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33590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G07B 15/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05월31일

10-0433590

2004년05월19일

(21) 출원번호 10-1999-0057764 (65) 공개번호 10-2000-0048145

(22) 출원일자 1999년12월15일 (43) 공개일자 2000년07월25일

(30) 우선권주장 10-360720 1998년12월18일 일본(JP)

(73) 특허권자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

일본국 도꾜도 미나또꾸 시바우라 1쪼메 1방 1고

(72) 발명자 야마구치다카시

일본가나카와켄가와사키시사이와이쿠야나기초70가부시끼가이샤도시바야나기초공장내

(74) 대리인 김명신

김원오

심사관 : 최훈

(54) 티켓발행방법, 티켓발행시스템 및 티켓조합방법

요약

본 발명은 티켓발행방법, 티켓발행시스템 및 티켓조합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수단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송부된

티켓발행요구정보 및 사용자식별정보로부터 보안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티켓발행요구정보로부터 티켓화상정보를 생

성하며, 상기 티켓화상정보에 상기 보안정보를 시각적으로 불가시상태로 매립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에 의한 티켓 인

쇄를 위한 티켓인쇄정보를 생성하여, 통신수단을 통하여 상기 티켓인쇄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송부하며, 이 송부된 

티켓인쇄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인쇄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안성이 높은 티켓을 네트워크, 전화회선등의 통신수

단을 경유하여 간단하게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티켓발행요구정보, 사용자식별정보, 보안화상정보, 티켓화상정보, 티켓인쇄정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티켓발행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티켓발행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티켓발행의 동작순서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3은 자동차 레이스 입장티켓에 적용한 경우의 티켓화상정보의 일례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4는 자동차 레이스 입장티켓에 적용한 경우의 보안정보의 일례를 도시하는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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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자동차레이스 입장티켓에 적용한 경우의 티켓인쇄정보의 일례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6은 보안정보의 2차원 코드에 의한 2진수 화상화를 설명하는 개략도;

도 7은 보안정보의 2차원 코드에 의한 2진수 화상화를 설명하는 개략도;

도 8은 보안정보의 2차원 코드에 의한 2진수 화상화를 설명하는 개략도;

도 9는 티켓인쇄정보 작성단계를 설명하는 블록도;

도 10은 티켓인쇄정보의 작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계산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티켓인쇄정보의 작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계산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티켓인쇄정보의 작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계산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티켓인쇄정보의 작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계산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티켓인쇄정보의 작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계산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티켓인쇄정보의 작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계산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티켓인쇄정보의 작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계산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티켓인쇄정보의 작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계산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티켓인쇄정보의 작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계산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티켓인쇄정보의 작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계산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0은 제 3 재생방법에 있어서의 솎아냄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21은 제 3 재생방법에 있어서의 보간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22는 티켓발행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및

도 23은 본 발명의 티켓발행방법을 전자우표에 적용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A : 사용자측 기구 B : 시스템측 기구

C : 네트워크 11 : 사용자 단말장치

13 : 티켓인쇄장치 14 : 티켓

16 : 호스트컴퓨터/서버 18 : 데이터베이스

19 : 보안정보검출시스템 21 : 티켓화상정보

22 : 보안정보 23 : 티켓인쇄정보

24 : 키화상정보 S51 : 평활화처리단계

S52 : 위상변조단계 S53 : 색차변조단계

S54 : 중첩처리단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콘서트 티켓, 교통시설의 티켓등을 네트워크 또는 전화회선을 경유하여 티켓을 발행하는 티켓발

행방법 및 티켓발행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발행된 티켓의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티켓조합(照合)방법(ticket collating method)에 관한 것이다.

근래, 네트워크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콘서트 또는 교통시설용 티켓을 신청하기 위한 시스템이 보급되고 있고, 신청

자는 소정의 장소에서 신청된 티켓을 수취한다. 따라서, 이는 자택이나 회사에서 티켓을 구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

또한, 퍼스널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의 보급 및 인터넷등의 통신환경기반에 기초하여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신청된 티

켓을 자택이나 회사에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최근 콘서트 티켓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신청할 때 티켓 교환용 화상을 자택의 퍼스널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고 

그 화상을 플로피 디스크에 기록한 후 콘서트회장에 가져가 콘서트를 관람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전자우표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신청하고 자택이나 회사에서 신청된 전자우표를 발행하는 시스템도 실험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특허 제5,606,507호 및 미국특허 제5,666,284호에는 퍼스널 컴퓨터에 접속된 전용 저장장치내

에 암호화된 우편요금정보를 포함하는 우표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우표정보를 봉투에 인쇄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제

안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특허 제5,606,507호 및 제5,666,284호에 제안된 방법 및 시스템에서는 퍼스널 컴퓨터에 접속되는 전용 

저장장치가 필요하고, 따라서 클라이언트 시스템 구성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우편요금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더라도 

2차원 코드 기술 또는 그의 응용기술을 이용하여 가시상태로 봉투에 인쇄되고, 따라서 2개의 데이터 차이를 취하여 

비교할 때 암호화된 데이터가 비교적 쉽게 판독되어 보안성이 취약해지는 결점을 가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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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네트워크 또는 전화회선과 같은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보안성 높고 간단하게 티켓을 발행할 수 있는

티켓발행방법 및 티켓발행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발행된 티켓의 진위판별이 용이하게 실행될 수 있고 부정 티켓이 검출될 때 추적조사가 

용이하게 실행될 수 있는 티켓조합(照合)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티켓발행방법은, 통신수단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송부된 티켓발행요구정보 및 사용자식별정보로부

터 보안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티켓발행요구정보로부터 티켓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티켓화상정보 및 

보안정보를 포함하는 티켓인쇄정보가 사용자에 의해 티켓용지에 인쇄될 때 상기 티켓화상정보에 대하여 상기 보안정

보가 시각적으로 불가시상태로 되도록, 상기 보안정보와 상기 티켓화상정보를 합성함으로써 티켓인쇄정보를 생성하

는 단계; 및 생성된 티켓인쇄정보를 통신수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송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티켓조합방법은, 통신수단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송부된 티켓발행요구정보 및 사용자식별정

보로부터 보안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티켓발행요구정보로부터 티켓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소정의 패턴화상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소정의 패턴화상정보에 대하여 상기 보안정보에 의해 변조를 실시하여 패턴변조화상정

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한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상기 티켓화상정보에 대하여 중첩하는 것에 의해 티켓인쇄정

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티켓인쇄정보를 통신수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송부하는 단계; 상기 송부된 티켓인쇄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에 의해 인쇄된 티켓으로부터 상기 보안정보를 복원하는 단계; 및 상기 복원된 보안정보에 의해 인쇄

된 티켓의 진위판별을 실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티켓발행시스템은, 통신수단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송부된 티켓발행요구정보 및 사용자식별

정보로부터 보안정보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티켓발행요구정보로부터 티켓화상정보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티켓화상

정보 및 보안정보를 포함하는 티켓인쇄정보가 사용자에 의해 티켓용지에 인쇄될 때 상기 티켓화상정보에 대하여 상

기 보안정보가 시각적으로 불가시상태로 되도록, 상기 보안정보와 상기 티켓화상정보를 합성함으로써 티켓인쇄정보

를 생성하는 수단; 및 생성된 티켓인쇄정보를 통신수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송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티켓발행방법은, 통신수단을 통한 사용자로부터의 티켓발행요구정보에 따른 보안정보를 용지

상에 가시상태로 출력하는 단계; 상기 티켓발행요구정보로부터의 티켓화상정보를 용지상에 가시상태로 출력하는 단

계; 상기 티켓화상정보 및 보안정보를 포함하는 티켓인쇄정보가 사용자에 의해 티켓용지에 인쇄될 때 상기 티켓화상

정보에 대하여 상기 보안정보가 시각적으로 불가시상태로 되도록, 상기 보안정보와 상기 티켓화상정보를 합성함으로

써 티켓인쇄정보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생성된 티켓인쇄정보를 통신수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송부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티켓발행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티켓발행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이

티켓발행시스템은 사용자측 기구(A)와 시스템측 기구(B)를 인터넷, LAN등의 네트워크(C)를 통하여 접속하는 것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언급된 '사용자'는 가정용 프린터로 티켓을 인쇄하여 티켓을 사용하는 사람, 및 가정용 프린터 또

는 다른 사람 또는 고객이 사용하도록 매장에 설치된 프린터로 티켓을 인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용자측 기구(A)는 퍼스널 컴퓨터로 이루어진 사용자 단말장치(11), 퍼스널 컴퓨터상에서 동작하는 전용 클라이언

트 소프트웨어(12), 및 사용자 단말장치(11)에 접속되는 컬러프린터와 같은 티켓인쇄장치(13)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측 기구(B)는 호스트 컴퓨터/서버(16), 호스트 컴퓨터상에서 동작하는 전용 서버 소프트웨어(17), 티켓정보, 

사용자정보, 그외 기타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18) 및 보안정보검출시스템(19)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티켓발행 동작순서에 있어서 도 2에 도시된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호스트 컴퓨터/서버(16), 전용 서

버 소프트웨어(17) 및 데이터베이스(18)는 상시 기동준비 상태이며, 데이터베이스(18)에 등록된 사용자가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다.

우선,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장치(11) 및 전용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12)를 기동하여(단계 S1), 사용자 ID와 비밀번

호와 같은 사용자식별정보를 입력(단계 S2)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 단말장치(11)를 호스트 컴퓨터/서버(16)에 접속한

다(단계 S5).

호스트 컴퓨터/서버(16)는 입력된 사용자 식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18)에 저장된 데이터와 조합(照合)(단계 S3)하고

, 등록사용자 리스트에 상기 입력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접속을 허가(단계 S4)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고, 등록사용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접속을 거부한다.

호스트 컴퓨터/서버(16)에 접속이 개시되면(단계 S5), 사용자 단말장치(11)에 서비스메뉴가 표시되며, 사용자는 소망

서비스를 선택하여 티켓발행요구정보를 입력한다(단계 S8). 여기서, 티켓발행요구정보는 예를 들면, 티켓구입서비스

의 경우에 있어서는 희망하는 티켓종류, 일자 및 시간, 요금, 좌석 예약, 요금지불수단등의 필요한 정보이다.

티켓발행요구정보가 입력되면, 사용자 단말장치(11)는 이들 입력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서버(16)에 송신한다. 호스

트 컴퓨터/서버(16)는 이 데이터를 수취하여 데이터베이스(18)내의 데이터와 조합(단계 S9)하고, 티켓구입수순을 진

행한다. 원하는 티켓이 구입불가능한 경우는 호스트 컴퓨터/서버(16)는 사용자 단말장치(11)에 이유를 기술하는 메시

지를 송신하고 서비스메뉴로 복귀한다.

티켓이 구입가능한 경우는, 호스트 컴퓨터/서버(16)는 티켓발행요구정보 및 사용자식별정보로부터 보안정보를 출력

하고(단계 S10), 티켓발행요구정보로부터 티켓화상정보를 생성하며(단계 S11), 보안정보를 티켓화상정보에 불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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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매립하는 것에 의해 티켓인쇄정보를 생성한다(단계 S12). 보안정보가 인쇄용지상에 인쇄될 때 보안정보는 가

시상태이다. 또한, 호스트 컴퓨터/서버(16)는 티켓인쇄정보에 기초하여 티켓표시정보를 생성하고(단계 S13), 티켓인

쇄정보와 티켓표시정보를 사용자 단말장치(11)에 송신한다(단계 S14). 보안정보, 티켓인쇄정보 및 티켓표시정보 생

성의 상세한 방법은 후술한다.

사용자 단말장치(11)의 디스플레이에는 호스트 컴퓨터/서버(16)로부터 송신된 티켓표시정보가 표시된다(단계 S15). 

사용자는 그것을 봐서 그 표시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으면 티켓을 인쇄한다. 즉, 인쇄명령이 실행되면 티켓인쇄정보는

사용자 단말장치(11)로부터 티켓인쇄장치(13)로 송신되어 티켓(14)이 인쇄출력된다(단계 S16). 정상적으로 인쇄가 

종료된 경우는 인쇄완료명령이 실행되고 인쇄에러 등이 생긴 경우에는 인쇄명령이 다시 실행된다.

사용자는 인쇄된 티켓을 콘서트회장에 가지고 가서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단계 S17). 콘서트 회장에서는 보안

정보검출시스템(19)을 이용하여 사용된 티켓(14)이 정규의 티켓인지를 확인한다. 보안정보검출시스템(19)에서는 검

출된 보안정보와 데이터베이스(18)내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진위판별을 행한다(단계 S18).

도 3 내지 도 5는 본 실시예에 적용가능한 자동차레이스 입장티켓의 예를 도시한다. 도 3은 티켓화상정보(21)를 도시

하며, 도 4는 보안정보(22), 도 5는 티켓인쇄정보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3의 티켓화상정보(21)는 도 2에 도시된 단계 S11의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18)를 참조하여 티켓발행요구정보로

부터 생성된다. 이 티켓에는 통상의 콘서트용 티켓에 필요한 티켓종류(31), 장소(32), 일자 및 시간(33), 예약좌석번

호(34), 요금(35), 일련번호(36), 티켓발행원(37) 및 로고 마크등이 인쇄되어 있다. 이들 정보는 또한 티켓의 반쪽에 

기재되어 있다. 도 4에 도시된 보안정보(22)는 도 2의 단계 S10의 과정에서 사용자식별정보 및 티켓발행요구정보로

부터 생성된다. 이 보안정보(22)는 티켓의 위조 또는 개조가 행하여졌는지의 진위판별에 이용된다. 이 예에 있어서는 

2차원 코드정보(39), 조회용 일련번호(40), 티켓발행원(41), 로고 마크등의 정보가 이 티켓에 인쇄되어 있다. 또한 문

자 및 도형도 2진수 화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2차원 코드정보(39)는 보안정보(22)가 판독된 경우에 자동 기계처리동안 인쇄된다. 티켓종류(31), 장소(32), 일자 및

시간(33), 예약좌석번호(34), 요금(35), 일련번호(36), 티켓발행원(37) 및 로고 마크(38)등은 2차원 코드로 변환되어 

2차원 코드정보(39)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회용 일련번호(40), 티켓발행원(41) 및 로고마크는 보안정보(22)를 육

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공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 조회용 일련번호(36,40)로 20행의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하기 표 1에 도시된 정보로 티

켓이 구성되어 있다.

[표 1]

분류 행수 데이터예 용도

일련번호 20 1998092512345678 데이터베이스로의 조회에 이용

발행일자 8 19980925 일자

분류코드 1 2 12 데이터베이스분류코드

분류코드 2 4 3412 티켓종류/지역/계약형태등

티켓번호 6 345678 티켓발행순번

상기 표 1에 있어서, 발행일자는 티켓의 발행을 신청한 일자를 나타낸다. 분류코드 1은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저장위치를 나타내고, 분류코드 2는 티켓종류와 그외의 것을 코드화하는 것을 나타내며, 티켓번호는 티켓발행순

번을 나타낸다. 이들 정보로 구성되는 일련번호를 데이터베이스(18)로의 조합을 위한 키로 이용하면, 대량의 티켓을 

균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도 4의 보안정보(22)는 기계 및 사람 양쪽을 모두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정보는 티켓의 반쪽에도 기재되

어 있다.

도 5의 티켓인쇄정보(23), 즉 가시상태 정보 및 불가시상태 정보는 도 2의 단계 S12의 과정에서 보안정보와 티켓화

상정보로부터 생성되며, 이들 정보가 인쇄될 때 실제 사용가능한 티켓이 생성된다. 도 5의 티켓인쇄정보(23)는 후술

하는 방법에 따라 도 3의 티켓화상정보(21)에 도 4의 보안정보(22)를 불가시상태로 매립하는 것에 의해 생성된다. 따

라서, 도 3 및 도 5의 티켓은 육안으로는 완전히 같아서 구별이 불가능하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조회용 일련번호, 티켓발행원 및 발행원의 로고마크는 티켓화상정보에서는 가시상태로, 보안정

보에서는 불가시상태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티켓내에 정보를 부분적으로 가시상태 및 불가시상태로 포함하는 것

에 의해 단순한 재기록을 통해 위조나 개조된 티켓을 바로 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로고마크에 관해서, 가시상태의 로고마크의 위치는 불가시상태의 로그마크의 위치와 완전히 일치하도록 배치

된다. 따라서, 가시상태 및 불가시상태의 로고마크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위조나 개조가 매우 어렵고 티켓의 보안

성이 더욱 개선된다.

다음에, 보안정보의 형성 방법을 설명한다.

보안정보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문자 또는 도형과 같은 2차원 코드정보 및 2진수 화상으로 구성되지만, 이들중 

어느 한쪽의 요소를 포함해도 되며, 양쪽 요소를 포함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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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보가 2차원 코드로 입력된 경우는 보안정보의 검지시에 기계처리가 가능하며, 보안정보가 2진수 화상으로 입

력된 경우는 인간의 시각에 의해 처리가능하며, 이러한 처리는 시스템 특성에 따라 선택가능하다. 2차원 코드 및 2진

수 화상을 기본 보안정보로 칭한다.

도 4의 2차원 코드(39)의 부분생성의 일례를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안정보를 판독한 경우에 기계적 자동처리를 위해 2차원 코드(39)가 티켓상에 인쇄되며, 티켓의 

종류등이 코드화되어 보안정보상에 포함된다. 2차원 코드화된 정보에서, 티켓의 종류만이 아니라 미리 등록된 사용자

의 음성지문 및 지문등의 개인정보와 관리용정보등 음성, 화상, 텍스트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기본 보안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음성과 음성지문과 같은 아날로그 데이터로 구성되는 

기본 보안정보의 경우는 A/D 변환을 통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다. 이미 디지털 형태인 정보는 있는 그대로 사용

된다.

다음에, 디지털화된 기본 보안정보를 2차원 코드에 의한 2진수 화상으로 변환한다. 기본 보안정보를 선두로부터 차례

대로 4비트의 블록으로 구획하고, 각각의 블록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블록의 값에 따라 2×2화소의 흑백 2진

수 화상으로 치환한다.

예를 들면, 매립된 정보가 하기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두로부터 16진수 표기로 배열되어 있다면,

FF 01 45 D3 …

이들 정보는 도 7과 같이 치환된다.

또한, 후술하는 합성처리시에 있어서 평활화 처리동안 매립된 화상정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2진수 화상정보(도 6)를

n배 확대한다. 여기서는 n=2∼4가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n=2일때 도 7의 2진수 화상정보를 확대한 결과를 도 8에 

도시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2차원 코드화에 칼라 코드(Calra code)를 적용하였지만 다른 매트릭스계 2차원 코드 및 그림(Gl

yph) 코드등의 다른 2차원 코드도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다.

보안정보에 도 4와 같은 '티켓 동-서-남-북'의 문자열(41)과 로고 마크(42)와 같은 2차원 화상정보가 삽입된 경우에

는 이들 정보를 2진수 화상정보로 변환한다. 이 경우, 정보를 2진수 화상으로 변환할 때의 화상해상도는 통일할 필요

가 있으며, 티켓인쇄정보의 화상해상도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자등의 의미있는 부분은 흑색 성분으로, 배

경등의 의미가 없는 부분은 백색 성분으로 변환한다.

상기 2차원 코드정보 및 2진수 화상정보를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티켓화상정보와 같은 사이즈의 영역으로 배열한

다. 보안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의 편의를 위해 레이아웃을 시스템에 의해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티켓인쇄정보의 생성방법(합성처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티켓화상정보(21)는 소위 티켓 그 자체의 정보이고, 도 3에 상당한다. 이는 1화소당 24비트(각 RGB당 8비트)의 정보

를 가진다. 보안정보(22)는 티켓화상정보(21)내에 불가시상태로 매립될 정보이며 도 4에 상당한다. 이는 1화소당 1

비트의 정보를 가진다. 키화상정보(24)는 티켓인쇄정보의 생성 및 보안정보의 검출(복원)을 위한 키가 되는 정보이다.

이 정보는 사용자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1화소당 1비트의 정보를 가진다.

우선, 평활화처리단계(S51)에 있어서 보안정보의 흑색 화소를 '1', 백색 화소를 '0'으로 하여 평활화처리를 실행한다. 

여기에서, X방향에서의 주목 화소의 양단의 화소를 취하고, 3×1화소의 영역을 절단하여 수학식 1과 같이 가중 평균

을 취한다.

수학식 1

W(i) : x=i화소의 가중평균값

STL(i) : x=i화소의 매립화상정보=1 또는 0

보안정보가 생성시에 n배 증가하지 않았다면, 이 평활화처리시에 보안정보의 2차원 코드정보가 파괴되어 버린다. 확

대율 n이 커질수록, 매립화상정보를 파괴하지 않는 안전율이 높아지지만 숨겨진 데이터가 노출되기 쉽다.

예를 들면, 키화상정보(24)가 도 10, 보안정보(22)가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경우, 평활화처리결과는 도 12와 같

다. 보안정보(22)를 n=4로 설정하는 것에 의해 매립정보가 4배 확대되었다. 또한, 매립 허용에 따라 외측주변의 2화

소는 '0'으로 설정한다.

다음에, 위상변조단계(S52)에 있어서, 평활화처리단계(S51)에 있어서의 평활화처리의 결과에 기초하여 하기 수학식 

2∼4의 규칙에 따라 키화상정보(24)의 위상변조를 실행한다.

수학식 2

수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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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

DES(i) : x=i화소 위상변조결과=1 또는 0

MSK(i) : x=i화소 키화상정보=1 또는 0

여기에서, x=0열 및 x=15열은 화상정보의 가장자리이므로 평활화처리될 수 없고 또한 위상변조도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가장자리에선 키화상정보(24)와 보안정보(22)의 배타적 OR를 취한다. 위상변조의 결과를 도 13에 도시한다.

다음에, 색차변조단계(S53)에 있어서, 위상변조단계(S52)에서의 위상변조결과에 기초하여 하기 수학식 5∼10의 규

칙에 따라 색차변조처리를 실행한다. 이 경우, R(적), G(녹), B(청)의 3성분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적색성분의 색차변

조결과의 예를 도 14에 도시한다.

수학식 5

수학식 6

수학식 7

수학식 8

수학식 9

수학식 10

VR(i) : x=적색성분에 대한 i화소의 색차변조결과 -255 ∼ 255 범위의 정수

VG(i) : x=녹색성분에 대한 i화소의 색차변조결과 -255 ∼ 255 범위의 정수

VB(i) : x=청색성분에 대한 i화소의 색차변조결과 -255 ∼ 255 범위의 정수

또한, 색차량 △V는 미리 설정한 '0∼255' 범위의 정수이다. 색차량 △V가 커질수록 매립화상정보의 복원시의 가시 

콘트랙트(contract)가 더 높아지고, 매립정보가 용이하게 재생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크면 보안정보가 노출되기 쉽

다. 따라서, 색차량 △V는 약 '16∼96'이 바람직하지만 여기서는 △V=48을 이용한다.

최종적으로, 중첩처리단계(S54)에 있어서, 색차단계(S53)에 있어서의 색차변조결과와 티켓화상정보(21)로부터 하기

수학식 11∼13으로 도시된 중첩처리를 실행하여 티켓인쇄정보(23)를 생성한다.

수학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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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2

수학식 13

DESR(i) : x=적색성분에 대한 i화소의 중첩처리결과 0∼255 범위의 정수

DESG(i) : x=녹색성분에 대한 i화소의 중첩처리결과 0∼255 범위의 정수

DESB(i) : x=청색성분에 대한 i화소의 중첩처리결과 0∼255 범위의 정수

SRCR(i) : x=적색성분에 대한 i화소의 매립화상정보 0∼255 범위의 정수

SRCG(i) : x=녹색성분에 대한 i화소의 매립화상정보 0∼255 범위의 정수

SRCB(i) : x=청색성분에 대한 i화소의 매립화상정보 0∼255 범위의 정수

또한, DESR(i), DESG(i), DESB(i)는 각각 '0∼255' 범위의 정수이다. 계산결과가 '0'이하의 경우는 '0'으로 설정하고 '

255'이상인 경우는 '255'로 설정한다.

티켓화상정보(21)의 모든 화소가 (R,G,B) = (127,127,127)인 경우의 적색성분의 결과를 도 15에 도시한다. 모든 값

은 '0∼255' 범위의 정수이며, '255'는 적색성분이 가장 많은 것을 나타낸다. 도 15에 있어서, (0,0)화소값 = 79, (1,0)

화소값 = 79, (2,0)화소값 = 175 …와 같이 보안정보가 매립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2화소단위로 적색성분이 적은 화

소와 적색성분이 많은 화소가 교대로 반복된다.

상기 수학식 5∼7 또는 8∼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색, 녹색 및 청색의 색차량의 부호가 반전되어 있다. 따라서, 적

색성분이 많은 화소에서는 녹색과 청색 성분이 적게 함유되며, 적색성분이 적은 화소에서는 다른 성분이 많이 함유되

어 있다. 적색과 (녹색,청색)=청록색(Cyan)은 서로 보색이며, 적색과 청록색이 서로 인접한 경우라도 인간의 눈으로

는 구별하기 어려워 무채색으로 보인다. 또한, 키화상정보에 따라 여러 화소단위에서 적색이 많은 화소와 청록색이 

많은 화소가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이들의 미세한 색차를 구별할 수 없으며 색차량은 플

러스-마이너스 '0'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상기 수학식 11에서는 다음의 수학식 14와 같이 오류판정된다.

수학식 14

그리고 화상정보가 매립되어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 티켓화상정보에 불가시 상태로 매립

된 보안정보를 이용하여 티켓인쇄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티켓인쇄정보를 이용하여 컬러프린터로 인쇄하는 경우, 색차량 △V가 클수록 정보를 판별하는 것이 용이해져서, 보

안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등급(degree)이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티켓인쇄정보내에 불가시 상태로 매립된 보안정보

가 제 3 자에게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티켓인쇄정보를 컬러프린터로 인쇄출력하는 경우에, 화상처리로서 오차확산처리를 실시한 후 데이터를 출력

하는 것에 의해 보안정보를 파괴시키지 않고 보안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오차확산처리에 의해 티켓인

쇄정보의 화소의 농도가 보상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불가시상태인 보안정보가 보존된다.

또한, 오차확산처리가 실시되는 경우, 저주파성분은 감소하고, 고주파성분이 증가한다. 티켓인쇄정보내에 매립된 보

안정보는 고주파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고주파성분이 혼입되어 상기 보안정보가 시각적으로 판별할 수

없는 상태로 된다.

다음에, 티켓표시정보의 생성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티켓표시정보는 티켓인쇄정보를 일부 감소시키고 티켓화상정보 및 불가시상태로 매립된 보안정

보의 일부를 파괴하여 생성된다.

우선, 도 15의 티켓인쇄정보를 3x3화소 영역으로 절단하고 평활화처리를 실시한다. 이는 단순히 평균을 취하는 것으

로 그 결과는 도 16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평활화처리결과로부터 4x4화소영역의 정점에 화소정보를 남기고 나

머지를 제거한다(솎아냄처리). 그 결과는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 데이터가 티켓표시정보가 된다.

여기서, 정보량은 티켓인쇄정보의 약 1/4이다. 일반적으로, 인쇄 화상 해상도가 300∼600dpi 정도인 것에 대하여 디

스플레이 화면의 화상해상도는 약 100dpi정도로 일반적인 인쇄 화상 해상도의 1/3∼1/6정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

다.

따라서, 티켓인쇄정보를 바로 사용자 단말장치(11)에 표시하지 않고 티켓인쇄정보로부터 정보를 감소시켜 보안정보

를 파괴하는 것에 의해 티켓표시정보를 생성하고 사용자 단말장치(11)에 표시한다. 정보량이 적고 보안정보 및 티켓

화상정보가 일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표시)가 빠르므로, 화면의 하드카피 등으로 부정하게 입수하려해도 티켓

인쇄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보안성이 보다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티켓인쇄정보 및 티켓표시정보는 통상의 화상과 명확하게 차이가 없고, 따라서 예를 들면,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및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등의 범용 화상포맷이 사용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화상을 



등록특허  10-0433590

- 8 -

처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성이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시스템내에서 티켓인쇄정보의 화상포맷을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여도 매립된 보안정보는 그대로 잔류하여 문제

는 생기지 않는다.

한편, 컬러프린터등의 티켓인쇄장치(13)에 의해 인쇄출력된 티켓인쇄정보로 인쇄된 티켓(14)은 사용자에 의해 경주

장등에서 사용된다. 이때, 시스템측에서는 사용된 티켓(14)의 보안정보를 검지하는 것에 의해 티켓의 진위판별이 가

능하다. 이하,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티켓인쇄장치(13)에서 종이등에 인쇄된 티켓(14)의 화상을 스캐너등의 광학적 판독수단으로 판독하고, 도 15에 도시

된 상태로 디지털화하며, 보안정보(22)를 복원한다.

보안정보(22)를 복원하기 위해 도 10에 도시한 키화상정보(24)를 이용한다. 키화상정보(24)와 스캐너로 판독한 티켓

인쇄정보(23)의 티켓화상의 값을 1:1로 대응시킨다. 키화상정보(24)의 값이 '1'인 부분은 티켓인쇄정보(23)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키화상정보(24)의 값이 '0'인 부분은 티켓인쇄정보(23)가 무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결과를 도 18

에 도시한다. 도면중, 해칭된 화소는 무효 정보이다. 도 18 중 유효한 데이터(흑색 배경에 흰색으로 표현)를 소정의 사

이즈로 절단한다.

본 실시예에서의 보안정보(22)는 n=4로 설정함으로써 4배로 확대되었고, 따라서 주변에 매립된 2화소를 제거한 후에

4x4화소 단위로 상기 정보를 절단한다. 4x4 화소범위내 유효한 데이터의 값이 적색이 많은 값(본 실시예에서는 '175

')이면 매립화상정보(보안정보)는 1이다. 청록색이 많은 값(본 실시예에서는 '79')이면 매립화상정보는 0이다. 적색이

많은 값과 청록색이 많은 값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좀더 많은 쪽을 채용한다.

이는 합성처리에서의 평활화처리가 원인이다. 이 방법에 따른, 매립화상정보(보안정보)(22)를 복원한 결과를 도 19에

도시한다. 도면 중 굵은 선 테두리부분이 보안정보(22) 부분이다. 이 부분은 도 11과 일치하며 보안정보(22)가 완전

히 복원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예를 들면 승화형 열전사 프린터에 의해 400dpi의 해상도로 정보를 인쇄하고 광학식 스캐

너에 의해 1200dpi의 해상도로 판독을 실시한 후, 문제없이 복원되었다.

또한, 제 2 보안정보의 복원 및 검지방법으로서, 키화상정보(24)와 동일 패턴의 투과율을 갖는 재생시트를 물리적으

로 티켓(14)의 인쇄면상에 중첩시키는 경우, 보안정보(22)는 가시상태가 된다. 따라서, 보안정보(22)중의 로고마크등

을 시각적으로 직접확인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까다로운 조작과 복잡한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장소에서 간단하게 티켓을 진위판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 3 의 보안정보의 복원 및 검지방법에 있어서, 광학적수단으로 판독한 값을 솎아내는 시스템을 설명한다. 스

캐너등으로 판독한 값의 적색 성분이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다고 가정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합성처리를 위해 4x2

단위의 바둑판 무늬의 패턴으로서 보안정보를 4화소단위로 솎아낸다. 보안정보 생성시의 확대율 n은 이 값과 관련되

고, (바둑판 무늬의 격자단위×확대율 n ≥솎아낸 화소수)의 식이 성립된다.

도 15의 화상정보를 4화소단위로 솎아내면,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된다. 그러나, 화상정보가 불충분하여 나머지 

화소를 정점으로 하여 4x2의 영역 전부를 동일한 값으로 설정하면 화상정보는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된다. x방향

및 y방향으로 2화소씩 어긋나게 하더라도 도 11의 보안정보(22)가 완전히 복원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판독된 

화상정보를 솎아내는 경우, 복원시에 처리되는 화소수가 감소하여 고속으로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된 티켓(14)에 매립되어 있는 보안정보(22)의 유무를 검지하는 것에 의해 간단하게 티켓(14)

의 진위판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티켓(14)이 제 3 자에게 제공되어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복사된 경우

에도 보안정보(22)에 조회용 일련번호가 포함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발행했는가와 같은 티켓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고, 부정한 경로를 쉽게 검지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4x2 화소단위의 바둑판 무늬의 패턴을 키로서 사용하여 합성처리를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1

x1 화소크기의 바둑판 무늬의 패턴을 이용하여 합성처리를 실행하면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방지의 효과가 보다 

향상된다. 이는 1x1 또는 2x2 화소크기와 같은 정사각형격자를 사용한 경우, 합성처리에 의해 티켓인쇄정보의 적색

이 많은 화소데이터 및 청록색이 많은 화소데이터가 교대로 규칙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컬러복사기의 스캐너부분의 센서는 점(spot)이 아니고, 제한된 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스캐너의 판독해상도와 티켓인

쇄해상도가 동일하더라도 스캐너의 센서화소와 티켓인쇄정보의 화소는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그대로 판독된다. 여기

서, 적색과 청록색 성분은 보색의 관계이므로 매우 고정밀 피치로 배열된 화소를 분리하는 것은 어렵고 사람의 눈과 

센서에 의해 회색으로 오인식되어 정상적으로 복사될 수 없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티켓등의 보안성을 현저하게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안정보는 불가시상태로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원을 위해 어떠한 수단이 필요하며, 모든 티켓에 대하여 그 작업을 실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보안정보를 불가시상태로 매립한 티켓과 보안정보가 매립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어떠한 수단에 의해 적절한 

것으로 보증되는 티켓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안정보가 매립된 티켓의 로고마크를 적색으로 인쇄하

고, 보안정보가 매립되어 있지 않은 티켓의 로고마크를 청색으로 인쇄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간단하게 검사

할 수 있어 시간 및 비용을 대폭으로 절약할 수 있다.

도 22는 지금까지 사용중인 티켓발행으로부터 보안정보의 검지까지의 상태를 도식적으로 도시한다. 티켓화상정보(2

1)에는 풍경사진등이 이용된다. 보안정보(22)에는 저작권정보로서 'JAPAN'의 로고마크, 및 본 실시예에서 도시된 단

계에 따라 보안정보로 변환된, 인간의 시각 및 기계에 의한 검사를 위한 2차원 코드를 이용한다.

우선, 티켓화상정보(21), 보안정보(22) 및 키화상정보(24)에 대하여 전술한 방법에 따라 합성처리를 실행하여 티켓인

쇄정보(23)를 생성한다. 이 티켓인쇄정보(23)의 화상은 인간의 눈으로는 풍경사진으로 보이지만 저작권정보 등은 불

가시상태로 매립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도시된 방법에 따라 티켓인쇄정보(23)로부터 티켓표시정보(25)를 생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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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이들 티켓인쇄정보(23) 및 티켓표시정보(25)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티켓발행을 요구한 사용자에게 송신한다. 

티켓표시정보(25)를 수취한 경우, 사용자는 티켓표시정보(25)를 사용자 단말장치(11)의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티켓인쇄정보(23)를 컬러프린터등의 티켓인쇄장치(13)를 이용하여 인쇄출력하여 티켓(14)을 얻는

다.

사용자는 이 발행된 티켓(14)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스템측은 키화상정보를 이용하여 사용된 티켓(14)의 보안

정보를 검지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보안정보를 조합하는 것에 의해 진위판별을 실행한다.

저작권정보를 포함한 보안정보가 이 발행된 티켓(14)에 불가시상태로 매립됨에 따라서 전술한 복원방법에 따라 저작

권정보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23은 본 발명의 티켓발행방법을 전자우표에 응용한 예이다. 도 23의 (a)는 티켓인쇄정보, 도 23의 (b)는 우표화상

부분, 도 23의 (c)는 우표화상부분에 불가시상태로 매립된 보안정보이다. 우표와 같이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사용자가 발행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특히 중요하다. 전술한 자동차레이스 입장티켓과 같이 전자우표에

보안정보를 불가시상태로 매립하고 그 티켓(우표)의 인쇄정보를 봉투등에 직접 인쇄하는 경우, 전자우표를 실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편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소판독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처리되어, 전자우표내에 매립된 보안정보를 

센서로 판독하여 진위판별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우표를 컬러프린터로 인쇄출력하는 경

우 주소와 이름을 동시에 인쇄하는 것에 의해 대폭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보안성이 높은 티켓을 네트워크, 전화회선등의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간단하게 

발행할 수 있는 티켓발행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발행된 티켓의 진위판별이 간단하게 실행되고 부정이 발생했을 때 추적조사가 용이하게 실행

되는 티켓조합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티켓발행요구정보로부터 티켓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티켓발행요구정보 및 통신장치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송부된 사용자식별정보로부터 보안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보안화상정보는 상기 티켓화상정보와 합성됨이 없이 상기 보안화상정보 자체가 인쇄되는 경우 

가시상태임—와,

상기 보안화상정보와 상기 티켓화상정보를 합성하여 티켓인쇄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보안화상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상기 티켓인쇄정보가 티켓 종이 위에 인쇄되는 경우 상기 티켓화상정보에 대해 불가시상태임-를 포함

하며,

상기 티켓인쇄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는

소정의 키이화상정보(key image data)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키이화상정보를 상기 보안정보에 의해 변조하는 색차(color difference)에 의해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티켓화상정보 위에 상기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중첩시키는 과정과,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티켓인쇄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켓발행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화상정보 생성단계는,

제어 코드, 문자, 화상, 음성등으로 구성된 기본 보안정보를 2진수 부호화하여 2진수 매립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2진수 매립정보를 미리 정한 특정 포맷의 2진수 화상정보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켓

발행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패턴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는 인접한 화상정보가 보색의 조합이 되도록 배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켓발행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티켓발행요구정보로부터 티켓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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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티켓발행요구정보 및 통신장치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전송된 사용자식별정보로부터 보안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보안화상정보는 상기 티켓화상정보와 합성됨이 없이 상기 보안화상정보 자체가 인쇄되는 경우 

가시상태임—와,

상기 보안화상정보와 상기 티켓화상정보를 합성하여 티켓인쇄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보안화상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상기 티켓인쇄정보가 티켓 종이 위에 인쇄되는 경우 상기 티켓화상정보에 대해 불가시상태임-를 포함

하며,

상기 티켓인쇄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는

소정의 키이화상정보(key image data)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키이화상정보를 상기 보안정보에 의해 변조하는 색차(color difference)에 의해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티켓화상정보 위에 상기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중첩시키는 과정과,

상기 티켓인쇄정보를 부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수단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검사하는 티

켓표시정보(ticket display data)를 생성하는 과정을 구비하고,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티켓표시정보를 상기 티켓인쇄정보와 함께 통신수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송하며,

상기 티켓표시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은

상기 티켓인쇄정보에 대하여 평활화처리를 실행하는 것과,

상기 평활화처리된 티켓인쇄정보에 대하여 솎아내는 처리를 실행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켓발행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티켓인쇄정보 생성단계는 상기 보안화상정보의 일부를 불가시상태와 가시상태의 양쪽의 상태로 상기 티켓화상

정보와 합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켓발행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티켓인쇄정보 생성단계는 불가시상태와 가시상태의 위치가 서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상기 보안화상정보의 

일부를 불가시상태와 가시상태의 양쪽의 상태로 상기 티켓화상정보와 합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켓발행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티켓인쇄정보 생성단계는, 상기 티켓화상정보와 합성되는 보안화상정보가 없는 티켓화상정보와, 불가시상태로 

합성된 상기 보안화상정보가 있는 티켓화상정보를 구별하기 위한 특정 마크를 가시상태로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켓발행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화상정보는 사용자식별정보, 티켓발행일자 및 시간정보, 티켓종류정보, 티켓유효기한정보, 티켓요금정보 및

관리정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켓발행방법.

청구항 11.
티켓 조합 방법(ticket collating method)에 있어서,

티켓발행요구정보로부터 티켓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통신장치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송부된 상기 티켓발행요구정보 및 사용자식별정보로부터 보안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소정의 키이화상정보(key image data)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보안화상정보에 의해 상기 소정의 키이화상정보에 대하여 변조를 실시하여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와,

상기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상기 티켓화상정보에 대하여 중첩하는 것에 의해 티켓인쇄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티켓인쇄정보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송부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티켓인쇄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인쇄된 티켓으로부터 상기 보안화상정보를 복원하는 단계

와,

상기 복원된 보안화상정보에 따라 상기 인쇄된 티켓의 진위판별을 실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켓조합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원단계는 상기 인쇄된 티켓상의 패턴화상정보와 동일한 패턴의 투과율을 갖는 시트형상 마스크를 물리적으로

중첩하는 것에 의해 가시상태의 보안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켓조합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원단계는 상기 인쇄된 티켓정보를 광학적으로 판독하고, 얻어진 판독신호와 상기 소정의 패턴화상정보와 동

일한 패턴을 표시하는 마크신호를 비교하여, 양쪽 신호가 일치하는 부분을 무효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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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티켓조합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원단계는 상기 인쇄된 티켓정보를 광학적으로 판독하고, 상기 패턴화상정보의 공간주파수에 대응하는 주기로

얻어진 판독신호에 대하여 솎아내는 처리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켓조합방법.

청구항 15.
티켓발행요구정보로부터 티켓화상정보를 생성하는 티켓화상정보 생성장치와,

통신장치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송부된 티켓발행요구정보 및 사용자식별정보로부터 보안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보안

화상정보 생성장치-여기서, 상기 보안화상정보는 상기 티켓화상정보와의 결합없이 그 자체가 인쇄되는 경우 가시상

태임-와,

(1) 상기 보안화상정보와 상기 티켓화상정보를 합성하고, (2) 소정의 키이화상정보를 생성하며-여기서, 상기 보안화

상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상기 티켓인쇄정보가 티켓 종이 위에 인쇄되는 경우 상기 티켓화상정보에 대해 불가시상태

임-, (3) 상기 보안화상정보에 의해 상기 키이화상정보를 변조하는 색차에 의해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생성하고, (4) 상

기 티켓화상정보 위에 상기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중첩함으로써 티켓인쇄정보를 생성하는 티켓인쇄정보 생성장치와,

상기 티켓인쇄정보를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전송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티켓발행시스템.

청구항 16.
통신수단을 통한 사용자로부터의 티켓발행요구정보에 따라 보안화상정보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티켓발행요구정보로부터 티켓화상정보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보안화상정보와 상기 티켓화상정보를 합성하여 티켓인쇄정보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티켓인쇄정보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송부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보안화상정보는 상기 보안화상정보만 종이위에 인쇄되는 경우 가시상태가 되고 상기 티켓인쇄정보가 사용자에 

의해 티켓 종이위에 인쇄되는 경우 상기 티켓화상정보에 대해 불가시상태가 되며, 상기 티켓화상정보는 상기 종이 위

에 인쇄되는 경우 가시상태가 되고, 상기 합성된 티켓인쇄정보는 상기 티켓화상정보와 거의 동일한 물리적 가시상태

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켓발행방법.

청구항 17.
매체(medium) 발행 방법에 있어서,

매체발행요구정보로부터 매체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매체발행요구정보와 통신장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전송된 사용자식별정보로부터 보안화상정보-여기서, 상기 

보안화상정보는 상기 매체화상정보와 결합됨이 없이 그 자체가 인쇄되는 경우 가시상태임-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보안화상정보와 상기 매체화상정보를 결합하여 매체인쇄정보-여기서, 상기 보안화상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상기

매체인쇄정보가 무모양 매체(plain medium) 위에 인쇄되는 경우 상기 매체화상정보에 대해 불가시 상태임-를 생성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매체인쇄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는

소정의 키이화상정보(key image data)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키이화상정보를 상기 보안정보에 의해 변조하는 색차(color difference)에 의해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매체화상정보 위에 상기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중첩시키는 과정과,

상기 매체인쇄정보를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발행 방법.

청구항 18.
매체 발행 시스템에 있어서,

매체발행요구정보로부터 매체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매체화상정보 생성장치와,

통신장치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송부된 매체발행요구정보 및 사용자식별정보로부터 보안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보안

화상정보 생성장치-여기서, 상기 보안화상정보는 상기 매체화상정보와의 결합없이 그 자체가 인쇄되는 경우 가시상

태임-와,

(1) 상기 보안화상정보와 상기 매체화상정보를 합성하고, (2) 소정의 키이화상정보를 생성하며-여기서, 상기 보안화

상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상기 매체인쇄정보가 무모양 매체 위에 인쇄되는 경우 상기 매체화상정보에 대해 불가시상

태임-, (3) 상기 보안화상정보에 의해 상기 키이화상정보를 변조하는 색차에 의해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생성하고, (4) 

상기 매체화상정보 위에 상기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중첩함으로써 매체인쇄정보를 생성하는 매체인쇄정보 생성장치와,

상기 매체인쇄정보를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전송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매체발행시스템.

청구항 19.
매체(medium) 발행 방법에 있어서,

매체발행요구정보로부터 매체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매체발행요구정보와 통신장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전송된 사용자식별정보로부터 보안화상정보-여기서, 상기 

보안화상정보는 상기 매체화상정보와 결합됨이 없이 그 자체가 인쇄되는 경우 가시상태임-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보안화상정보와 상기 매체화상정보를 결합하여 매체출력정보-여기서, 상기 보안화상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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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출력정보가 디스플레이에 출력되는 경우 상기 매체화상정보에 대해 불가시 상태임-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

고,

상기 매체출력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는

소정의 키이화상정보(key image data)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키이화상정보를 상기 보안정보에 의해 변조하는 색차(color difference)에 의해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매체화상정보 위에 상기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중첩시키는 과정과,

상기 매체출력정보를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발행 방법.

청구항 20.
매체 발행 시스템에 있어서,

매체발행요구정보로부터 매체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매체화상정보 생성장치와,

통신장치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송부된 매체발행요구정보 및 사용자식별정보로부터 보안화상정보를 생성하는 보안

화상정보 생성장치-여기서, 상기 보안화상정보는 상기 매체화상정보와의 결합없이 그 자체가 인쇄되는 경우 가시상

태임-와,

(1) 상기 보안화상정보와 상기 매체화상정보를 합성하고, (2) 소정의 키이화상정보를 생성하며-여기서, 상기 보안화

상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상기 매체출력정보가 디스플레이에 출력되는 경우 상기 매체화상정보에 대해 불가시상태임

-, (3) 상기 보안화상정보에 의해 상기 키이화상정보를 변조하는 색차에 의해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생성하고, (4) 상기

매체화상정보 위에 상기 패턴변조화상정보를 중첩함으로써 매체출력정보를 생성하는 매체출력정보 생성장치와,

상기 매체출력정보를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전송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매체발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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