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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인코딩/디코딩 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온/오프라인(On/Off-Line) 환경하에서 원본 데이터를 대용량의 칼라 2차원 바코드로 생성하는 시스템 및 그 방

법과, 상기 생성된 대용량 칼라 2차원 바코드로부터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즉, 본 발명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인쇄를 통하여 인쇄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본 데이터를 압축하고 에러 검

출 및 정정을 위한 데이터를 부가한 후 대용량 칼라 2차원 바코드로 생성하는 방법 및 대용량 칼라 2차원 바코드 형상을 포

함하는 바코드 인코딩 시스템과, 상기 인코딩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대용량 칼라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된 문서를 스캐너

와 카메라와 같은 입력기기를 통해 입력받고, 상기 2차원 바코드를 검색하여 인식한 후 색상 보정과 에러 검출 및 정정을

수행하고, 압축을 해제하여 원본 데이터로 복원하는 방법을 포함한 디코딩 시스템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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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칼라, 2차원 바코드, 마커, 메타 데이터, 맥시 코드, QR 코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종래 표준 2차원 바코드 중 맥시 코드를 사용한 2차원 바코드의 인쇄도.

도 1b는 종래 표준 2차원 바코드 중 맥시코드를 사용한 2차원 바코드의 개념도.

도 1c는 종래 표준 2차원 바코드 중 QR코드를 사용한 2차원 바코드의 인쇄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 이미지 인코딩 시스템의 블록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 이미지 인코딩 시스템의 동작 흐름도.

도 4a,4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의 시작 패턴 및 검색 패턴을 보여주는 개념도.

도 4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의 데이터 패턴의 칼라와 2진값의 관계를 보여주는 테이블.

도 4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색상 보정을 위한 색상 보정 패턴의 개념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의 위치 보정 마커를 보여주는 개념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의 메타 데이터를 보여 주는 개념도.

도 7a,7b,7c는 상술한 바코드 검색 패턴, 위치 보정용 마커 및 메타 데이터가 기재된 2차원 바코드의 코드 이미지가 생성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개념도.

도 8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 이미지 디코딩 시스템의 블록도.

도 8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 이미지 디코딩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한 흐름도.

도 9는 도 8a에 도시된 바코드 검색 패턴의 검색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흐름도.

도 10a는 X축 순방향 바코드 검색 패턴 검색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10b는 X축 역방향 바코드 검색 패턴 검색 과정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10c는 Y축 순방향 바코드 검색 패턴 검색 과정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10d는 Y축 역방향 바코드 검색 패턴 검색 과정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11은 도 8a에 도시된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 검색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흐름도.

도 12는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 검색 과정을 실제 바코드 이미지와 연계하여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13은 도 8a에 도시된 위치 보정용 마커 탐색 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흐름도.

도 14는 위치 보정용 마커 검색 과정을 실제 바코드 이미지와 연계하여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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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Mrk(1,1) 검색을 위한 SA(1,1)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실제 바코드 이미지와 연계하여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

면.

도 16은 위치 보정용 마커를 이용하여 바코드 화소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도.

도 1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 보정용 마커를 가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데이터를 더 많이 수록하게 끔 하는 개

념을 보여주는 도면.

도 18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색상 보정 패턴을 샘플링 하는 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 18b는 도 18a의 샘플링 점들의 RGB 값을 보여주는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1; 데이터 압축부 203; 데이터 부가부

205; 메타 데이터 생성부 206; 색상 보정 패턴 생성부

207; 바코드 검색패턴 생성부 209; 위치보정 마커 생성부

211; 2차원 바코드 생성부 213; 인쇄부

851; 바코드 이미지 입력부 853; 바코드 검색 패턴 검색부

855; 바코드 검색패턴의 모서리점 검색부

857; 위치 보정 마커 검색부 859; 메타 데이터 추출부

860; 색상 보정부 861; 데이터 추출부

863; 에러 검출/정정부 865; 압축 해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온/오프라인(On/Off-Line) 환경하에서 원본 데이터를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의 칼라 2차원 바코드(Bar

Code)로 생성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생성된 대용량 칼라 2차원 바코드로부터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인쇄를 통하여 인쇄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본

데이터를 압축하고 에러 검출 및 정정을 위한 데이터를 부가한 후 대용량 칼라 2차원 바코드로 생성하는 방법 및 대용량 2

차원 바코드 형상을 포함하는 바코드 인코딩 시스템과, 상기 인코딩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된 문서

를 스캐너와 카메라와 같은 입력기기를 통해 입력받고, 상기 2차원 바코드를 검색하여 인식한 후 색상 보정과 에러 검출

및 정정을 수행하고, 압축을 해제하여 원본 데이터로 복원하는 방법을 포함한 디코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 사용된 1차원 바코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프린터와 스캐너 및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입출력 기기들이 대중적인 보급이 이루어짐으로써, 1차원 바코드에 비하

여 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록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다.

즉, 다양한 분야에서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하여 종래 데이터 전달 및 표현의 방법에 있어 보다 더 높은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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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는 바코드 생성시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며, 단위 면적당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차원 바코드의 복원시 인식 시간이 빨라야 하며, 복원 능력도 뛰어나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2차원 바코드는 일부 한정된 분야에서만 사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종래 표준 2차원 바코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도 1a 및 도 1b는 종래 표준 2차원 바코드 중 맥시 코드를 사용한 2차원 바코드의 인쇄도 및 개념도로서, 이를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맥시 코드는 육각형 모듈 오프셋 열의 정방 배열에 의하여 둘러싸인 중앙 파인더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파인더 패턴은 3개의 검은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향에 대한 정보는 육각형의 각 모서리에 3개의 모듈로 이

루어진 6개의 패턴(원 내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맥시 코드의 경우에는 방향에 대한 패턴 검색시 6개의 패턴을 모두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인식 시간이 오

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 1c는 종래 표준 2차원 바코드 중 QR코드를 사용한 2차원 바코드의 인쇄도로서,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QR코드의 파인더 패턴은 심볼(Symbol)의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및 왼쪽 하단부에 위치하여 있는 세 개의 동일한 위치

탐지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QR코드 심볼은 가능한 한 빠른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사한 패턴들이 심볼 바깥의 지역에 접하는 확률이 낮게끔 우선

적으로 인코딩되어 있다.

또한, 파인더 패턴을 구성하는 세개의 위치 탐지 패턴들의 식별은 시야에서 심볼 위치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의한다.

그러나, QR코드의 경우 역시 3개의 위치 탐지 패턴을 모두 찾아야 하고, 위치 탐지 패턴 중 하나라도 훼손이 되는 경우 심

볼의 위치와 방향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종래의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래의 2차원 바코드는 단위 면적 당 표현할 수 있는 용량이 낮아 대용량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바코드가 비례적으로 커져

야 한다는 문제점과, 2차원 바코드 인식시 바코드 탐색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2차원 바코드는 생성시 그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거나 크기 설정이 용이하지 않아 많은 분야에 적용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문서 데이터는 물론 사진 데이터 및 음향 데이터와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종래의 2차원 바코드로 구현하기가 어

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종래의 2차원 바코드는 일부 특정 분야에서만 적용되어 왔으며, 다른 분야로의 확대가 용

이하지 아니한 실정이다.

그리고, 종래의 흑백 2차원 바코드를 칼라와 회색을 추가하여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출력물의 명암과 색

상이 원 색상과 차이가 발생하여 정확한 디코딩이 어려웠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온/오프라인(On/Off-Line) 환경하에서 원본 데이터를 대용

량의 2차원 칼라 바코드(Bar Code)로 생성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생성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로부터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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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르면,

2차원 바코드에 사용된 색상을 보정하기 위하여 색상 보정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2차원 바코드의 시작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수의 사각 픽셀로 이루어지고, 상기 픽셀의 명암이 교차되는 1차원 패턴으로

형성하는 2차원 바코드 시작 패턴 형성 단계;

상기 1차원 패턴으로 형성된 2차원 바코드 시작 패턴 두 개를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직각 양변으로 하여 x축 및 y축

길이가 동일한 이등변 직각 삼각형 구간내에 두께가 일정한 흑백의 줄무늬가 형성되도록 하는 2차원 바코드 검색 패턴 형

성 단계;

길이와 폭이 일정한 갯수의 픽셀을 가지는 사각형 모양이고 중심 픽셀과 나머지 픽셀들간에 흑백의 명암을 가지며, 상기

바코드 검색 패턴의 x축 및 y축 변이 끝나는 지점 및 이들의 교차점에 위치 보정용 마커들을 형성시키는 위치 보정용 마커

형성 단계; 및,

2차원 바코드의 높이/너비 및 에러 보정을 위한 부가 데이터의 비율을 포함하고, 자체의 오류 복원을 위한 부가 데이터가

포함된 메타 데이터를 상기 위치 보정용 마커들 사이에 적어도 하나를 형성시키는 메타 데이터 형성 단계;

바코드에 포함될 원본 데이터 및 에러 정정을 위한 부가 데이터를 칼라 픽셀로 변환하여 형성시키는 원본 및 부가 데이터

형성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차원 바코드 인코딩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2차원 바코드의 색상 보정 패턴을 바코드 내부에 표기되는 모든 종류의 명암 및 색상을 표기하는 사각형의 집합으로

형성하는 색상 보정 패턴 생성부;

2차원 바코드의 시작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수의 사각 픽셀로 이루어지고, 상기 픽셀의 명암이 교차되는 1차원 패턴으로

형성하는 2차원 바코드 시작 패턴 및 상기 1차원 패턴으로 형성된 2차원 바코드 시작 패턴 두 개를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서의 직각 양변으로 하여 x축 및 y축 길이가 동일한 이등변 직각 삼각형 구간 내에 두께가 일정한 흑백의 줄무늬가 형성되

도록 하는 바코드 검색 패턴부;

길이와 폭이 일정한 갯수의 픽셀을 가지는 사각형 모양이고, 중심 픽셀과 나머지 픽셀들간에 흑백의 명암을 가지며, 상기

바코드 검색 패턴의 x축 및 y축 변이 끝나는 지점 및 이들의 교차점에 위치 보정용 마커들을 형성시키는 위치 보정용 마커

생성부;

2차원 바코드의 높이/너비 및 에러 보정을 위한 부가 데이터의 비율을 포함하고, 자체의 오류 복원을 위한 부가 데이터가

포함된 메타 데이터를 상기 위치 보정용 마커들 사이에 적어도 하나를 형성시키는 메타 데이터 형성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차원 바코드 인코딩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상기 인코딩 된 2차원 바코드 이미지를 읽어들여 바코드 검색 패턴을 검색하여 바코드가 시작하는 위치의 메모리 상

의 좌표 및 기울기를 구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에서 검색된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E1 및 E2)을 검색하는 제 2 단계;

상기 바코드 검색 패턴 및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의 좌표들을 이용하여 위치 보정 마커들의 좌표를 검색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제 3 단계에서 검색된 위치 보정 마커들의 좌표를 이용하여 구간별 데이터 패턴의 좌표와 데이터값 및 메타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 제 4 단계; 를 포함하는 2차원 바코드 디코딩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상기 2차원 바코드 이미지를 입력받아 2차원 바코드의 바코드 검색 패턴을 검색하여 바코드가 시작하는 위치의 좌

표 및 기울기를 구하는 바코드 검색 패턴 검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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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색된 바코드 검색 패턴의 좌표를 이용하여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을 구하는 바코드 검색 패턴 모서리점 검색

부;

상기 바코드 검색 패턴 및 모서리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위치 보정 마커들의 좌표를 검색하는 위치 보정 마커 검색부; 및,

상기 검색된 위치 보정 마커들의 좌표를 참조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이터 추출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차

원 바코드 디코딩 시스템이 제공된다.

다른 일면에 따라, 상기 2차원 바코드 검색 패턴의 직각 이등변은 상기 바코드 시작 패턴을 동일하게 여러겹 중첩시켜 형

성시킨다.

또 다른 일면에 따라, 상기 2차원 바코드 검색 패턴은 형성하고자 하는 2차원 바코드의 좌측 상단에 위치시킨다.

또 다른 일면에 따라, 상기 위치 보정용 마커들은 기록되는 데이터 블록마다 하나씩 정방형 반복 패턴으로 형성시킨다.

또 다른 일면에 따라, 상기 마커들이 바코드의 전체 영역 중 일부분만을 표시할 수 밖에 없을 때, 상기 2차원 바코드 모서리

부분의 어느 구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데이터 패턴 좌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석 부분 마커를 확장하는 가상 마커

(Virtual Marker)를 형성시킨다.

본 발명의 상술한 목적과 여러 가지 장점은 이 기술 분야에 숙련된 사람들에 의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후술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로부터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 인코딩/디코딩 시스템 및 그 방법을 보다 상세

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 이미지 인코딩 시스템의 블록도로서, 2차원 바코드 이미지 인코딩 시스

템은 데이터 압축부(201), 데이터 부가부(203), 메타 데이터 생성부(205), 칼라보정 패턴 생성부(206), 바코드 검색 패턴

생성부(207), 위치 보정 마커(Marker) 생성부(209), 2차원 바코드 생성부(211) 및 인쇄부(213)를 구비한다.

상기 데이터 압축부(201)는 원본 데이터를 입력받을 경우 먼저 호프만 코드를 응용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 압축을

수행하여 원본 데이터를 본래의 용량보다 작은 용량으로 재구성한다.

상기 데이터 부가부(203)는 상기 압축된 데이터에 에러 검출/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압축부

(201)의 결과물에 부가한다.

상기 메타 데이터 생성부(205)는 인코딩할 데이터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최소 크기의 바코드 가로 및 세로축의 길이를 계

산한 후, 상기 바코드 가로 및 세로 축 길이와 부가 정보량의 비율을 포함하는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며, 상기 메타 데이터

에는 메타 데이터 자체에 대한 오류 복원을 위한 부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즉, 상기 메타 데이터에는 버젼, 포맷, 부가 데이터, 에러 검출/정정을 위한 정보, 2차원 바코드 너비, 2차원 바코드 높이 등

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상기 색상 보정 패턴 생성부(206)는 바코드의 생성에 사용되는 모든 색을 특정 영역에 사각형 모양을 순차적으로 생성한

다.

상기 바코드 검색 패턴 생성부(207)는 바코드의 특정 영역에 바코드 검색 패턴을 생성하여 표기한다.

이때, 상기와 같이 생성되는 특정 영역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바코드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상기 위치 보정 마커 생성부(209)에서는 디코딩시 바코드 이미지의 위치 보정을 위하여 사용될 위치 보정용 마커를 생성

한다.

이때, 상기의 위치 보정용 마커들은 데이터 블록마다 하나씩 정방형 반복 패턴으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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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차원 바코드 생성부(211)에서는 상술한 내용들을 2차원 바코드화하고, 상기 인쇄부(213)에서는 상기 생성된 2차원

바코드를 인쇄물로 만든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 이미지 인코딩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한 흐름도로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텝 S301에서 호프만 코드를 응용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 압축을 수행하여 원본 데이터를 본래의 용량보다

작은 용량으로 재구성한 후, 인코딩할 데이터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최소 크기 바코드의 가로 및 세로축의 길이를 계산한

다.

이어서, 스텝 S303에서 상기 바코드 가로 및 세로축 길이와 부가 정보량의 비율을 포함하는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며, 이때

상기 메타 데이터에는 메타 데이터 자체의 오류 복원을 위한 부가 데이터가 포함된다.

다음, 스텝 S305에서 생성할 바코드 이미지를 저장할 비트맵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스텝 S307에서 바코드 좌측 상단에

바코드 검색 패턴을 표기한다.

이어서, 스텝 S306에서 바코드의 상단 외곽선의 상단에 바코드의 생성에 사용되는 모든 색을 특정 영역에 사각형 모양을

순차적으로 생성한다.

그리고, 스텝 S309에서 위치 보정 마커 데이터를 표기한 후, 스텝 S311에서 바코드 이미지 메모리에 바코드 좌상, 좌하,

우상 및 우하 부분에 동일한 메타 데이터들을 표기하고, 스텝 S313에서 바코드 이미지 메모리에 압축된 원본 데이터 및 에

러 정정을 위한 부가 데이터를 표기함으로써, 2차원 바코드를 생성하게 된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의 시작 패턴 및 검색 패턴을 보여주는 개념도로서, 도 4a에 표

시된 시작 패턴은 도 4b에 표시된 검색 패턴에 포함된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바코드 시작 패턴은 도 4a에서와 같이 바코드의 시작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암이 교차

되는 1차원 패턴으로 형성되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22픽셀(Pixel)로 구성하였고, 명암이 교차되는 길이의 비율은

8:2:4:2:2:2로 설계하였으나, 이는 바코드를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 임의로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바코드 검색 패턴은 도 4b에서와 같이 명암이 교차되는 2차원 패턴으로 형성되며, 본 발

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길이 22픽셀, 폭 22픽셀, 두께 2픽셀이고, 전체 모양은 x와 y의 길이가 동일한 직삼각형 형태이다.

또한, 전체적인 형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바코드 시작 패턴은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삼각형 형상으로서 2차원적으로 확장된 패턴이고, 바코드의 좌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바코드 복원시 스캐닝된 이미지에서 바코드의 좌측 상단 좌표 검색 및 바코드의 회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

여 사용된다.

그리고, x와 y의 길이가 동일한 직삼각형 구간에 두께가 일정한 검은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바코드 검색 패턴을 형성시킨 것은 일축으로(가령 x축) 단방향 검색을 수행할 경우 +90도까지 회전시키더라도 검

색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 4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색상과 이진값의 변환 예로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바코드에서 원본 데이터는 3비트 단위로 표기되며, 상기 3비트 데이터는 도 4c의 8가지 색상 중 하나의 색상으로 표시된

다.

8가지 색상은 색의 3원색인 적색(Red), 녹색(Green), 황색(Yellow)의 조합으로 형성되며, 색상 조합시 각각의 3가지 원색

의 값은 최소 0에서 최대 255까지 변화할 수 있으며 인코딩시에는 0과 255 중 하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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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색상 보정 패턴의 예로서, 도 4c의 색상을 바코드의 특정 위치에 표기하기 위하여 순

차적으로 표기한다.

상기 표기된 색상 보정 패턴은 영상 획득시 바코드의 데이터 디코딩시 획득된 바코드 이미지의 색상이 바코드 생성시 사용

된 색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코드 생성시 사용된 8가지 색상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 데이터로 사

용하기 위함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의 위치 보정 마커를 보여주는 개념도로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위치 보정 마커는 길이와 폭이 각각 5픽셀인 정사각형 모양이며, 중심점에 검은색 픽셀이 위치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위치 보정용 마커는 2차원 바코드 좌측 상단에 직삼각형 모양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코드 검색 패턴의 x와 y변이 끝

나는 지점(M1 및 M2) 및 이들의 교차점(M3)에 표기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첫번째 위치 보정용 마커들로부터 x축 및 y축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재차 위치 보정

용 마커들을 생성한다.

이러한 규칙적인 간격으로 형성되는 위치 보정용 마커는 후술하는 도 6에 자세히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위치 보정 마커는 바코드 이미지 복원 과정에서 바코드 데이터 패턴 복원시 스캐닝된 이미지로부터 바코드 데이터

패턴의 위치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의 색상 보정 패턴과 메타 데이터를 보여 주는 개념도로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색상 보정 패턴은 바코드의 상단 부분에 바코드에 사용된 8가지 색상이 사각형 모양으로 순차적이고 반복적으로 표기된

다.

상기 메타 데이터는 상술한 바와 같이 바코드의 높이와 너비 및 에러 보정을 위한 부가 데이터의 비율을 포함하며, 본 발명

의 일 실시예에서는 동일한 메타 데이터가 2차원 바코드 전체에 걸쳐서 4번 표기되도록 설계하였다.

첫번째 위치는 2차원 바코드 패턴에서 M1 마커와 M3 마커 사이에, 또한 M2 마커와 M3 마커 사이에 표기된다.

두번째 위치는 우측 상단 마커와 우측 상단 마커의 좌측 및 하측 마커 사이에 표기된다.

세번째 위치는 우측 하단 마커와 우측 하단 마커의 좌측 및 상측 마커 사이에 표기된다.

네번째 위치는 좌측 하단 마커와 좌측 하단 마커의 우측 및 상측 마커 사이에 표기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메타 데이터를 4개나 형성하는 것은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었거나 스캐닝시 잡음 성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4개의 메타 데이터 중 하나의 메타 데이터만 제대로 스캐닝되어도 복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총 4개의 동일한 메타 데이터를 2차원 바코드에 형성하였으나, 바코드 설계자에 따라서

는 1개, 2개 또는 3개만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도 7a, 도 7b 및 도 7c는 상술한 바코드 검색 패턴, 위치 보정용 마커 및 메타 데이터가 기재된 2차원 바코드의 코드 이미

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개념도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의 코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는 먼저 2차원 바코드의 좌측 상단에 바코드 검색 패턴을 생성하고, 그 후 위치 보정용 마커를 상술한 바와 같이 규칙적으

로 나타나도록 생성한 후, 이어서 상기 위치 보정용 마커 사이에 메타 데이터를 추가하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는 Mrk(n, m)은 X 축으로 n 번째, Y 축으로 m 번째 마커를 의미하고, Mrk(n, m)의 X,Y 좌표는

각각 MrkX(n, m), MrkY(n, m)으로 표기하도록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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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 이미지 디코딩 시스템의 블록도로서, 2차원 바코드 이미지 디코딩 시스

템은 바코드 이미지 입력부(851), 바코드 검색 패턴 검색부(853),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 검색부(855), 위치 보정

마커 검색부(857), 메타 데이터 추출부(859), 색상 보정부(860), 데이터 추출부(861), 에러 검출/정정부(863) 및 압축 해

제부(865)를 구비한다.

먼저, 상기 바코드 이미지 입력부(851)에서는 인쇄물로 이루어진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와 카메라와 같은 입력 기기를 사

용하여 인쇄된 바코드 이미지를 샘플링하여 바코드 이미지 메모리로 읽어 들인다.

상기 바코드 검색 패턴 검색부(853)에서는 상기 바코드 이미지 메모리에서 바코드의 바코드 검색 패턴을 검색하여 바코드

가 시작하는 위치의 메모리상의 좌표 및 기울기를 알아낸다.

상기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 검색부(855)에서는 상기 바코드 이미지 메모리에서 검색된 바코드 검색 패턴의 좌표를

이용하여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E1, E2)의 좌표를 구한다.

상기 위치 보정 마커 검색부(857)에서는 상기 바코드 검색 패턴 및 모서리점(E1, E2)의 좌표를 이용하여 위치 보정 마커

의 좌표를 검색한다.

위치 보정용 마커는 2차원 바코드에서 여러개 존재하는 바, 2차원 바코드 패턴의 가로 세로 교차점을 시작으로 하여 첫번

째 위치 보정용 마커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마커를 이용하여 다음 마커를 찾아내게 된다.

상기 메타 데이터 추출부(859)에서는 상기 검색된 위치 보정용 마커들의 좌표를 참조하여 메타 데이터를 추출한다.

상기 색상 보정부(860)에서는 색상 보정 패턴의 8가지 색을 읽어 들여 바코드의 데이터 블록 패턴상의 각각의 패턴 색상이

색상 보정 패턴의 8가지 색상 중 가장 일치하는 색상을 선택하여 색상 보정 패턴이 일치하는 색상으로 변환한다.

상기 데이터 추출부(861)에서는 에러 검출/정정용 부가 데이터가 부가된 원본 압축 데이터를 데이터 블록 패턴에서 추출

한다.

상기 에러 검출/정정부(863)에서는 상기 에러 검출/정정용으로 부가된 데이터를 참조하여 에러 검출/정정 과정을 수행한

다.

상기 압축 해제부(865)에서는 인코딩 과정에서 압축된 원본 데이터의 압축 해제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게 된다.

도 8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차원 바코드 이미지 디코딩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한 흐름도로서, 이를 상세히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텝 S801에서 디코딩하기 위한 바코드 이미지를 읽어 들인다.

이때, 상기 바코드 이미지를 읽어 들이기 위한 도구로는 스캐너 또는 카메라를 사용하며, 인쇄된 바코드 이미지를 샘플링

하여 바코드 이미지 메모리로 읽어 들인다.

이어서, 스텝 S803에서 바코드 검색 패턴을 검색한다.

이때, 상기 바코드 이미지 메모리에서 바코드의 바코드 검색 패턴을 검색하여 바코드가 시작하는 위치의 메모리상의 좌표

및 기울기를 알아낸다.

이어서, 스텝 S805에서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을 검색한다.

이때, 상기 바코드 이미지 메모리에서 검색된 바코드 검색 패턴의 좌표를 이용하여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 E1 및

E2의 좌표를 구한다.

이어서, 스텝 S807에서 위치 보정 마커의 좌표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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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검색된 바코드 검색 패턴 및 모서리점(E1, E2)의 좌표들을 이용하여 첫번째 위치 보정용 마커의 좌표를 검색하

고, 검색된 마커를 이용하여 다음 마커를 찾아낸다.

이어서, 스텝 S808에서는 색상 보정 패턴의 8가지 색을 읽어 들여 바코드의 데이터 블록 패턴상의 각각의 패턴의 색상이

색상 보정 패턴의 8가지 색상 중 가장 일치하는 색상을 선택하여 색상 보정 패턴이 일치하는 색상으로 변환한다.

그리고, 스텝 S809에서 상기 위치 보정 마커를 이용하여 구간별 데이터 패턴의 좌표와 데이터값 등을 읽어 들인 후 종료한

다. 이때 메타 데이터도 같이 추출한다.

도 9는 도 8b에 도시된 바코드 검색 패턴의 검색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흐름도이고, 도 10a는 X축 순방향 바코드

검색 패턴 검색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 10b는 X축 역방향 바코드 검색 패턴 검색 과정을 개념적으로 보여주

는 도면이고, 도 10c는 Y축 순방향 바코드 검색 패턴 검색 과정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 10d는 Y축 역방향 바

코드 검색 패턴 검색 과정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텝 S901 내지 S905에서 Y축 방향으로의 행을 의미하는 SY를 초기화한 후, 계속적으로 반복 검색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고, 스텝 S907에서 입력된 이미지 메모리의 SY번째 행에서 X축 순방향으로 검색 패턴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

단한다.

이때, X축 순방향 바코드 검색 패턴의 검색 방법은 흑백으로 교차되는 이미지의 길이 비율이 기설정된 바코드 시작 패턴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흑백의 길이 비율이 8:2:4:2:2:2:2인 패턴의 시작점을 검색 패턴의 시작점으

로 설정한다.(도 4a 참조)

이를 실제 바코드 이미지와 연계하여 나타낸 도면이 도 10a로서,

{LAB} : {LBC} : {LCD} : {LDE} : {LEF} : {LFG } : {LGH} = 8:2:4:2:2:2:2인 패턴이 나타나면, 검색 패턴의 시작점으로 설

정함을 보여준다.

상기 스텝 S907에서의 판단 결과, X축 순방향으로 바코드 검색 패턴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스텝 S909에서 입력된 이미지

메모리의 SY번째 행에서 X축 역방향으로 검색 패턴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X축 역방향 바코드 검색 패턴의 검색 방법은 흑백으로 교차되는 이미지의 길이 비율이 기설정된 바코드 시작 패턴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흑백의 길이 비율이 2:2:2:2:4:2:8인 패턴의 시작점을 검색 패턴의 시작점으

로 설정한다.(도 4a 참조)

이를 실제 바코드 이미지와 연계하여 나타낸 도면이 도 10b로서,

{RAB} : {RBC} : {RCD} : {RDE} : {REF} : {RFG } : {RGH} = 2:2:2:2:4:2:8인 패턴이 나타나면, 검색 패턴의 시작점으로

설정함을 보여준다.

상기 스텝 S909에서의 판단 결과, X축 역방향 검색 패턴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Y축 방향으로의 행이 전체 바코드 이미지

의 Y 사이즈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하여, 크지 아니하면 상기 스텝 S905로 복귀하고, 크면 스텝 S913 및 스텝 S915에서 X

축 방향으로의 열을 의미하는 SX를 초기화한 후 계속적으로 반복 검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스텝 S917에서 입력된 이

미지 메모리의 SX번째 열에서 Y축 순방향으로 검색 패턴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Y축 순방향 바코드 검색 패턴의 검색 방법은 흑백으로 교차되는 이미지의 길이 비율이 기설정된 바코드 시작 패턴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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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흑백의 길이 비율이 8:2:4:2:2:2:2인 패턴의 시작점을 검색 패턴의 시작점으

로 설정한다.(도 4a 참조)

이를 실제 바코드 이미지와 연계하여 나타낸 도면이 도 10c로서,

{LAB} : {LBC} : {LCD} : {LDE} : {LEF} : {LFG } : {LGH} = 8:2:4:2:2:2:2인 패턴이 나타나면, 검색 패턴의 시작점으로 설

정함을 보여준다.

상기 스텝 S917에서의 판단 결과, Y축 순방향으로 바코드 검색 패턴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스텝 S919에서 입력된 이미지

메모리의 SX번째 열에서 Y축 역방향으로 검색 패턴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Y축 역방향 바코드 검색 패턴의 검색 방법은 흑백으로 교차되는 이미지의 길이 비율이 기설정된 바코드 시작 패턴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흑백의 길이 비율이 2:2:2:2:4:2:8인 패턴의 시작점을 검색 패턴의 시작점으

로 설정한다.(도 4a 참조)

이를 실제 바코드 이미지와 연계하여 나타낸 도면이 도 10d로서,

{RAB} : {RBC} : {RCD} : {RDE} : {REF} : {RFG } : {RGH} = 2:2:2:2:4:2:8인 패턴이 나타나면, 검색 패턴의 시작점으로

설정함을 보여준다.

상기 스텝 S919에서의 판단 결과, Y축 역방향 검색 패턴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X축 방향으로의 열이 전체 바코드 이미지

의 X 사이즈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하여, 크지 아니하면 상기 스텝 S915로 복귀하고, 크면 종료한다.

도 11은 도 8b에 도시된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 검색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흐름도이고, 도 12는 바코드 검

색 패턴의 모서리점 검색 과정을 실제 바코드 이미지와 연계하여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도 12에서 사용되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P1 : 검색에 성공한 바코드 검색 패턴의 시작점(X축, Y축 좌표는 P1x, P1y).

P2 : 검색에 성공한 바코드 검색 패턴의 끝점(X축, Y축 좌표는 P2x, P2y).

P3 : 패턴 검색을 위한 선분 S2와 바코드 시작 패턴 모서리점 검색을 위한 반원 A1이 만나는 점.

P4 : 패턴 검색을 위한 선분 S4와 바코드 시작 패턴 모서리점 검색을 위한 반원 A1이 만나는 점.

L1 : 검색에 성공한 바코드 시작 패턴의 길이.

L2 : 바코드 시작 패턴 모서리점 검색을 위한 반원 A1의 반지름.

A1 : 바코드 시작 패턴 모서리점 검색을 위한 반원이며 반지름은 L2임.

E1 : 바코드 검색 패턴의 첫번째 모서리점(X축, Y축 좌표는 E1x, E1y).

E2 : 바코드 검색 패턴의 첫번째 모서리점(X축, Y축 좌표는 E2x, E2y).

S1 : P1과 P2를 지나가는 선

S2, S4 : 바코드 모서리점 검색을 위한 선

등록특허 10-0560330

- 11 -



S3 : P1과 E1을 지나가는 선

S5 : P1과 E2를 지나가는 선

T1 : S1과 S2 사이의 각도

T2 : S1과 S4 사이의 각도

먼저, 스텝 S1101에서 검색된 바코드 검색 패턴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나가는 선분 S1과 바코드 모서리 검색을 위한 선분

S2의 각도 T1을 초기화한다. 이때 T1의 단위는 도(°)이다.

그리고, 스텝 S1103에서 P1과 P3 사이에서 시작 패턴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작 패턴이 발견되었으면, 스텝

S1105에서 발견된 시작 패턴의 끝점을 E1으로 설정한 후, 스텝 S1107에서 T1의 각도를 늘려 나가도록 한다.

즉, 각도를 늘려 가면서 계속 검색을 수행하는 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2도씩 늘려 가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이는

설계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스텝 S1109에서 늘려 나간 각도가 90도가 넘었는지를 판단하여 넘지 아니하였으면, 상기 스텝 S1103으로 복귀하

고, 넘었으면 스텝 S1111에서 T2의 각도를 0으로 초기화한다.

이어서, 스텝 S1113에서 P1과 P4 사이에서 시작 패턴이 발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견되면 스텝 S1115에서 발견된

시작 패턴의 끝점을 E2로 설정한 후, 스텝 S1117에서 T2의 각도를 줄여 나가도록 한다.

즉, 각도를 줄여 가면서 계속 검색을 수행하는 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2도씩 줄여 가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이는

설계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스텝 S1119에서 줄여 나간 각도가 90도보다 작은지를 판단하여, 작으면 종료함으로써, 최종적으로 E1과 E2라는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작지 아니하면 상기 스텝 S1113으로 복귀한다.

도 13은 도 8b에 도시된 위치 보정용 마커 탐색 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흐름도이고, 도 14는 위치 보정용 마커 검색

과정을 실제 바코드 이미지와 연계하여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15는 Mrk(1,1) 검색을 위한 SA(1,1)을 설정하

기 위한 방법을 실제 바코드 이미지와 연계하여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사용되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W : 검색된 첫번째 모서리 E1과 바코드 검색 패턴의 시작점 P1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E1과 P1 사이의 X축 방향으로

의 거리는 DWx, E1과 P1 사이의 Y축 방향으로의 거리는 DWy이다.)

DH : 검색된 두번째 모서리 E2와 바코드 검색 패턴의 시작점 P1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E2와 P1 사이의 X축 방향으로

의 거리는 DWx, E1과 P1 사이의 Y축 방향으로의 거리는 DWy이다.)

SA(1, 0) : Mrk(1, 0)을 검색하기 위한 마커 검색 구간으로서, SA(1, 0)은 선분 S3와 직각이 되는 직사각형이며, P1과 E1

사이의 거리인 DW에 비례하여 양변의 길이를 도 14와 같이 설정한다.

SA(0, 1) : Mrk(0, 1)을 검색하기 위한 마커 검색 구간으로서, SA(0, 1)은 선분 S5와 직각이 되는 직사각형이며, P1과 E2

사이의 거리인 DH에 비례하여 양변의 길이를 도 14와 같이 설정한다.

먼저, 스텝 S1301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을 검색한 후, 스텝 S1303에서 P1, E1 및 E2를 이

용하여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 보정 마커 Mrk(1,0) 및 Mrk(0,1)의 검색 구간 SA(1,0) 및 SA(0,1)을 설정한다.

여기에서 검색 구간의 설정 크기를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A(1,0)은 선분 S3와 직각이 되는 직사각형이며, P1과 E1 사이의 거리인 DW에 비례하여 양변의 길이를 설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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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DW * (마커의 가로 픽셀수) / (바코드 시작 패턴의 전체 픽셀수)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DW * 5/22 가 되는 바, 이는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다.

한편, 세로축(Y축) 방향으로는 DW * (마커의 세로 픽셀수 + 바코드 시작 패턴의 두께 픽셀수) / (바코드 시작 패턴의 전체

픽셀수)가 되는 바, DW * 7/22 가 된다.

이어서, 스텝 S1307에서 위치 보정 마커 Mrk(1,0)와 Mrk(0,1)이 모두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견되었으면 스텝

S1307에서 Mrk(0,0)의 위치를 설정한다.

이때, 위치 보정 마커의 검색 방법은 명도가 이미지의 평균 명도보다 낮은 점 중 주변의 모든 화소의 명도가 전체 이미지의

명도보다 높은 화소를 찾아서 그 화소의 좌표를 위치 보정 마커의 좌표로 한다.

그리고, Mrk(0,0)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MrkX(0,0) = MrkX(1,0) - DWx

MrkY(0,0) = MrkY(1,0) - DWy

그리고, 스텝 S1309에서 Mrk(1,1) 검색을 위한 SA(1,1)을 설정한다.

이는 도 15에 도시된 바와같이, Mrk(0,1)에서 X축으로 DWx, Y축으로 DWy만큼 떨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한 변의 길이가

DW * 5/22이고, 기울기가 S3와 동일한 정사각형을 SA(1,1)로 설정한다.

이어서, 스텝 S1311에서 상기 SA(1,1)의 검색 구간 내에 위치 보정 마커 Mrk(1,1)가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

견되었으면 스텝 S1313에서 X축 방향으로의 행을 의미하는 IX를 1로 초기화한 후, 스텝 S1315에서 Mrk(IX,0)와 Mrk

(IX,1)로부터 SA(IX+1,0)와 SA(IX+1,1)을 설정한다.

이를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Mrk(IX,0)에서 X축으로 DWx, Y축으로 DWy만큼 떨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한변의 길이가 DW * 5/22이고, 기울기가 S3와

동일한 정사각형을 SA(IX+1,0)으로 설정하고, Mrk(IX,1)에서 X축으로 DWx, Y축으로 DWy만큼 떨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한 변의 길이가 DW * 5/22이고, 기울기가 S3와 동일한 정사각형을 SA(IX+1,1)로 설정한다.

그리고, 스텝 S1317에서 상기 설정된 검색 구간 (SA(IX+1,0), SA(IX+1,1)) 내에서 위치 보정 마커 Mrk(IX+1,0)와 Mrk

(IX+1,1)을 모두 발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발견되었으면 IX에 1을 더한 후, 상기 스텝 S1315로 복귀하고, 발

견되지 아니하였으면 스텝 S1321에서 Y축 방향으로의 열을 의미하는 IY를 1로 초기화한다.

이어서, 스텝 S1323에서 Mark(0,IY) ~ Mark(IX+1,IY)로부터 SA(0,IY+1) ~ SA(IX+1, IY+1)을 설정한다.

이를 일반화시키면, 발견된 마커 Mrk(n,m)에서 X축으로 DHx, Y축으로 DHy만큼 떨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한 변의 길이가

DH * 5/22이고, 기울기가 S3와 동일한 정사각형을 SA(n,m+1)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텝 S1325에서 상기 설정된 검색 구간들 내에서 위치 보정 마커 (Mrk(0,IY+1) ~ Mrk(IX+1,IY+1))을 모두 발

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발견되었으면 IY에 1을 더한 후, 상기 스텝 S1323으로 복귀한다.

도 16은 위치 보정용 마커를 이용하여 바코드 화소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도로서, 상술한 과정을 통하여

위치 보정용 마커들을 검색한 후, 각 구간별 마커의 4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점들의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도 1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 보정용 마커를 가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데이터를 더 많이 수록하게끔하는 개

념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등록특허 10-0560330

- 13 -



즉, 2차원 바코드의 크기가 정하여질 때, 규격화된 마커가 상기 2차원 바코드의 외곽 전체를 표시하지 못 하고, 바코드의

일부분만을 표시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기 마커가 포괄하지 못 하는 부분도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가상(Virtual) 마커가 필요한 바, 바코드

모서리 부분의 어느 구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데이터 패턴 좌표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커의 규격에 따라 구석 부분 마커를

확장할 수 도 있다.

도 18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바코드의 색상 보정 과정을 보여주는 개념도로서 색상 보정 패턴의 샘플링 점

SP111, SP100, SP010, SP001 , SP011, SP101, SP110, SP000 으로부터 RGB 값을 읽어 들인다.

도 18b는 칼라보정 테이블이며, 샘플링 점에서 읽어 들인 RGB 값을 테이블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상기 RGB 값은 각각 최소 0, 최대 255의 값을 가진다.

바코드 디코딩시 디코딩할 데이터 패턴의 RGB 값을 읽어들여 칼라 보정 테이블의 셈플일 값들 중 색이 가장 일치하는 값

의 2진값을 칼라 보정 결과로 정한다.

데이터 패턴 복원을 위한 샘플링 점 DP1 의 RGB 값이 (96, 241, 91) 이다.

상기 DP1의 RGB 값은 칼라 보정 테이블의 SP101의 RGB 값과 가장 유사하므로 DP1의 2진값은 010으로 정해지게 된다.

상기 칼라 보정 테이블의 RGB 값과 데이터 페턴의 RGB 값의 비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RGB값의 Correlation 측

정을 이용하여 Correlation이 가장 큰 색상을 선택한다.

상기 칼라 보정 과정으로 추출된 2진값은 데이터 추출부에서 원본 및 부가 데이터로 사용된다.

위에서 양호한 실시예에 근거하여 이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실시예는 이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하려

는 것이고, 이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이 발명의 기술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위 실시예에 대한 다양한 변화나

변경 또는 조절이 가능함이 자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발명의 보호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 한정될 것이며, 위

와 같은 변화예나 변경예 또는 조절예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의 2차원 바코드에 비해, 단위 면적 당 대용량을 저장하는 칼라 2차원 바코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대용량 칼라 2차원 바코드를 고속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대용량 칼라 2차원 바코드 일부분의 훼손, 색상 불량,

인쇄 불량, 스캐닝 불량 등이 있더라도 인식성이 높아지며, 생성된 대용량 칼라 2차원 바코드로부터 원본 복원 능력이 향

상되며, 대용량 칼라 2차원 바코드 생성시 그 크기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2차원 바코드의 색상 보정을 위하여 바코드에 사용되는 모든 색을 바코드의 특정 위치에 형성하는 색상 보정 패턴 형성 단

계;

2차원 바코드의 시작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수의 사각 픽셀로 이루어지고, 상기 픽셀의 명암이 교차되는 1차원 패턴으로

형성하는 2차원 바코드 시작 패턴 형성 단계;

상기 1차원 패턴으로 형성된 2차원 바코드 시작 패턴 두개를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직각 양변으로 하여, x축 및 y축

길이가 동일한 이등변 직각 삼각형 구간내에 두께가 일정한 흑백의 줄무늬가 형성되도록 하는 2차원 바코드 검색 패턴 형

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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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와 폭이 일정한 갯수의 픽셀을 가지는 사각형 모양이고, 중심 픽셀과 나머지 픽셀들간에 흑백의 명암을 가지며, 상기

바코드 검색 패턴의 x축 및 y축 변이 끝나는 지점 및 이들의 교차점에 위치 보정용 마커들을 형성시키는 위치 보정용 마커

형성 단계; 및

2차원 바코드의 높이/너비 및 에러 보정을 위한 부가 데이터의 비율을 포함하고, 자체의 오류 복원을 위한 부가 데이터가

포함된 메타 데이터를 상기 위치 보정용 마커들 사이에 적어도 하나를 형성시키는 메타 데이터 형성 단계; 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인코딩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2차원 바코드 검색 패턴의 상단에 바코드에 사용된 색상을 사각형 모양으로 이어서 형성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인코딩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2차원 바코드 검색 패턴의 직각 이등변은 상기 바코드 시작 패턴을 동일하게 여러겹 중첩시켜 형성시킨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인코딩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2차원 바코드 검색 패턴은 형성하고자 하는 2차원 바코드의 좌측 상단에 위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

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인코딩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보정용 마커들은 기록되는 데이터 블록마다 하나씩 정방형 반복 패턴으로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인코딩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커들이 바코드의 전체 영역 중 일부분만을 표시할 수 밖에 없을 때, 상기 2차원 바코드 모서리 부분의 어느 구역에

도 속하지 아니하는 데이터 패턴 좌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석 부분 마커를 확장하는 가상 마커(Virtual Marker)를 상기 2

차원 바코드 영역 외부에 형성하는 가상 마커 형성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

차원 칼라 바코드 인코딩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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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바코드의 시작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수의 사각 픽셀로 이루어지고, 상기 픽셀의 명암이 교차되는 1차원 패턴으로

형성하는 2차원 바코드 시작 패턴 및 상기 1차원 패턴으로 형성된 2차원 바코드 시작 패턴 두개를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의 직각 양변으로 하여, x축 및 y축 길이가 동일한 이등변 직각 삼각형 구간 내에 두께가 일정한 흑백의 줄무늬가 형성되도

록 하는 바코드 검색 패턴부;

길이와 폭이 일정한 갯수의 픽셀을 가지는 사각형 모양이고, 중심 픽셀과 나머지 픽셀들간에 흑백의 명암을 가지며, 상기

바코드 검색 패턴의 x축 및 y축 변이 끝나는 지점 및 이들의 교차점에 위치 보정용 마커들을 형성시키는 위치 보정용 마커

생성부;

2차원 바코드의 높이/너비 및 에러 보정을 위한 부가 데이터의 비율을 포함하고, 자체의 오류 복원을 위한 부가 데이터가

포함된 메타 데이터를 상기 위치 보정용 마커들 사이에 적어도 하나를 형성시키는 메타 데이터 형성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원본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호프만 코드를 응용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 압축을 수행하여 원본 데이터를 압축시키는

데이터 압축부; 및

상기 데이터 압축부에서 압축된 데이터에 에러 검출/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 데이터를 부가하는 데이터 부가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보정 마커 생성부는 상기 마커들이 바코드의 전체 영역 중 일부분만을 표시할 수 밖에 없을 때, 상기 2차원 바코

드 모서리 부분의 어느 구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데이터 패턴 좌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석 부분 마커를 확장하는 가상

마커(Virtual Marker)를 상기 2차원 바코드 영역 외부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10.

인코딩된 2차원 바코드 이미지를 읽어들여 바코드 검색 패턴을 검색하여 바코드가 시작하는 위치의 메모리 상의 좌표 및

기울기를 구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에서 검색된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인 E1 및 E2를 검색하는 제 2 단계;

상기 바코드 검색 패턴 및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의 좌표들을 이용하여 위치 보정 마커들의 좌표를 검색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3 단계에서 검색된 위치 보정 마커들의 좌표를 이용하여 구간별 데이터 패턴의 좌표, 데이터값 및 메타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 제 4 단계; 및,

바코드의 데이터 패턴 색상을 보정하는 제 5 단계; 를 포함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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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임의의 직교축을 설정한 후, x축 순방향, x축 역방향, y축 순방향, y축 역방향으로 각각 바코드 검색 패턴을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기결정된 바코드 시작 패턴이 검색되면, 상기 바코드 시작 패턴의 시작점을 바코드 검색 패턴의 시작점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검색된 바코드 검색 패턴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나가는 선분 S1과 바코드 모서리 검색을 위한 선분 S2의 각도 T1을

초기화하는 제 1 서브 단계;

P1과 P3 사이에서 시작 패턴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작 패턴이 발견되었으면, 발견된 시작 패턴의 끝점을 E1

으로 설정한 후, 상기 T1의 각도를 늘려 나가는 제 2 서브 단계;

상기 제 2 서브 단계에서 늘려나간 각도가 90도가 넘었는지를 판단하여, 넘지 아니하였으면 상기 제 2 서브 단계로 복귀하

고, 넘었으면 T2의 각도를 0으로 초기화하는 제 3 서브 단계;

P1과 P4 사이에서 시작 패턴이 발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견되면 발견된 시작 패턴의 끝점을 E2로 설정한 후, T2의

각도를 줄여 나가는 제 4 서브 단계; 및

상기 제 4 서브 단계에서 줄여 나간 각도가 90도보다 작은지를 판단하여, 작으면 종료함으로써, 최종적으로 E1과 E2의 바

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을 구하는 제 5 서브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방법.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위치 보정 마커 Mrk(1,0) 및 Mrk(0,1)을 검색하기 위한 검색 구간 SA(1,0) 및 SA(0,1)을 설정하는 제 1 서브 단계;

상기 제 1 서브 단계에서 설정한 검색 구간에서 위치 보정 마커 Mrk(1,0)와 Mrk(0,1)이 모두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

여, 발견되면, Mrk(0,0)의 위치를 설정하는 제 2 서브 단계;

위치 보정 마커 Mrk(1,1) 검색을 위한 SA(1,1)을 설정하는 제 3 서브 단계;

상기 SA(1,1)의 검색 구간 내에 위치 보정 마커 Mrk(1,1)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견되면, X축 방향으로의 행

을 의미하는 IX를 1로 초기화한 후, Mrk(IX,0)와 Mrk(IX,1)로부터 SA(IX+1,0)와 SA(IX+1,1)을 설정하는 제 4 서브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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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정된 검색 구간 (SA(IX+1,0), SA(IX+1,1)) 내에서 위치 보정 마커 Mrk(IX+1,0)와 Mrk(IX+1,1)을 모두 발견하

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발견되면, IX에 1을 더한 후, 상기 제 4 서브 단계로 복귀하고, 발견되지 아니하면, Y축 방향

으로의 열을 의미하는 IY를 1로 초기화하는 제 5 서브 단계;

Mark(0,IY) ~ Mark(IX+1,IY)로부터 SA(0,IY+1) ~ SA(IX+1, IY+1)을 설정하는 제 6 서브 단계; 및

상기 제 6 서브 단계에서 설정된 검색 구간들 내에서 위치 보정 마커 (Mrk(0,IY+1) ~ Mrk(IX+1,IY+1))을 모두 발견하였

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발견되었으면, IY에 1을 더한 후, 상기 제 6 서브 단계로 복귀하는 제 7 서브 단계; 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서브 단계에서의 검색 구간 설정은,

SA(1,0)은 선분 S3와 직각이 되는 직사각형이며, P1과 E1 사이의 거리인 DW에 비례하여 양변의 길이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SA(1,0)의 가로 길이는 DW * (마커의 가로 픽셀수) / (바코드 시작 패턴의 전체 픽셀수)로 설정하고, 세로 길이는

DW * (마커의 세로 픽셀수 + 바코드 시작 패턴의 두께 픽셀수) / (바코드 시작 패턴의 전체 픽셀수)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방법.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서브 단계에서의 Mrk(0,0)의 위치는,

MrkX(0,0) = MrkX(1,0) - DWx

MrkY(0,0) = MrkY(1,0) - DWy

의 수식에 따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방법.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제 3 서브 단계에서 검색 구간 SA(1,1)는,

Mrk(0,1)에서 X축으로 DWx, Y축으로 DWy만큼 떨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한 변의 길이가 DW * (마커의 가로 픽셀수)/(바

코드 시작 패턴의 전체 픽셀수)이고, 기울기가 S3와 동일한 정사각형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

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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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제 4 서브 단계에서 검색 구간 SA(IX+1,0)와 SA(IX+1,1)는,

Mrk(IX,0)에서 X축으로 DWx, Y축으로 DWy만큼 떨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한변의 길이가 DW * (마커의 가로 픽셀수)/(바

코드 시작 패턴의 전체 픽셀수)이고, 기울기가 S3와 동일한 정사각형을 SA(IX+1,0)으로 설정하고, Mrk(IX,1)에서 X축으

로 DWx, Y축으로 DWy만큼 떨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한 변의 길이가 DW * (마커의 가로 픽셀수)/(바코드 시작 패턴의 전

체 픽셀수)이고, 기울기가 S3와 동일한 정사각형을 SA(IX+1,1)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

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방법.

청구항 20.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보정 마커들에는 바코드 모서리 부분의 어느 구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데이터 패턴 좌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

석 부분 마커를 확장하는 가상 마커(Virtual Mark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

라 바코드 디코딩 방법.

청구항 21.

제 10 항에 있어서,

색상 보정 패턴 형성 단계에서 색상 보정 패턴의 색상을 모두 읽어들여 색상 보정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 패턴의 색상들

을 색상 보정 테이블의 색상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색상의 2진 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방법.

청구항 22.

2차원 바코드 이미지를 입력받아 2차원 바코드의 바코드 검색 패턴을 검색하여 바코드가 시작하는 위치의 좌표 및 기울기

를 구하는 바코드 검색 패턴 검색부;

상기 검색된 바코드 검색 패턴의 좌표를 이용하여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을 구하는 바코드 검색 패턴 모서리점 검색

부;

상기 바코드 검색 패턴 및 모서리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위치 보정 마커들의 좌표를 검색하는 위치 보정 마커 검색부; 및

상기 검색된 위치 보정 마커들의 좌표를 참조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이터 추출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된 위치 보정 마커들의 좌표를 참조하여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는 메타 데이터 추출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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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데이터 및 메타 데이터로부터 에러 검출/정정용 부가 데이터를 참조하여 에러 검출/정정 과정을 수행한 후, 원

본 압축 데이터를 추출하는 에러 검출/정정부; 및

상기 원본 압축 데이터의 압축 해제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압축 해제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 검색 패턴 검색부는,

임의의 직교축을 설정한 후, x축 순방향, x축 역방향, y축 순방향, y축 역방향으로 각각 바코드 검색 패턴을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 검색 패턴 모서리점 검색부는,

P1과 P3 사이에서 시작 패턴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작 패턴이 발견되었으면, 발견된 시작 패턴의 끝점을 E1

으로 설정하고, P1과 P4 사이에서 시작 패턴이 발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견되면, 발견된 시작 패턴의 끝점을 E2로

설정함으로써, 상기 E1과 E2를 바코드 검색 패턴의 모서리점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

량 2차원 칼라 바코드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27.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보정 마커들에는 바코드 모서리 부분의 어느 구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데이터 패턴 좌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

석 부분 마커를 확장하는 가상 마커(Virtual Mark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 대용량 2차원 칼

라 바코드 디코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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