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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물리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표현된 코드이미지를 인식하고 그 코드이미지에 표시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본이미지를 입력받아 원본이미지에 포함된 배경영상을 검출한 다
음 배경영상 부분이 제외된 코드이미지영역을 추출하여 코드이미지의 모양과 종류, 및 각 셀에 표시된 컬러 또는 농담
을 인식하며, 각 셀에 대해 인식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로 변환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컬러나 농담으로 소정의 정보가 표시된 코드이미지를 입력받아 그 코드이미지가 입력된 환
경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원래의 컬러나 농담을 판별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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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코드인식장치의 블록도이며, 도 1b는 도 1a의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2a-2e는 본 코드인식장치의 판독대상이라 할 수 있는 코드이미지의 다양한 예를 나타내며, 도 3a-3c는 소정의 정
보를 이미지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코드변환표의 예를 나타내며, 도 4는 코드이미지가 실제로 명함에 적용된 예를 나
타낸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코드인식장치의 블록도이며, 도 6은 도 5의 장치가 동작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흐름
도이다.

도 7은 원본이미지로부터 흑백이미지를 구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흑백이미지를 기준으로 잡영을 제거하는 과정은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9는 코드이미지의 각 셀에 표시된 표준컬러를 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10-14은 도 9의 설명에 필요한 예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한 코드인식장치의 블록도이며, 도 16은 도 15에 도시된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
한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물리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표현된 코드이미지를 인식하고 그 코드이미지에 표시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문자나 숫자, 기호와 같은 인식 가능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보의 보안이나 표시공간을 고려하여 문자나 
숫자, 기호 등이 이미지로 표시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정보가 이미지로 표시된 코드이미지에 의하여 원래의 정보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디코더가 제공되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정보가 컬러 또는 농담으로 표현된 코드이미지로부터 원래의 정보를 판독할 수 
있는 코드인식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코드인식장치는,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본이미지를 획득하는 이미지획득
부; 상기 원본이미지로부터 인식된 컬러나 농담을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한 다음 상기 보정된 컬러나 농담을 코드이미
지의 생성시 사용된 복수의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변환하여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표시된 표준이미
지를 생성하는 컬러변환부; 상기 원본이미지의 컬러 또는 농담을 소정의 기준값에 따라 두 가지의 컬러로 구분하여 이
진화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진화변환부; 상기 이진화 이미지를 기준으로 코드이미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추출한 다음 
상기 표준이미지에서 그에 대응하는 부분을 배경컬러로 표시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상기 코드
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복수의 셀을 추출한 다음 상기 각 셀에 표시된 표준컬러 또는 표준농담을 인식하는 이미지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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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및 그에 대응하는 컬러 또는 농담과의 관계에 따라 상기 코드이미지의 
각 셀에서 인식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추출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하는 코드
변환부;를 포함한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코드인식장치는,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본이미지를 획득하는 이미
지획득부; 상기 원본이미지의 컬러 또는 농담을 소정의 기준값에 따라 두 가지의 컬러로 구분하여 이진화 이미지를 생
성하는 이진화변환부; 상기 이진화 이미지를 기준으로 코드이미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추출한 다음 상기 원본이미지
에서 그에 대응하는 부분을 배경컬러로 표시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상기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
함된 복수의 셀을 추출한 다음 상기 각 셀에 표시된 컬러 또는 농담을 인식하는 이미지처리부; 상기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각 셀에 대해 인식된 컬러나 농담을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한 다음 상기 보정된 컬러나 농담을 코드이미지의 
생성시 사용된 복수의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농담들로 변환하여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표시된 표준이미지를 
생성하는 컬러변환부; 및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및 그에 대응하는 컬러 또는 농담과의 관계에 따
라 상기 코드이미지의 각 셀에서 인식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추출하여 코드
정보를 생성하는 코드변환부;를 포함한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코드인식방법은,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본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원본이미지로부터 인식된 컬러나 농담을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하는 단계; 상기 보정된 컬러나 농담을 코드이미지의 
생성시 사용된 복수의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변환하여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표시된 표준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원본이미지의 컬러 또는 농담을 소정의 기준값에 따라 두 가지의 컬러로 구분하여 이진화 이미지
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이진화 이미지를 기준으로 코드이미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추출하고 상기 표준이미지에서 그
에 대응하는 부분을 배경컬러로 처리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는 단계; 상기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
된 복수의 셀을 추출한 다음 상기 각 셀에 표시된 표준컬러 또는 표준농담을 인식하는 단계; 및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및 그에 대응하는 컬러 또는 농담과의 관계에 따라 상기 코드이미지의 각 셀에서 인식된 컬러 또
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추출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코드인식방법은,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본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 상기 원본이미지의 컬러 또는 농담을 소정의 기준값에 따라 두 가지의 컬러로 구분하여 이진화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
계; 상기 이진화 이미지를 기준으로 코드이미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추출하고 상기 원본이미지에서 그에 대응하는 부
분을 배경컬러로 처리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는 단계; 상기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복수의 셀을 
추출한 다음 상기 각 셀에 표시된 컬러 또는 농담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각 셀에 대해 인식
된 컬러나 농담을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하는 단계; 상기 보정된 컬러나 농담을 코드이미지의 생성시 사용된 복수의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농담들로 변환하여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표시된 표준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및 정보
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및 그에 대응하는 컬러 또는 농담과의 관계에 따라 상기 코드이미지의 각 셀에
서 인식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추출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코드인식장치의 블록도이며, 도 1b는 도 1a의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그리고, 도 2a-2e는 본 코드인식장치의 판독대상이라 할 수 있는 코드이미지의 다양한 예를 나타내며, 도 3a-3c는 소
정의 정보를 이미지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코드변환표의 예를 나타내며, 도 4는 코드이미지가 실제로 명함에 적용된 
예를 나타낸다. 코드인식장치는 물리적인 매체에 표시된 코드이미지(도 4의 우측하단에 도시된 사각형 이미지)를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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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코드이미지가 표시하고자 하는 원래의 코드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장치이다. 코드이미지는 숫자, 문자 또는 기
호가 코드변환표에 의하여 변환되어 형성된 이미지를 말하며, 코드이미지는 도 2a-2d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먼저, 도 1a 및 1b를 참조하여 코드인식장치의 기능 및 동작을 설명한다.
    

    
이미지 획득부(11)는 코드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물리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획득한다(21). 코드
이미지에는 최종적으로 추출하고자 하는 코드정보가 이미지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이미지 획득부(11)는 이미지를 읽
기 위한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PC 카메라, 센서, 팩스 등과 같은 화상입력장치를 통하여 물리적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읽어들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데이터 형태로 변환하거나 컴퓨터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형
태로 제공될 수 있다. 여기서, 이미지 획득부(11)의 출력신호를 원본이미지라고 칭하며, 이 원본이미지는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코드이미지와 함께 잡영이나 배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
이다.
    

    
이미지 처리부(13)는 원본이미지에서 코드이미지를 추출하고, 코드이미지에 포함된 복수의 셀에 표시된 컬러 또는 농
담을 인식한다. 먼저, 환경변수 및/또는 컬러모드 등의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원본이미지로부터 코드이미지 영역을 추출
한다(22). 이미지 처리부(13)는 원본이미지에서 코드이미지와 관계되는 정보들을 생성하여, 코드이미지의 모양이나 
위치, 종류를 판별(23)하고, 코드이미지에 포함된 셀들의 수와 모양, 위치를 판별(24)한 다음 각 셀에 표시된 색상이
나 농담 등을 검출한다(25). 이미지 처리부(13)는 원본이미지를 획득할 당시의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변수를 설정하고, 
원본이미지로부터 인식된 컬러나 농담을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하여 원래의 컬러나 농담을 검출할 수 있다.
    

    
이미지 처리부(13)는 원본이미지에서 배경영상 부분이 제외된 코드이미지영역을 추출하여 코드이미지의 모양과 종류
를 판별하고, 이를 기초로 코드이미지영역에 포함된 셀들을 구분하여 판별할 수 있다. 한편, 원본이미지가 입력된 상황
에서의 밝기 정도에 따라 설정된 흑백환경변수를 기준으로 원본이미지를 흑백이미지로 변환하고, 흑백이미지에서 배경
영상 부분에 코드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컬러가 아닌 특유의 배경컬러로 표시한 다음 흑백이미지에서 배경컬러
로 처리된 부분에 대응하는 원본이미지 부분을 배경컬러로 처리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원본이
미지에서 코드이미지 영역을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흑백이미지를 이용함으로써 코드이미지 영역을 추출하는데 필
요한 연산과정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미지 처리부(13)는 배경컬러에 의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이 서로 구분된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를 복수의 
블록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 블록에서 배경컬러가 아닌 컬러나 농담을 갖는 영역을 검출한 다음 블록들 중 상기 영역이 
가장 큰 블록을 선택하고, 그 블록에 포함된 코드이미지영역의 중심점을 검출하며,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전체 이미지
를 탐색하여 배경컬러가 아닌 컬러나 농담을 갖는 영역을 코드이미지 영역으로 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드설정부(17)는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및 그에 대응하는 컬러 또는 농담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예컨대 도 3a-3c 중 어느 하나의 코드변환표에 의하여 코드이미지가 생성된 것이라면 원본이미지로부터 인식된 
컬러나 농담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코드변환부(15)는 코드설정부(17)에서 제
공되는 관계에 따라 코드이미지의 각 셀에 표시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추출
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한다(26).
    

    
이미지 내의 각 픽셀의 컬러나 농담을 판독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경변수를 설정하는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환경변수는 
RGB 모델의 R,G,B 또는 HSV 모델의 H,S,V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원본이미지가 읽혀진 환경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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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원본이미지로부터 인식된 컬러값이나 농담값을 정규화하기 위하여 설정된다. 다시 말하면, 컬러환경변수는 원본
이미지로부터 읽어들인 컬러값이나 농담값, 예를 들어 RGB 컬러모델의 Red, Green, Blue, Brightness에 대한 값, 혹
은 HSV 컬러모델의 Hue, Saturation, Value(Brightness)에 대한 값, CMYK 컬러모델의 Cyan, Magenta, Yellow, 
blacK에 대한 값, HSI 컬러모델의 Hue, Saturation, Intensity에 대한 값에 환경변수로 설정된 일정한 수치를 가감하
도록 설정되는 값이다. 다양한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원본이미지에 표시된 색상이나 농담을 그 이미지가 읽혀진 환경에 
맞도록 조정하여 본래의 색상/농담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형광등이나 3파장 램프 조명과 같이 통상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명 환경에 적합하도록 초기 환경변
수가 설정된다. 또는 카메라로 원본이미지를 입력하기 전에 백색 종이를 배경으로 먼저 한 번 촬영하여 그 주위의 조명 
환경에 따라 환경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할로겐램프 조명 하에서는 붉은 빛이 상대적으로 강하
므로 할로겐 램프에 의한 붉은 빛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도록 환경변수를 설정한다. 그 다음, 실제로 읽혀진 컬러를 환
경변수에 의하여 정규화하면 조명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 원래의 컬러에 가까운 컬러를 얻을 수 있다.
    

    
환경변수를 사용하여 컬러나 농담을 보정하는 예를 설명한다. 도 3b와 같은 코드변환표를 이용하여 8가지 색상으로 코
드이미지가 형성된 경우를 가정한다. RGB 모델에서 원본이미지의 어느 픽셀에 표시된 RGB값이 (100, 100, 100)으로 
인식되고, 환경변수가 {+100, -50, +5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픽셀값에서 환경변수를 연산하면 그 픽셀의 수정된 
RGB값은 (200,50, 150)이 된다. 이 계산 결과에서 각 색상요소 값이 128 이상이면 255로 변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변환하며, 그 결과 최종값은 (255, 0, 255)가 되므로 자홍색(magenta)로 판별하게 된다.
    

예 1) RGB 컬러모델에서, RGB 각각의 최대값은 255, 최소값은 0인데, (255, 0, 0)은 빨간색, (0, 255, 0)는 녹색, 
(0, 0, 255)는 파란색이며, (0, 0, 0)는 검정색, (255, 255, 255)는 흰색이다. x를 R, G, 또는 B값, y를 RGB 각각에 
대한 환경변수값이라고 할 때, 각 픽셀에 대해 최종 RGB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수학식 1
f(x) = 255, if x+y ≥128 (여기서, 0 ≤x, y ≤255)

0 , otherwise

예 2) YIQ, YUV 컬러모델은 RGB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해서 구하는 컬러모델로서 RGB 모델과 유사하다. 즉, Y = 0.
299R + 0.587G + 0.114B, I = 0.596R - 0.274G - 0.322B, Q = 0.211R - 0.523G + 0.312B의 형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빛의 물리적 성질보다는 사람 눈에 부합하는 색상을 만들기 위해 이용된다. Y는 밝기, I와 Q는 각각 적색과 
청색의 정도를 나타낸다.

수학식 2
f(y) = white, y = 0.5

black, otherwise

예 3) CMYK 컬러모델은 주로 인쇄를 위한 컬러모델이며, 각 색요소를 %단위 또는 비율로 표시하는 방식으로서, RG
B값과의 관계로 보면 (R/255, G/255, B/255)로 표현된다. x를 C. M. Y, K 값이라고 하고 y를 각 색 요소에 대응하는 
환경변수값이라고 할 때, 각 픽셀에 대해 최종 CMYK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수학식 3
f(x) = 1, if x+y ≥0.5 (여기서, 0 ≤x, 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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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 0, otherwise

예 4) HSV, HSI 컬러모델의 경우, Hue값이 각도로 표현된다. 여기서, x를 Hue 값이라고 하고, 컬러환경변수를 0 < 
= Trg < Tgb < Tbr < = 360 로 설정하면 컬러 판별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수학식 4
f(x) = red, if Tbr < = x < Trg

green, if Trg < = x < Tgb

blue, if Tgb < = x < Tbr

예 5) CIE(Commission Interantionale de L' clairage) 컬러모델에서 x와 y 평면에 색상의 위치가 표시되며, 이 경
우 색상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x,y가 사용되므로, 컬러 판별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수학식 5
f(x,y) = red, if x = 0.4

green, if x < 0.25, y = 0.4

blue, if x < 0.25, y < 0.25

gray, otherwise

    
환경변수는 통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환경과 그 환경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는 환경변수 간의 관계 데이터를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해 두고, 실제 작업환경에 대해 미리 설정된 데이터를 독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입력광학장치의 광학 특성 및 
주변 조명상황 등을 분석하여 입력광학장치에 의하여 읽혀진 컬러를 원래의 컬러로 보정하거나 코드이미지를 배경과 
구분할 수 있도록 실험적으로 환경변수가 설정되어, 기기나 환경의 영향을 배제하고 오차없이 컬러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서로 다른 목적을 갖는 둘 이상의 환경변수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코드이미지를 배경
과 분리하기 위한 환경변수이고, 다른 하나는 배경으로부터 분리된 코드이미지의 색채나 농담 등을 판별하기 위한 환경
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붉은 조명의 환경에서 RGB 모델을 기반으로 컬러를 판별할 때 R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광학장치에서 판독한 R 값을 소정의 가중치에 따라 감소시켜서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배제시킨다. 또한 
밝은 조명의 환경에서 입력된 코드이미지는 HSV 모델을 기반으로 흑백을 구별할 때 V값의 가중치를 증가시켜 컬러를 
판별한다. 또한 어두운 조명의 환경에서는 HSV 모델에서 흑백과 이를 제외한 컬러를 구별하는 V값의 가중치를 감소시
키고 S값의 가중치도 감소시켜서 컬러를 판별한다. 또한, 환경변수를 재설정함에 있어서, 광학장치에 의하여 코드이미
지의 각 셀들에 대하여 얻은 R, G, B, H, S 및/또는 V값의 분포를 파악하고, 그 분포를 참조하여 환경변수 및 그에 대
한 가중치를 재설정할 수 있다.
    

    
도 1a에 도시된 코드인식장치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코드이미지 및 그에 대응하는 코드정보의 예에 대하여 설명하
기로 한다. 도 2a-2d는 본 발명에 따른 코드인식장치에 의하여 인식가능한 코드이미지의 다양한 표현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에서, 셀의 모양을 사각형, 원형, 타원형, 십자형 또는 벌집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하나의 
코드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이들 모양들의 조합도 가능하다. 코드이미지에 표시할 정보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코드이미지
의 또는 셀의 모양과 크기는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도 2d는 바코드와 유사한 모양을 하는 코드이미지도 포함된
다. 복수의 셀로 구성되는 코드이미지의 전체적인 모양도 사각형, 원형, 타원형, 십자형 또는 벌집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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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e는 코드이미지에 표시된 정보의 역할을 기준으로 코드이미지의 영역을 구별하여 표시한 도면이다. 코드이미지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색채(color), 농담(shade), 형상, 패턴 또는 이들의 결합이 다르게 인코딩되어 표시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셀로 형성된 데이터영역(291)이 포함된다. 데이터영역(291)은 문자 등이 이미지로 인코딩된 하나 이상
의 데이터셀로 구성되며, 데이터셀은 그 각각이 하나의 문자와 같은 정보를 나타내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또한 다수 개
의 데이터셀 세트(set)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를 나타내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예컨대, 문자 "A"를 적색으로 된 
셀 하나로 표시하거나 적색과 녹색으로 된 두 셀로 표시할 수 있다. 데이터영역(291)에 담기는 코드정보는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네트워크의 호스트 주소,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 
및 IP 어드레스, URL, 프로토콜, 또는 문서명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코드이미지에는 패리티영역(293), 참조영역(295) 및 제어영역(297) 중 적어도 하나가 더 포함될 수 있다. 패리티영
역(293)은 데이터영역(291)에 표시된 셀들의 인식 오류 검사를 위한 패리티셀들로 형성된다. 참조영역(295)은 데이
터영역(291)에 형성된 데이터셀의 색채, 농담, 형상, 패턴 또는 이들의 결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색채, 기준농담, 기
준형상, 기준패턴 또는 이들의 결합을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참조셀로 형성된다. 제어영역(297)은 데이터영역(291)
에 표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는 명령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어셀로 형성된다. 이하에서는, 
데이터영역을 제외한 영역들, 예를 들어 패리티영역, 참조영역, 제어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통칭하여 "보조영역"이라 
부르고, 보조영역에 포함되는 셀을 보조셀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패리티영역(293)은 색채 또는 농담 (만일 있다면, 형상 및/또는 패턴)이 코드정보의 내용에 대응하여 데이터셀들에 적
합하게 표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데 사용된다. 패리티영역(293)은 데이터셀들에 표시된 색채 또는 농담에 대
응하여 규정된 코드값에 따라 패리티데이터를 구하고, 패리티데이터에 대응하는 색채 또는 농담으로 패리티셀을 형성한
다.

    
참조영역(295)은 데이터영역(291) 및/또는 보조영역에 있는 셀에 표현된 컬러(또는 농담, 만일 있다면 형상 또는 패
턴)를 인식하는 기준컬러(또는 기준농담, 필요에 따라서는 기준형상이나 기준패턴)를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각 영역에 
표시되는 셀의 컬러는 RGB(Red Blue Green). HSV(Hue Saturation Value), CMYK(Cyan Magenta Yellow blacK), 
HSI(Hue Saturation Intensity), CIE, YIQ 또는 YUV 등의 컬러 모델로 표시될 수 있다. 또한, 흑백 농담(그레이 스
케일)에 의하여 코드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참조영역(295)에 표시된 흑색 및/또는 백색을 기준으로 각 셀의 정보를 정
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드이미지에 포함된 각 영역 사이에는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영역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각 영역에 포
함된 각 셀 사이에도 셀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영역을 별도로 더 구비할 수 있다. 경계영역은 특정의 색상이나 패턴 등으
로 된 선이나 셀로 구성될 수 있으며, 경계선 또는 경계영역은 검정색 또는 흰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프린트의 기종이나 인쇄용지의 재질에 따라 하나의 컬러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인쇄될 수 있으며, 또한 스캐너나 카
메라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색상이 다소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참조영역(295)에 있는 참조셀
은 데이터영역에 표시된 색상을 판별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즉, 출력장치에 따라 컬러가 다르게 출력되거나, 스캐너 등
과 같은 입력장치에 따라 컬러가 다르게 입력되었다고 할 지라도, 참조영역(295)의 컬러와 데이터영역(291)의 컬러의 
색조 차이(color difference)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데이터영역(291)에 표현된 셀의 색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영역(291)의 셀에 표시되는 색상은 참조영역(295)의 기준 컬러와 대비된 상대적인 색조 차이를 가지므
로, RGB 모델 또는 HSV 모델을 기준으로 참조영역(295)의 기준컬러와 비교하여 데이터영역(291)에 있는 셀의 컬러
를 구함으로써, 이미지 입력장치나 출력장치가 달라지더라도 데이터셀의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형상이나 패
턴이 카메라 등의 입력장치로 입력될 경우, 그것이 기울어지거나 찌그러진 상태로 입력될 수 있다. 기준형상 또는 기준
패턴이 참조영역에 의하여 제공됨으로써, 이러한 오입력 상태를 감지하도록 하여 데이터셀에 표현된 형상 또는 패턴을 

 - 7 -



등록특허 10-0339691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데이터영역(291)의 코드정보를 이용하여 응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명
함에 인터넷의 홈페이지 주소(즉, URL)가 코드이미지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코드이미지를 컴퓨터로 디코딩 한 다음 
그 컴퓨터 또는 그 컴퓨터에 연결된 서버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실행시켜 그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전자우편 주소가 코드이미지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코드이미지를 컴퓨
터로 디코딩한 다음 그 컴퓨터의 메일링 소프트웨어(mailing software)를 실행시켜 그 전자우편 주소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코드이미지가 휴대용 단말기로 입력된 경우, 코드이미지에 대응하는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때, 이러한 자동 서비스 기능은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하
거나 디코딩 프로그램에서 목적정보의 종류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코드이미지 내에 별
도의 이러한 명령어가 이미지로 표현된 제어영역(297)을 포함시켜, 그 제어영역(297)에서 디코딩된 제어정보를 이용
하여 디코딩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서비스하도록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제어영역(297)에는 데이터영역의 목적정보를 제어하는 명령 또는 메타-데이터(meta-data) 등이 포함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제어영역(297)에 표시된 정보는 데이터영역(291)에 형성된 셀의 디코딩 순서, 또는 데이터영역(291)
에 형성된 데이터셀의 색상의 판단기준이 되는 참조영역(295)의 참조셀의 위치, 패리티영역(293)의 위치나 속성 등 
여러 가지 메타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도 3a는 네 가지 색으로 두 비트의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나타낸다. 각 셀이 4가지의 색상 중 어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하나의 컬러셀로 2비트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연속된 4개의 셀들로 하나의 문자를 표시하도록 
정의한다면 8비트, 즉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컬러를 갖지만 셀이 가질 수 있는 형상의 종류
를 네 가지(예: 작은 사각형, 큰 사각형, 작은 원, 큰 원)로 하면 두 비트의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으며, 만일 각 셀 내
부가 네 가지의 다른 컬러로 채워질 수 있다면 256가지(8비트)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도 3b는 각종 문자(알파벳이
나 특수문자 등)나 숫자 또는 모양 등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코드변환표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하나의 문자가 
한 개 또는 두 개의 컬러셀로 매핑되는 예이다.
    

    
도 3b의 코드변환표를 이용한 인코딩 방법으로는, 각종 문자 등을 코드값으로 변환한 다음 각 코드값에 할당된 컬러(색
채)로 코드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다. 본 예에서는 8가지의 색을 이용하여 코드이미지를 생성하며, 하나의 문자나 숫자
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속된 두 셀을 사용한 예를 나타낸다. 8가지 색에 대해서는 "000"에서 "111"까지의 코드값이 할
당되며, 각 문자는 두가지 색으로 인코딩된다. 예컨대, 숫자 "3"은 코드값 "000 011"로 할당되고, 코드값 "000"에 할
당된 색(흑색)과 코드값 "011"에 할당된 색(시얀색)으로 인코딩되어, 흑색셀과 시얀색셀로 연속된 두 셀로 이미지화 
된다. 도 3b에 도시된 코드변환표에 따라 코드정보에 포함된 각종 문자나 숫자를 코드값으로 변환한 다음 그 코드값에 
대응되는 컬러를 사각형 셀들의 조합으로 된 사각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도 3c는 회색조 코드(greyscale code)를 이용하여 코드이미지를 생성하는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회색조 코드는 컬러
를 이루는 R(Red), G(Green), B(Blue)의 혼합 비율 대신에 흑백의 밝기에 따라 코드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
조영역은 흑색, 백색 또는 회색 중 어느 하나가 기준농담으로 설정되고, 데이터영역에 있는 셀은 참조영역의 기준농담
과 비교한 회색조 차이(grey difference)에 의해 코딩된 값을 가지게 된다. 코드이미지에 참조영역이 없으면, 코드이
미지의 각 셀의 농담을 계산하고, 서로 비슷한 농담을 갖는 셀들(셀집합)을 모아서 동일한 셀집합에 속한 셀들에 대해 
동일한 코드값을 부여한 다음 패리티영역을 이용하여 디코딩 오류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만일 판별오류가 발생하면, 
각 셀의 농담을 재계산하거나 셀집합을 형성하는 기준을 달리 설정한 다음 다시 오류여부를 판별한다. 이러한 회색조 
코드이미지는 신문과 같이 주로 흑백으로 인쇄된 매체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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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전술한 바와 같은 코드체계 등을 이용하여 명함에 코드이미지가 표현된 예를 나타낸다. 도 1의 코드인식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카메라나 스캐너를 이용하여 명함의 우측하단에 표시된 사각형의 코드이미지 부분이 포함되도
록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게 되며, 그 이미지 파일을 처리하여 그 코드이미지가 표현하고자 하는 코드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코드인식장치의 블록도이며, 도 6은 도 5의 장치가 동작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흐름
도이다.

    
이미지획득부(51)는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본이미지를 획득한다. 카메라나 스캐너와 같은 화상입력장치를 이용하여 
획득한 이미지파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이미지파일을 입력받아, 필요시 데이터포맷을 변환한다. 예컨대, 
압축된 영상이미지 파일이면 압축을 풀고 비트맵 형태의 이미지파일로 변환한다. 위와 같이 입력받은 이미지파일은 메
모리(52)에 원본이미지로서 저장된다. 원본이미지에는 사용자가 검출하기를 원하는 코드이미지와 함께 그 주변의 잡영
도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제어부(58)는 코드이미지의 종류를 입력받고, 원본이미지를 획득할 당시의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변수를 설정하거나 이
미 저장된 환경변수를 읽어 컬러필터(53)로 전송한다. 메모리(52)는 이미지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를 임
시로 저장한다.

    
컬러필터(53)는 원본이미지로부터 인식된 컬러나 농담을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한 다음 그 보정된 컬러나 농담을 코
드이미지의 생성시 사용된 복수의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농담들로 변환하여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표시된 표
준이미지를 생성한다. 여기서,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농담들은 코드이미지 생성시 문자, 숫자 또는 기호에 대응하여 설
정된 컬러들 및 농담들을 말한다 (도 3a-3c 참조). 물리적인 매체에 표시된 코드이미지는 코드이미지를 화상출력장치
로 프린트할 때 또는 코드이미지를 화상입력장치로 입력할 때 화상장치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원래 
설정된 컬러 그대로 표시되거나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홍색의 경우 RGB값이 (255, 0, 255)이지만, 
자홍색이 표시된 셀로부터 인식된 RGB값은 정확하게 (255, 0, 255)가 되지 않고, 그 근처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따
라서, 실제로 인식된 컬러나 농담을 표준컬러나 표준농담으로 변환하여야 코드변환표를 적용하여 코드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진화필터(54)는 원본이미지의 컬러 또는 농담을 소정의 기준값(흑백환경변수)에 따라 두 가지의 컬러로 구분하여 
이진화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진화이미지는 흑백으로 구현되거나 특정의 두 컬러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기준값
은 RGB 컬러모델에서 R,G,B의 값의 평균값 또는 그 중 최소값이나 최대값, 혹은 HSV 컬러모델의 V 값, HSI 컬러모델
의 I값 또는 CNYK 모델의 K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전처리부(55)는 원본이미지와 이진화이미지를 입력받아 이진화 이미지를 기준으로 코드이미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특정의 배경컬러로 처리하고, 이진화 이미지에서 배경컬러로 처리된 부분에 대응하는 상기 표준이미지 부분을 배경컬러
로 표시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이진화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픽셀들을 배경
컬러로 표시한 다음 배경컬러로 표시된 픽셀들과 연결된 픽셀들을 배경컬러로 표시함으로써,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배경컬러는 코드이미지의 생성 시에 사용되지 않았던 컬러 중 어느 하나로 설정된다. 
특징점추출부(56)는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복수의 셀을 추출한 다음 각 셀에 표시된 표준컬러 또는 표준농담을 인
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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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더(57)는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및 그에 대응하는 컬러 또는 농담과의 관계에 따라 코드이미
지의 각 셀에서 인식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추출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한다. 
이 때, 각 셀에 속한 픽셀들의 컬러 또는 농담 중 가장 많은 분포를 갖는 컬러 또는 농담을 당해 셀의 컬러 또는 색상으
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6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도 5에 도시된 코드인식장치의 동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
본이미지를 획득한다(61). 원본이미지를 획득할 당시의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변수를 설정하고, 원본이미지로부터 인식
된 컬러나 농담을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한다(62). 보정된 컬러나 농담을 코드이미지의 생성시 사용된 복수의 표준컬
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변환하여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표시된 표준이미지를 생성한다(63).

원본이미지의 컬러 또는 농담을 소정의 기준값에 따라 두 가지의 컬러로 구분하여 이진화 이미지를 생성하며(64), 이
진화 이미지를 기준으로 코드이미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특정의 배경컬러로 표시한다(65). 이진화 이미지에서 배경
컬러로 처리된 부분에 대응하는 표준이미지 부분을 배경컬러로 처리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한다(66).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복수의 셀을 추출한 다음 각 셀에 표시된 표준컬러 또는 표준농담을 인식하고(67),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및 그에 대응하는 컬러 또는 농담과의 관계에 따라 상기 코드이미지의 각 셀에서 
인식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추출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한다(68).

도 5에 도시된 코드인식장치의 기능 및 동작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진화필터(54)는 흑백환경변수에 따라 원본이미지를 흑백이미지로 변환하며, 흑백이미지는 원본이미지에 표현된 객
체의 판별을 용이하게 하고 작업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 원본이미지의 각 픽셀에서의 밝기 값을 환경변수값과 
비교하여 흑과 백의 픽셀값으로 출력하여 흑백이미지를 생성한다. 흑백환경변수란 Red, Green, Blue의 값을 합하여 
3으로 나눈 평균값, 혹은 HSV 컬러모델의 Value(Brightness) 값 등 원본이미지에 표시된 컬러를 흑백화하기 위한 값 
또는 값의 집합을 말한다. 원본이미지의 밝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어두운 경우(이 경우는 원본이미지가 스
캐닝될 때 주변 환경이 다소 어두웠거나 화상장치의 특성상 밝기가 낮게 표현된 경우라 할 수 있음)에는 흑백환경변수
값을 낮게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밝은 경우에는 흑백환경변수값을 높게 설정한다.
    

예를 들어, 원본이미지의 어느 픽셀의 RGB 값이 (100, 100, 100)이라면, 이 픽셀의 평균밝기는 100이 된다. 이 때 환
경변수값이 80이라고 가정하면, 이 값보다 밝은 값을 갖는 픽셀은 흰색, 그렇지 않으면 흑색으로 인식한다.

    
컬러이미지를 흑백이미지로 이진화할 때, 하나의 기준값을 전체 픽셀에 대해 적용하여 흑백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 이
외에 전체 이미지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대해 기준값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그 부분에 속하는 픽셀에 
대해 적용하여 흑백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즉, 국부 문턱값 방식은 이미지를 일정 크기의 단위블록들로 분할한 다음 
각 단위블록에 속하는 픽셀들의 밝기 값을 평균하고 그 평균값을 흑백환경변수로서 설정한다. 각 픽셀의 밝기 값을 흑
백환경변수값과 비교하여 그 단위블록에 속한 픽셀들을 흑백으로 이진화한다. 이 방식은 전체 이미지 중 부분적으로 특
히 어둡거나 밝은 경우에 특히 효과적이다.
    

    
컬러이미지를 흑백이미지로 변환할 때 다중 문턱값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중 문턱값 방식은 복수의 환경변수값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미지에 속한 픽셀들의 밝기값을 밝기 별로 히스토그램을 구한 다음 각 밝기 별로 빈도를 구하여 
빈도가 높은 밝기값과 빈도가 낮은 밝기값으로 구분한다. 통상적으로, 각 픽셀의 밝기 값은 특정의 밝기 값에 집중적으
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빈도가 높은 밝기값 사이에 위치한 빈도가 낮은 밝기값을 기준으로 복수의 흑백환
경변수를 설정한 다음 이들 흑백환경변수를 컬러이미지에 차례대로 적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이미지 내에서 밝기
의 변화가 심한 경우 복수의 흑백환경변수 중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흑백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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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원본이미지로부터 흑백이미지를 구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a)는 원본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실제는 
컬러 이미지이지만 도면 표현상의 한계로 그레이 이미지로 표시되어 있다. 도 7(b)는 픽셀의 R,G,B 값을 평균하고, 기
준치를 128으로 하여 평균값과 기준치를 비교하여 흑백이미지를 구한 예이며, 도 7(c)는 기준치를 90으로 한 예이다. 
도 7(d)는 국부 문턱값 방식을 적용한 예이다. 도 7(e)는 픽셀의 R,G,B 값 중 최소값을 기준치 128과 비교하여 흑백
이미지를 구한 예이며, 도 7(f)는 기준치를 90으로 한 예이다.
    

전처리부(55)는 컬러이미지와 흑백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들을 비교하여 코드이미지와 관련없는 불필요한 잡영을 컬러
이미지와 흑백이미지에서 제거한다. 흑백이미지를 기준으로 잡영을 제거하는 과정은 배경이미지 제거단계 및 미세잡영 
제거단계로 수행되며, 도 8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코드이미지 주위에는 코드이미지를 주변 영역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흰색이나 휘도가 높은 잉여 여백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배경이미지 제거단계에서는 잡영 이미지의 연결상태를 조사하여 이를 제거할 수 있다. 도 8은 배경이미지 제
거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먼저, 흑백이미지(도 8(a))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잡영 이미지, 다시 말하면 가장자
리 부분에 있는 픽셀들 중 흑색을 갖는 픽셀들을 특정의 농담이나 색상(코드이미지의 셀에는 표시되지 않는 컬러나 농
담으로서 "배경컬러"라고 칭함)으로 표시(도 8(b))한 다음 전체 영역을 조사하여 그 잡영 이미지와 연결된 픽셀들도 
배경컬러로 표시한다. 다시 말하면, 배경컬러로 된 픽셀과 연결된 흑색 픽셀들을 차례대로 검출하여 그들 픽셀들을 배
경컬로로 표시한다(도 8(c)-(e) 참조). 더 이상 배경컬러를 갖는 픽셀들과 연결된 흑색 픽셀이 없으면 배경컬러로 표
시된 부분은 잡영 이미지 영역으로 판별하고, 잡영 영역을 제외한 부분에서 흑색픽셀들로 구성된 부분을 코드이미지 영
역으로 판별한다. 이 때, 연결상태의 조사를 위해서는 잡영 이미지에 속하는 픽셀을 중심으로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탐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미세잡영(white/petter n
oise image) 제어단계에서는 잡영이미지가 제거된 이미지에서 각 픽셀들의 연결상태를 조사하여 픽셀들이 연결된 길
이나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치 미만이면 이를 미세잡영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거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크기를 갖
는 부분에 흑색을 갖는 픽셀의 수가 기준치 미만이면 이를 잡영으로 판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흑백이미지에서 
잡영이미지라고 판별된 부분과 흰색 픽셀 부분을 제외하면 구하고자 하는 코드이미지 부분이 되는 것이다.
    

흑백이미지에서 잡영을 제거한 결과를 컬러이미지에 적용하여 컬러이미지에서 코드이미지 영역을 추출한다. 예컨대, 흑
백이미지에서 잡영 부분으로 판단된 위치(좌표)에 있는 픽셀은 컬러이미지에서도 잡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특징점 추출부(56)는 잡영이 제거된 컬러이미지 및/또는 흑백이미지를 입력받아 특정 객체의 이미지(코드이미지)를 
구성하는 특징점과 그 영역을 탐색하며, 객체의 특징점에 의해 코드이미지의 종류와 위치 정보를 찾고, 오류 여부를 판
별한다. 특징점 추출부(56)는 잡영이 제거된 이미지에서 코드이미지 영역을 찾기 위한 블록 분할 단계, 코드이미지 영
역을 탐색하는 단계, 그리고 탐색된 코드이미지 영역으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단계 및 코드 종류 판별 단계의 과정
을 거쳐 수행된다. 도 9는 코드이미지의 각 셀에 표시된 표준컬러를 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배경컬러가 표시된 (또는 잡영이 제거된) 표준이미지가 입력(91)되면 표준이미지를 코드이미지 영역을 찾기 위해 표
준이미지를 블록단위로 분할한다(92). 도 10 (a)는 전체 이미지를 소정 크기의 블록들로 구분한 모습을 나타내는 도면
이며, 흑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코드이미지 영역임을 나타낸다. 이미지를 블록단위로 나눈 후 해당 블록에 속하
는 의미있는 이미지(다시 말하면, 잡영 이미지로 판별되어 배경컬러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이미지로서, 이는 
곧 코드이미지 영역을 말함)의 크기를 검사하면 코드이미지의 위치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블록에 속한 코드이
미지 영역이 가장 큰 블록의 중심점을 찾고 이를 기준으로 코드이미지 영역을 탐색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각 블록에서 
배경영역이 아닌 코드이미지 영역에 속하는 픽셀의 수를 검출(93)하고, 코드이미지 영역에 속하는 픽셀의 수가 가장 
많은 블록을 검출하고 그 블록의 중심점(또는 그 블록에 속한 코드이미지 영역의 중심점)을 검출한다(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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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미지 영역을 복수 개의 블록으로 분할한 다음 코드이미지 영역을 탐색하면 처리에 필요한 연산량을 줄일 수 있
다. 코드이미지의 모양이 사각형이고 이 코드이미지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연산량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이
다. 도 10(a)의 경우에 각 블록에 있는 코드이미지 영역에 속하는 픽셀의 개수를 셈하면, 6블록에 가장 많고, 2, 3, 5 
블록의 순이다. 따라서 코드이미지 영역에 속하는 픽셀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소수인 1, 4, 7, 8, 9 블록을 제외하고, 
2, 3, 5, 6 블록 영역에서만 이미지 연산을 수행하면 연산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또한 도 10(b)와 같이 코드이미지가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복수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코드이미지 영역이 복수 개 존재하게 되는데 된다. 
이 때, 먼저 가장 큰 크기를 갖는 것을 코드이미지 영역으로 가정하고 판별한 후 차후 크기 순서대로 조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음으로, 블록 분할 단계에서 찾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탐색하여 코드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영역을 찾는 코드영역 탐
색 단계가 수행된다. 중심점을 기준으로 표준이미지 전체를 탐색하여 코드이미지 영역이 될 수 있는 후보영역을 검출(
95) 한 다음 후보영역에서 특징점을 검출하여 코드이미지의 모양과 종류를 판별한다(96). 이 단계에서는 후보영역의 
외접점에 의해 형성되는 도형의 영역을 찾게 되는데, 한 예로 사각형 코드의 꼭지점들이 외접점을 이루는 사각형 영역
이나 원형 영역 등이 되며, 그렇게 검출된 영역으로 된 이미지가 코드이미지가 된다.
    

    
도 11 (a-c)은 후보영역을 검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으로, 빗금으로 표시된 영역(104)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코드이미지 영역을 나타내며, 그 영역을 포함하는 후보영역(103)을 검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전체 이미지 중에서 
일부의 필요한 이미지 영역을 선정하여 그 일부 이미지에 대해서 향후 연산과정을 수행하도록 하여 처리과정을 단순화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영역은 코드이미지로 추정되는 이미지 영역의 극단점(예를 들어, x, y 좌표상에서 최소 및 최대
의 값을 갖는 점)을 구하여 그 극단점으로 이루어지는 도형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도 10(a)에서 선택된 블록 2, 3, 
5 및 6 영역(102)에서 배경영역이 아닌 이미지에 속한 픽셀들 중 x 축상에서 최소 및 최대값과 y 축상의 최소 및 최대
값을 갖는 좌표를 구하고 이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도형(사각형)을 후보영역으로 결정한다.
    

    
후보영역 탐색방법으로는 축소 탐색 기법과 확장 탐색 기법이 있다. 확장 탐색 기법의 경우에는 중심점으로부터 바깥쪽
으로 확장하면서 코드이미지에 해당하는 영역을 탐색하는 방법이다. 즉, 배경영역이 아닌 코드이미지 영역으로 판별되
는 부분까지 확장하여 코드이미지 영역을 탐색한다. 축소 탐색 기법의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중심점으로 좁혀가면서 탐
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중심점에 가장 가까운 잉여여백(흰색과 같은 배경컬러로 표시된 배경영역)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영역을 찾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코드이미지가 사각형으로 형성된 경우, 후보 영역은 좌상 좌표와 우하 좌
표로 표현되고, 원형의 경우 중심점 좌표와 반지름 거리 등의 정보로 표현된다.
    

    
특징점을 판별하는 방법으로는 대각선 검색 방법이나 경계선 검출 방법이 사용된다. 대각선 검색 방법(도 12(a) 참조)
은 후보영역에서 임의의 기울기를 가진 선분을 이용하여 특징점을 찾는다. 한 예로서, 코드이미지가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후보영역에서 사각형 코드이미지의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후보영역의 꼭지점에서 45도 각도를 갖는 
대각선을 그려서 그 대각선과 외접하는 점으로 형성되는 사각형 영역을 찾는다. 도 12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보영
역의 각 꼭지점에서 시작하여 45도의 각도를 갖는 대각선을 이용하여 배경영역이 아닌 코드이미지 영역에 속하는 픽셀
이 그 대각선과 만나는 점을 특징점으로 결정한다. 후보영역의 각 꼭지점에 대한 대각선은 반시계방향 또는 시계방향으
로 일정한 방향성을 갖도록 한다.
    

    
도 12 (b)와 (c)는 대각선 탐색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2(b)에서, ① 방향의 대각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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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징점을 검출하는 경우,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픽셀들이 대각선과 만나게 되면 가장 마지막으로 검출된 
픽셀(도면의 ㉠ 픽셀)을 특징점으로 결정한다. 다음으로 ②, ③, ④ 방향으로 위의 같은 과정을 수행하여 바라는 바의 
코드이미지 영역의 특징점들을 검출한다. 한편, 대각선 검출 방법에 의하여 특징점을 검출한 경우 바라는 바의 특징점
이 모두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각형의 코드이미지인 경우에 네 개의 특징점이 추출되어야 하지만 그 
특징점으로 세 개만이 추출되는 경우가 있다. 도 12(c)에서는, 특징점 개수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 수직 및 수평 방향
의 검색과정을 더 수행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⑤ ⑥ ⑦ ⑧방향으로 후보영역의 경계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코드이미지 영역의 픽셀을 검출한다. 대각선 검색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특징점과 수직/수평 발향의 검색에 의하여 정해
진 특징점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두 좌표들의 평균값이나 그들 값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특징점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계선 검출 방법(도 13 참조)은 후보영역에 포함된 코드이미지 영역의 외부 경계선을 추적하여 코드이미지의 꼭지점
과 같은 특징점을 탐지한다. 먼저, 경계선을 이루는 좌표들을 후보좌표로 선정한다. 다음으로, 인접한 후보좌표들간의 
기울기를 조사하여 좌표들간의 기울기 변화가 없으면 후보좌표에서 제거하는 방식(기울기 기반의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서로 인접한 후보좌표들이 (xi-1 , y i-1 ), (x i , y i), (x i+1 , y i+1 )라고 할 때, a1 = (yi-yi-1 )/(x i-xi-

1 ) 이고 a2 = (yi+1 -yi)/(x i+1 -xi) 라고 하면, 만일 a 1 이 a2 와 같거나 a1 과 a2 의 차이가 일정한 값보다 작으면 좌
표 (xi , y i)는 특징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기울기 기반의 방식과 아울러 거리 기반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인접한 특징점 후보좌표들의 거리가 일정거리
보다 작으면 이들 좌표는 특징점 후보좌표에서 제거해 나간다. 즉, 서로 인접한 두 후보좌표 (x i-1 , y i-1 )와 (xi , y i)
의 거리                                            가 일정한 값보다 작으면 (xi , y i)를 후보좌표에서 제거한다.

    
이러한 특징점들을 이용하여 경계선의 폐쇄성 여부, 각도와 길이 등을 조사하여 코드이미지의 모양과 종류를 탐지할 수 
있다. 한 예로 코드이미지의 종류로서 가로 및 세로 셀의 수가 5*5와 8*5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경우, 
가로와 세로의 길이 비율에 따라 어느 종류의 코드이미지인 지를 구분할 수 있다. 즉, 가로와 세로의 길이 비율이 비슷
하면 정사각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5*5 매트릭스 코드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차이가 일
정한 값 이상이면 이는 8*5 2차원 코드이미지로 판별할 수도 있다. 또한, 길이비율과 기울기를 이용하여 코드이미지를 
구성하는 셀들의 중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코드이미지의 크기나 면적, 길이비율을 고려하면 코드이미지를 제대로 
추출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도 14는 코드이미지 영역에 속한 셀들을 구분하고 셀별 중심점을 찾는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4(a)를 참조하
면, 본 예에서의 코드이미지는 4x4 사각형 이미지로 판별된 경우로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4등분하여 셀들을 
구분하고 도 14(b)와 같이 그 구분된 셀들의 중심점의 좌표를 구한다.

도 14(c)는 셀의 중심점을 찾는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코드이미지의 한 변의 길이가 L이고 이를 X축과 
Y축으로 수선을 내렸을 때에 X축의 길이는 W, Y축의 길이는 H라고 한다면, 그 변에 접한 i번째 셀의 중앙을 찾기 위한 
점의 XCi , YCi 위치는 다음 식과 같다. C는 컬러코드의 행이나 열에 위치한 셀의 개수이다.

수학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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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식에 의하면 코드의 변에 접한 점의 좌표를 얻게 되는데, 이를 대변에 있는 같은 순서의 점과 연결하면 두 개의 선
분이 만나는 접점이 발생하며 이것을 각 셀의 중앙점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다만, 이 수식은 코드와 카메라의 접사각이 
90도인 경우에 이상적이다. 따라서 접사각이 작으면(카메라를 뉘어서 찍는 경우 등) 코드이미지에 왜곡이 발생하므로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접사각이 낮으면 원래 사각형의 코드임지가 사다리꼴 형태로 입력된다. 따
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산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의 수식만으로도 충분하다. 특히 
왜곡이 심하더라도 이미지의 크기가 크면 위의 수식이나 보조 수식으로 셀의 중앙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상기의 방법 
뿐만 아니라 코드이미지 영역의 각 픽셀이 갖고 있는 컬러 분포를 고려하여 셀과 셀 간의 경계선을 검출하거나 코드이
미지를 생성할 때 삽입한 셀간 경계영역을 검출하여 이를 기초로 셀들을 구분할 수 있다.
    

    
디코더(57)는 특징점 추출부(56)에서 찾은 정보들을 이용하여 코드이미지를 디코딩하여 코드정보를 재생한다(68). 
제어부(58)에서 입력된 컬러환경변수, 분석 종류(컬러 모델, 코드 종류 등)를 이용하여 각 셀의 컬러/농담의 판별 및 
패리티정보 확인 등의 과정이 수행된다. 각 셀에 대해 검출된 색상값이나 농담값은 이에 대응하는 문자나 숫자, 기호로 
대치한 후, 패리티 연산을 하여 이상유무를 판별하며, 이상이 없을 시 해당 문자나 숫자, 기호를 출력하고, 모든 셀에 대
해 위와 같은 과정을 수행한 다음 각 셀에 대해 구한 문자나 숫자, 기호를 연결하여 목적하는 바의 코드정보를 생성한다.
    

    
특징점 추출부(56)로부터 입력된 셀별 중심 좌표에 의해 각 셀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소정 개수의 픽셀들
을 추출하여 색상을 판별한다. 표본 추출된 픽셀들의 평균값을 구한 후 RGB모델에 의해 컬러를 판별하거나 HSV에 의
해서 색상 각도를 구한 후 해당 구간를 대표하는 컬러로 판별한다. RGB에 의한 컬러 판별의 경우, 이미 컬러환경변수
에 의한 컬러변환 단계를 거친 컬러 이미지라면 표본 추출된 픽셀들의 RGB 요소 각각의 값은 0이나 255이므로 표준컬
러 상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추출된 픽셀들 중 가장 빈도가 많은 컬러를 해당 셀의 컬러로 판별한다. 만일 표준컬러로 
변환되지 않은 컬러 이미지가 입력된 경우에는 추출된 픽셀에 컬러환경 변수를 적용하여 표준컬러로 변환한 후 빈도수
가 가장 많은 컬러를 해당 셀의 컬러로 판별한다. HSV에 의한 컬러 판별의 경우, 표본 추출된 픽셀의 RGB의 값을 HS
V 변환식에 의해 변환한 후 판별한다.
    

    
3 그레이 레벨로 표시되는 코드이미지의 경우에는 각 셀들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들을 크기 순으로 정렬하면 정렬된 평
균값의 분포에서 빈도가 많은 부분은 세 곳으로 집중되고 이 세 곳 사이에는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세하게 존재하는 
구간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 구간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긴 곳에서 그 거리의 중심점 및 두 번째 긴 곳에서 그 거리의 중
심점을 구한 다음 위의 두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 셀들의 평균값과 비교하면 각 셀이 어느 레벨(흑색, 회색, 백색 중 어
느 하나)에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셀에서 표본 추출된 픽셀들의 R,G,B 값의 평균값을 구하여 이를 
밝기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 셀들에서 구한 밝기값들을 이용하여 그 분포를 조사하고, 흑색, 백색, 회색의 세 그룹으
로 구분한 다음 각 셀의 밝기값과 가장 가까운 그룹의 농담으로 판별한다.
    

도 2e에 도시된 바와 같은 코드이미지인 경우, 코드이미지로부터 데이터영역 및 보조영역(패리티영역, 참조영역 및/또
는 제어영역)을 구분하여 식별한다. 만일 참조영역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각 셀에 표현된 색채, 농담, 형상, 패턴을 
판별하고, 패리티영역이 있으면 데이터셀의 오류 여부를 판별한다.

디코딩 과정에서는 코드이미지에 포함된 모양, 컬러, 패턴, 문자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왜곡된 이미지
를 보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여기서, RGB(Red, Green, Blue) 모델, HSV(Hue angle, Saturation, Value) 모델, C
MY(Cyan, Magenta, Yellow) 모델, HLS(Hue angle, Lightness, Saturation) 모델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
하여 컬러 판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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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딩을 위하여 데이터영역 및/또는 보조영역에 있는 각 셀들의 코드값을 추출한다. 만일 참조영역이 있으면, 참조셀
의 색채 또는 농담 등을 검출하여, 데이터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정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색채(또는 농담), 
기준형상 또는 기준패턴으로 삼는다. 데이터영역, 패리티영역 또는 제어영역에 있는 셀들의 색채, 형상 및 패턴을 검출
한 다음 기준색채, 기준형상 및/또는 기준패턴과의 차이를 검출하여 각 셀들에 대한 코드값으로 변환한다. 만일 참조영
역이 없다면 화상입력장치에 의하여 판독된 색상이나 농담, 형상 및/또는 패턴에 따라 각 셀들에 대응하는 코드값을 얻
을 수 있다.
    

    
패리티영역이 있으면, 패리티영역으로부터 구한 코드값, 즉 패리티데이터에 의하여 코드이미지의 각 열과 행에 대한 패
리티의 오류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빈도수가 높은 조명환경에 최적화된 환경변수들 및 그에 대한 가중치를 
미리 설정하여 디코딩 프로그램 내에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고, 사용자가 자신의 환경에 가장 알맞는 환경 환
경변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패리티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현재 설정된 환경변수에 의한 컬러의 해독에 오류
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다른 환경변수를 적용하여 다시 컬러를 판독하게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패리티데이터를 근거로 코드이미지의 방향이나 위치를 탐색할 수 있다.
    

상술한 과정에 의하여 구한 각 셀들의 코드값이 코드변환표(도 3b 참조)에 의하여 숫자, 기호를 포함하는 인식가능한 
문자로 된 코드정보로 변환된다. 만일 코드이미지에 코드정보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항
을 설정한 제어영역이 있으면, 제어영역에서 설정된 정보에 따라 명령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에서 지정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한 코드인식장치의 블록도이며, 도 16은 도 15에 도시된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
한 흐름도이다. 도 5에 도시된 장치와 비교할 때, 도 5의 장치는 원본이미지에 대해 미리 컬러필터에 의하여 각 픽셀의 
컬러를 표준컬러로 변환한 다음 이미지 처리를 수행하는 반면 도 15의 장치는 원본이미지에서 목적하는 바의 코드이미
지 영역을 추출한 다음 컬러필터에 의하여 코드이미지 영역에 속하는 각 픽셀(또는 그 중에서 표본 추출된 픽셀)의 컬
러를 환경변수를 이용하여 표준컬러로 변환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이외의 기능이나 동작은 기본적으로 유사하
며, 메모리는 편의상 도시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도 5의 장치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며, 나머지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처리순서 내지 동작상 문제가 없는 이상 서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도 15에 도시된 코드인식장치는 이미지획득부(151)에서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본이미지를 획득하는 한 다음 이진화
변환부(153)에서 원본이미지의 컬러 또는 농담을 소정의 기준값에 따라 두 가지의 컬러로 구분하여 이진화 이미지를 
생성한다.

전처리부(154)는 이진화 이미지를 기준으로 코드이미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특정의 배경컬러로 처리하고, 이진화 이
미지에서 배경컬러로 처리된 부분에 대응하는 원본이미지 부분을 배경컬러로 표시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한다. 특징점 추출부(155)는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복수의 셀을 추출한 다음 각 셀에 표시된 컬러 또는 농담
을 인식한다.

컬러필터(156)는 원본이미지를 획득할 당시의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변수를 설정하며,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각 셀
에 대해 인식된 컬러나 농담을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한 다음 보정된 컬러나 농담을 코드이미지의 생성시 사용된 복수
의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농담들로 변환하여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표시된 표준이미지를 생성한다.

디코더(157)는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및 그에 대응하는 컬러 또는 농담과의 관계에 따라 코드이
미지의 각 셀에서 인식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추출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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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을 참조하여 도 15에 도시된 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본이미지를 획득(161)한 다음 원
본이미지의 컬러 또는 농담을 소정의 기준값에 따라 두 가지의 컬러로 구분하여 이진화 이미지를 생성한다(162). 이진
화 이미지를 기준으로 코드이미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특정의 배경컬러로 표시하고(163), 이진화 이미지에서 배경컬
러로 처리된 부분에 대응하는 원본이미지 부분을 배경컬러로 처리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한다(164).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복수의 셀을 추출한 다음 각 셀에 표시된 컬러 또는 농담을 인식(165)한 다음 원본이미지를 
획득할 당시의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변수를 설정하고,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각 셀에 대해 인식된 컬러나 농담을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한다(166). 보정된 컬러나 농담을 코드이미지의 생성시 사용된 복수의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농
담들로 변환하여 각 셀별 컬러나 농담을 인식하며, 필요하다면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표시된 표준이미지를 생
성한다(167). 본 실시예에서는 이미 각 셀의 중심점 위치와 코드 종류를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단지 각 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소정의 픽셀을 표본 추출하고 이들 픽셀들에 대해서만 환경변수를 적용하여 그 셀에 대한 표준컬러나 표준농
담을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판별된 각 셀별 표준컬러나 표준농담에 관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해 두고 코드
정보 생성과정에서 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표준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및 그에 대응하는 컬러 또는 농담과의 관계에 따라 코드이미지의 각 셀에서 
인식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추출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한다(168).

    
본 발명의 방법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라피디스크, 광데이터 저
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
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
드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코드인식장치 및 그 방법에 의하면 컬러나 농담으로 소정의 정보가 표시된 코드이미
지를 입력받아 그 코드이미지가 입력된 환경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원래의 컬러나 농담을 판별하여 바라는 바의 코드정
보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본이미지를 획득하는 이미지획득부;

상기 원본이미지로부터 인식된 컬러나 농담을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한 다음 상기 보정된 컬러나 농담을 코드이미지
의 생성시 사용된 복수의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변환하여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표시된 표준이미지
를 생성하는 컬러변환부;

상기 원본이미지의 컬러 또는 농담을 소정의 기준값에 따라 두 가지의 컬러로 구분하여 이진화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진
화변환부;

상기 이진화 이미지를 기준으로 코드이미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추출한 다음 상기 표준이미지에서 그에 대응하는 부
분을 배경컬러로 표시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상기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복수의 셀을 추출
한 다음 상기 각 셀에 표시된 표준컬러 또는 표준농담을 인식하는 이미지처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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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및 그에 대응하는 컬러 또는 농담과의 관계에 따라 상기 코드이미지의 각 
셀에서 인식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추출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하는 코드변환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인식장치.

청구항 2.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본이미지를 획득하는 이미지획득부;

상기 원본이미지의 컬러 또는 농담을 소정의 기준값에 따라 두 가지의 컬러로 구분하여 이진화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진
화변환부;

상기 이진화 이미지를 기준으로 코드이미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추출한 다음 상기 원본이미지에서 그에 대응하는 부
분을 배경컬러로 표시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상기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복수의 셀을 추출
한 다음 상기 각 셀에 표시된 컬러 또는 농담을 인식하는 이미지처리부;

상기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각 셀에 대해 인식된 컬러나 농담을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한 다음 상기 보정된 컬러
나 농담을 코드이미지의 생성시 사용된 복수의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농담들로 변환하는 컬러변환부; 및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및 그에 대응하는 컬러 또는 농담과의 관계에 따라 상기 코드이미지의 각 
셀에서 인식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추출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하는 코드변환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인식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컬러변환부의 환경변수는 상기 원본이미지가 입력된 환경을 고려하여 상기 원본이미
지의 컬러나 농담을 판별하기 위해 설정되는 파라미터로서, 상기 컬러변환부는 상기 원본이미지로부터 인식된 각 픽셀
의 값을 상기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인식장치.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진화변환부의 소정의 기준값은 RGB 컬러모델에서 R,G,B의 값의 평균값 또는 그중 
최소값이나 최대값, 혹은 HSV 컬러모델의 V의 값, HSI 컬러모델의 I값 또는 CNYK 모델의 K값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코드인식장치.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처리부는 상기 이진화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픽셀들을 배경컬러로 표시
한 다음 상기 배경컬러로 표시된 픽셀들과 연결된 픽셀들을 상기 배경컬러로 표시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인식장치.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처리부는

상기 배경컬러에 의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이 구분된 이미지를 입력받아 상기 이미지를 복수의 블록으로 구
분하고 각 단위 블록에서 배경컬러가 아닌 컬러나 농담을 갖는 영역을 검출한 다음 상기 블록들 중 상기 영역이 가장 큰 
블록을 선택하고, 그 블록에 포함된 코드이미지영역의 중심점을 검출하며, 상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상기 전체 이미지를 
탐색하여 배경컬러가 아닌 컬러나 농담을 갖는 영역을 코드이미지 영역으로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인식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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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변환부는 각 셀에 속한 픽셀들의 컬러 또는 농담 중 가장 많은 분포를 갖는 컬러 
또는 농담을 당해 셀의 컬러 또는 색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인식장치.

청구항 8.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본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원본이미지로부터 인식된 컬러나 농담을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하는 단계;

상기 보정된 컬러나 농담을 코드이미지의 생성시 사용된 복수의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변환하여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 농담들로 표시된 표준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원본이미지의 컬러 또는 농담을 소정의 기준값에 따라 두 가지의 컬러로 구분하여 이진화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

상기 이진화 이미지를 기준으로 코드이미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추출하고 상기 표준이미지에서 그에 대응하는 부분
을 배경컬러로 처리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는 단계;

상기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복수의 셀을 추출한 다음 상기 각 셀에 표시된 표준컬러 또는 표준농담을 인식하는 단
계; 및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및 그에 대응하는 컬러 또는 농담과의 관계에 따라 상기 코드이미지의 각 
셀에서 인식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추출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인식방법.

청구항 9.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본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원본이미지의 컬러 또는 농담을 소정의 기준값에 따라 두 가지의 컬러로 구분하여 이진화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

상기 이진화 이미지를 기준으로 코드이미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추출하고 상기 원본이미지에서 그에 대응하는 부분
을 배경컬러로 처리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는 단계;

상기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복수의 셀을 추출한 다음 상기 각 셀에 표시된 컬러 또는 농담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코드이미지 부분에 포함된 각 셀에 대해 인식된 컬러나 농담을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하는 단계;

상기 보정된 컬러나 농담을 코드이미지의 생성시 사용된 복수의 표준컬러들 또는 표준농담들로 변환하는 단계; 및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및 그에 대응하는 컬러 또는 농담과의 관계에 따라 상기 코드이미지의 각 
셀에서 인식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추출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인식방법.

청구항 10.

제8항 또는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 18 -



등록특허 10-0339691

 
청구항 11.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본이미지를 획득하는 이미지획득부;

상기 원본이미지에서 상기 코드이미지를 추출하고, 상기 코드이미지에 포함된 복수의 셀에 표시된 컬러 또는 농담을 인
식하는 이미지처리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및 그에 대응하는 컬러 또는 농담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코드설정부;

상기 코드설정부에서 설정된 관계에 따라 코드이미지의 각 셀에 표시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를 추출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하는 코드변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인식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처리부는

상기 원본이미지를 획득할 당시의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변수를 설정하고, 상기 원본이미지로부터 인식된 컬러나 농담을 
상기 환경변수에 의하여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인식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처리부는

상기 원본이미지에서 배경영상 부분이 제외된 코드이미지영역을 추출하여 코드이미지의 모양과 종류를 판별하고, 이를 
기초로 상기 코드이미지영역에 포함된 셀들을 구분하여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인식장치.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처리부는

상기 원본이미지가 입력된 상황에서의 밝기 정도에 따라 설정된 환경변수를 기준으로 상기 원본이미지를 이진화이미지
로 변환하고, 상기 이진화이미지에서 배경영상 부분을 추출한 다음 상기 원본이미지에서 그에 대응하는 부분을 배경컬
러로 처리하여 코드이미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상기 원본이미지에서 코드이미지 영역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코드인식장치.

청구항 15.

코드이미지가 포함된 원본이미지를 입력받는 단계;

상기 원본이미지에 포함된 배경영상을 검출한 다음 배경영상 부분이 제외된 코드이미지영역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코드이미지영역으로부터 코드이미지의 모양과 종류를 판별하는 단계;

상기 코드이미지영역에 포함된 셀들을 구분하여 판별하는 단계;

상기 각 셀에 표시된 컬러 또는 농담을 인식하는 단계; 및

각 셀에 대해 인식된 컬러 또는 농담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로 변환하여 코드정보를 생성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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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5항에 기재된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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