디오를 플레이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사진이 삽입되는 슬롯을 가지는 막대 같은 암(arm)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리 기록된 오디

오를 플레이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사진의 표면 상에 프린트된 이미지와 동시에 존재하고 상기 사진의 표면 상에 폴트 톨러런트로 인코딩된 형태로 눈에 보이

지 않는 잉크 도트의 배열로서 프린트되어 미리 기록된 오디오 신호를 디코딩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적외선으로 상기 사진 상에 상기 미리 기록된 오디오의 인코딩되어 프린트된 형태를 스캐닝하는 단계와;

(b) 상기 인코딩된 오디오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와;

(c) 오디오 출력 장치 상에 상기 오디오 신호를 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인코딩된 형태는 고주파 체커보드 신호 성분을 가진 적외선 도트의 상기 배열을 변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미리 기록된 오디오 신호를 디코딩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보이지 않는 잉크는 가시 스펙트럼에서 거의 흡수없는 적외선(IR) 흡수 잉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리 기록된 오디

오 신호를 디코딩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신호는 상기 사진의 상기 표면 상에 적외선 잉크 도트의 배열로서 프리팅되기 전에 인코딩된 리드-솔로몬

(Reed-Solomo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리 기록된 오디오 신호를 디코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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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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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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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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