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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통합 바코드 스캐닝을 갖는 이미지 캡쳐 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이미지 캡쳐 장치를 위한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을 설명한다. 이미지 캡쳐 장치는 이미지 캡쳐 장치가
디폴트 이미지 캡쳐 모드와 같은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지 내에서 바코드를
자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일양상에 있어서, 이미지 내에서 바코드의 검출은 이미지 내에서 식별된 에지들 및
저강도 영역들의 결합에 기초할 수 있다. 이미지 캡쳐 장치는, 바코드의 검출에 기초하여, 이미지 캡쳐되는 품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캡쳐 장치와 연관된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할 수 있다. 이미지
캡쳐 장치는 구성된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 이미지를 캡쳐한다. 그 기술들은 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와의 중요한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바코드들의 향상된 품질 이미지들을 생성하기 위해 일반
적인 통합된 프론트-엔드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대 표 도 - 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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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non-barcode image capture mode)에서 동작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를 통해 해당 장
면(scene of interest)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의 검출에 기초하여, 상기 검출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해당 장면의 영역의 이미
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는 단계; 및
상기 구성된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서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를 통해 상기 해당 장면의 이미지
를 캡쳐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해당 장면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는 단계는,
강도 전환 임계치(intensity transition threshold)를 초과하는 강도의 전환들을 해당 장면의 디지털
이미지 내에서의 에지들(edges)로서 식별하는 단계;
강도 임계치 미만의 루미넌스(luminance) 강도를 갖는 상기 디지털 이미지의 영역들을 저강도 영역들
(low intensity regions)로서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된 에지들 및 상기 식별된 저강도 영역들을 공간적으로 동시에 포함하는 상기 디지털 이미지
내의 장소에서 바코드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디지털 이미지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는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의 검
출에 기초하여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노출 시간(exposure time), 초점(focal point) 및 센서 이득(sensor
gain) 중 적어도 하나를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는 단계는 바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해당 장
면의 영역의 하나 이상의 특징들에 기초하여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노출 시간, 초점 및 센서 이득 중 적어도
하나를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에지들 및 상기 식별된 저강도 영역들을 공간적으로 동시에 포함하는 상기 디지털 이미지 내의 장
소에서 바코드를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식별된 에지들 및 상기 식별된 저강도 영역들을 공간적으로 동시에 포함하는 이미지 내의 장소를 식별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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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별된 장소가 하나 이상의 바코드 기준을 충족시킬 때,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이기 위한 후보 장소라
고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된 장소에서의 해당 장면이 고유의 바코드 특징(feature)을 포함할 때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라고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이기 위한 후보 장소라고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식별된 장소의 모양, 상기 식별된 장
소의 크기 및 상기 식별된 장소의 채움 인자(fill factor)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
드이기 위한 후보 장소라고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장소에서의 해당 장면이 고유의 바코드 특징을 포함할 때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라고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식별된 장소에서의 상기 해당 장면 내에서 바코드 파인더(finder) 패턴을 검출할 때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라고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해당 장면 내에서 다수의 바코드들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
하고; 그리고
상기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는 단계는 검출된 바코드들 중 하나의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미지
의 각각의 영역의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
을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에 의해서 인코딩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디코딩하는 단계; 및
상기 바코드로부터 추출되는 정보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인보크(invoke)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포함하는 캡쳐된 이미지의 영역의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기 캡쳐된
이미지를 처리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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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스캔하고자 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력을 상기 사용자에게 촉구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스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낼 때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는 디폴트(default) 이미지 캡쳐 모드, 높은 움직임 이미지 캡쳐 모드, 낮은
움직임 이미지 캡쳐 모드, 어두운 장면 이미지 캡쳐 모드 및 밝은 장면 이미지 캡쳐 모드 중 하나의 모드를 포
함하는,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3
이미지 캡쳐 장치로서,
이미지 센서; 및
상기 이미지 센서에 연결되는 이미지 프로세서
를 포함하고, 상기 이미지 프로세서는,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가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해당 장면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바
코드를 검출하는 바코드 검출 모듈;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의 검출에 기초하여, 상기 검출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해당 장면의 영역의 이미
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기 이미지 센서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는 센서 구성 모듈
을 포함하고,
상기 이미지 프로세서는 상기 이미지 센서로 하여금 상기 구성된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서 상
기 해당 장면의 이미지를 캡쳐하게 하며,
상기 바코드 검출 모듈은 강도 전환 임계치를 초과하는 강도의 전환들을 해당 장면의 디지털 이미지 내에서의
에지들로서 식별하고, 강도 임계치 미만의 루미넌스 강도를 갖는 상기 디지털 이미지의 영역들을 저강도 영역들
로서 식별하며, 상기 디지털 이미지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며,
상기 디지털 이미지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는 것은 상기 식별된 에지들 및 상기 식별된 저강도 영역들을 공간
적으로 동시에 포함하는 상기 디지털 이미지 내의 장소에서 바코드를 검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 구성 모듈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의 검출에 기초하여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노출 시간, 초
점 및 센서 이득 중 적어도 하나를 구성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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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 구성 모듈은 상기 바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해당 장면의 영역의 하나 이상의 특징들에 기초하여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노출 시간, 초점 및 센서 이득 중 적어도 하나를 구성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 검출 모듈은 상기 식별된 에지들 및 상기 식별된 저강도 영역들을 공간적으로 동시에 포함하는 이
미지 내에서 장소를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장소가 하나 이상의 바코드 기준을 충족시킬 때, 상기 식별된 장소
가 바코드이기 위한 후보 장소라고 결정하며, 상기 식별된 장소에서의 상기 해당 장면이 고유의 바코드 특징을
포함할 때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라고 결정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 검출 모듈은 상기 식별된 장소의 모양, 상기 식별된 장소의 크기 및 상기 식별된 장소의 채움 인자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이기 위한 후보 장소라고 결정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 검출 모듈은 상기 식별된 장소에서의 상기 해당 장면 내에서 바코드 파인더 패턴을 검출할 때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라고 결정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20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 검출 모듈은 상기 해당 장면 내에서 다수의 바코드들을 검출하고; 그리고
상기 센서 구성 모듈은 상기 검출된 바코드들 중 하나의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미지의 각각의 영역의 이미지 품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21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에 의해서 인코딩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디코딩하고, 상기 바코드
로부터 추출되는 정보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인보크하는 바코드 디코더 모듈
을 더 포함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22
제 1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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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캡쳐된 이미지의 영역의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기 캡
쳐된 이미지를 처리하는 바코드 처리 모듈
을 더 포함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23
제 13항에 있어서,
뷰파인더(viewfinder)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이미지 프로세서는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스캔하고자 하는지 여부에 관
한 입력을 상기 뷰파인더를 통해서 상기 사용자에게 촉구하고,
상기 센서 구성 모듈은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스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낼 때 상기 이
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2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는 디폴트 이미지 캡쳐 모드, 높은 움직임 이미지 캡쳐 모드, 낮은 움직임 이
미지 캡쳐 모드, 어두운 장면 이미지 캡쳐 모드 및 밝은 장면 이미지 캡쳐 모드 중 하나의 모드를 포함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25
명령들을 보유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물건으로서, 상기 명령들은,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동작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를 통해 해당 장면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검출하기 위한 코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의 검출에 기초하여, 상기 검출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해당 장면의 영역의 이미
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기 위한 코드;
및
하나 이상의 구성된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서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를 통해 상기 해당 장면의 이미지를 캡
쳐하기 위한 코드
를 포함하고, 상기 해당 장면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기 위한 코드는,
강도 전환 임계치를 초과하는 강도의 전환들을 해당 장면의 디지털 이미지 내에서의 에지들로서 식별하
기 위한 코드;
강도 임계치 미만의 루미넌스 강도를 갖는 상기 디지털 이미지의 영역들을 저강도 영역들로서 식별하기
위한 코드; 및
상기 식별된 에지들 및 상기 식별된 저강도 영역들을 공간적으로 동시에 포함하는 상기 디지털 이미지
내의 장소에서 바코드를 검출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디지털 이미지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기 위한 코
드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물건.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기 위한 코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
의 검출에 기초하여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노출 시간, 초점 및 센서 이득 중 적어도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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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물건.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기 위한 코드는 상기 바코드를 포함하는 상
기 해당 장면의 영역의 하나 이상의 특징들에 기초하여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노출 시간, 초점 및 센서 이득
중 적어도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물건.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에지들 및 상기 식별된 저강도 영역들을 공간적으로 동시에 포함하는 상기 디지털 이미지 내의 장
소에서 상기 바코드를 검출하기 위한 코드는,
상기 식별된 에지들 및 상기 식별된 저강도 영역들을 공간적으로 동시에 포함하는 이미지 내에서 장소를 식별하
기 위한 코드;
상기 식별된 장소가 하나 이상의 바코드 기준을 충족시킬 때,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이기 위한 후보 장소라
고 결정하기 위한 코드; 및
상기 식별된 장소에서의 해당 장면이 고유의 바코드 특징을 포함할 때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라고 결정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물건.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이기 위한 후보 장소라고 결정하기 위한 코드는 상기 식별된 장소의 모양, 상기 식별
된 장소의 크기 및 상기 식별된 장소의 채움 인자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이기
위한 후보 장소라고 결정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물건.
청구항 31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장소에서의 상기 해당 장면이 고유의 바코드 특징을 포함할 때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라고 결
정하기 위한 코드는 상기 식별된 장소에서의 상기 해당 장면 내에서 바코드 파인더 패턴을 검출할 때 상기 식별
된 장소가 바코드라고 결정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물건.
청구항 32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검출하기 위한 코드는 상기 해당 장면 내에서 다수의 바코드들을 검출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기 위한 코드는 상기 검출된 바코드들 중 하나의 바코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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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미지의 각각의 영역의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물건.
청구항 33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에 의해서 인코딩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코드;
및
상기 바코드로부터 추출되는 정보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인보크하기 위한 코드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물건.
청구항 34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캡쳐된 이미지의 영역의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기 캡
쳐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물건.
청구항 35
제 25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스캔하고자 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력을 상기 사용자에게 촉구하기 위한
코드; 및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스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낼 때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기 위한 코드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물건.
청구항 3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는 디폴트 이미지 캡쳐 모드, 높은 움직임 이미지 캡쳐 모드, 낮은 움직임 이
미지 캡쳐 모드, 어두운 장면 이미지 캡쳐 모드 및 밝은 장면 이미지 캡쳐 모드 중 하나의 모드를 포함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물건.
청구항 37
이미지 캡쳐 장치로서,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동작하는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를 통해 해당 장면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바코
드를 검출하기 위한 수단;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의 검출에 기초하여, 상기 검출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해당 장면의 영역의 이미
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하나 이상의 구성된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서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를 통해 상기 해당 장면의 이미지
를 캡쳐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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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상기 검출 수단은 강도 전환 임계치를 초과하는 강도의 전환들을 해당 장면의 디지털 이미지 내에
서의 에지들로서 식별하고, 강도 임계치 미만의 루미넌스 강도를 갖는 상기 디지털 이미지의 영역들을 저강도
영역들로서 식별하며, 상기 디지털 이미지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고,
상기 디지털 이미지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는 것은 상기 식별된 에지들 및 상기 식별된 저강도 영역들을 공간
적으로 동시에 포함하는 상기 디지털 이미지 내의 장소에서 바코드를 검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 수단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의 검출에 기초하여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노출 시간, 초점 및
센서 이득 중 적어도 하나를 구성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 수단은 상기 바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해당 장면의 영역의 하나 이상의 특징들에 기초하여 상기 이미
지 캡쳐 장치의 노출 시간, 초점 및 센서 이득 중 적어도 하나를 구성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수단은 상기 식별된 에지들 및 상기 식별된 저강도 영역들을 공간적으로 동시에 포함하는 이미지 내
에서 장소를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장소가 하나 이상의 바코드 기준을 충족시킬 때,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
드이기 위한 후보 장소라고 결정하며, 상기 식별된 장소에서의 상기 해당 장면이 고유의 바코드 특징을 포함할
때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라고 결정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수단은 상기 식별된 장소의 모양, 상기 식별된 장소의 크기 및 상기 식별된 장소의 채움 인자 중 적
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이기 위한 후보 장소라고 결정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43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수단은 상기 식별된 장소에서의 상기 해당 장면 내에서 바코드 파인더 패턴을 검출할 때 상기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라고 결정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44
제 3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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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출 수단은 상기 해당 장면 내에서 다수의 바코드들을 검출하고; 그리고
상기 구성 수단은 상기 검출된 바코드들 중 하나의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미지의 각각의 영역의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45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바코드에 의해서 인코딩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수단
을 더 포함하고, 상기 디코딩 수단은 상기 바코드로부터 추출되는 정보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인보크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46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포함하는 상기 캡쳐된 이미지의 영역의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기 캡
쳐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47
제 37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스캔하고자 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력을 상기 사용자에게 촉구하기 위한
수단
을 더 포함하고, 상기 구성 수단은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스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낼
때 상기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청구항 4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는 디폴트 이미지 캡쳐 모드, 높은 움직임 이미지 캡쳐 모드, 낮은 움직임 이
미지 캡쳐 모드, 어두운 장면 이미지 캡쳐 모드 및 밝은 장면 이미지 캡쳐 모드 중 하나의 모드를 포함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이미지 캡쳐(capture) 장치에 관한 것이고, 더 상세하게는, 이미지 캡쳐 장치들 내에서 통합 바코드
스캐닝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들에 관한 것이다.

[0002]

본 특허 출원은 본 특허 출원과 동시에 Hsiang-Tsun Li에 의해서 "BARCODE DETECTION BASED ON MORPHOLOGICAL
OPERATIONS"란 명칭으로 출원되어진 공동 계류 중인 US 특허 출원(대리인 도켓 번호 072499)에 관한 것이며, 그
US 특허 출원은 여기서 참조로서 특별히 포함된다.

배 경 기 술
[0003]

바코드는 하나 이상의 패턴들의 형태인 정보의 기계-판독가능 표현이다.

종래의 1차원 바코드들은 다양한 폭들

및 이격거리들을 갖는 일련의 평행하게 인접한 바(bars)들의 형태로 정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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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dots), 동심원들 등의 패턴들과 같은 다양한 다른 패턴들로 정보를 나타내도록 확장하였다.

이러한 다른 패

턴들은 1차원(1D) 또는 2차원(2D) 패턴들로 배열되는 모양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04]

바코드들은 아이템들을 식별, 추적, 재고조사 및 가격지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바코드들

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아이템의 타입에 식별자 번호를 연관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다.

그러나, 바코드들은 그것이 부착되는 아이템이나 또는 다른 관련된 아이템들과 연관되는 매우 다양한 정보

를 인코딩하기 위해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로 정보를 통신하는 방법으로서 나타났다.

따라서, 바코드들은 통상적인 사용들에 관련되지 않은 용도들

그 결과, 오로지 소매상인들만이기 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바코

드들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발명의 내용
[0005]

본 발명은 예컨대 소위 "카메라 전화기" 또는 "비디오 전화기"와 같이 이미지 캡쳐 성능들을 포함하는 무선 통
신 장치와 같은 이미지 캡쳐 장치를 위한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을 설명한다.

이미지 캡쳐 장치는 해당 장면 내

에서 바코드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또한 그 해당 장면이나 또는 적어도 바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그 해당 장면의
영역을 향상된 품질로 캡쳐할 수 있다.

자동적인 바코드 검출은, 예컨대, 이미지 캡쳐 장치가 디폴트 이미지

캡쳐 모드와 같은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장면 내에서의 바코

드 검출에 기초하여, 이미지 캡쳐 장치는 그 이미지 캡쳐 장치와 연관된 초점 제어 및 노출 시간 중 하나 이상
과 같이 그 이미지 캡쳐 장치와 연관된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할 수 있다.

이미지 캡쳐 장치

는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 이미지를 또한 캡쳐할 수 있다.
[0006]

일양상에 있어서, 방법은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동작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를 통해 해당 장면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 방법은 또한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의 검출에 기초하여,

검출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해당 장면의 영역의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
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는 단계, 및 하나 이상의 구성된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서 이미지 캡쳐 장
치를 통해 해당 장면의 이미지를 캡쳐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7]

다른 양상에 있어서, 이미지 캡쳐 장치는 이미지 센서, 및 그 이미지 센서에 연결된 이미지 프로세서를 포함한
다.

이미지 프로세서는 이미지 캡쳐 장치가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해당 장면 내에

서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검출하는 바코드 검출 모드, 및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의 검출에 기초하여, 검출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해당 장면의 영역의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미지 센서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는 센서 구성 모듈을 포함한다.

이미지 프로세서는 이미지 센서로 하여금 하나 이상의 구성된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 해당 장면의 이미지를 캡쳐하게 한다.
[0008]

다른 양상에 있어서, 컴퓨터-프로그램 물건은 명령들을 보유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그 명령들

은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동작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를 통해 해당 장면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
를 검출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한다.

그 명령들은 또한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의 검출에 기초하여, 검출된 바코

드를 포함하는 해당 장면의 영역의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
쳐 특성들을 구성하기 위한 코드, 및 하나 이상의 구성된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 이미지 캡쳐 장치를 통해
해당 장면의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코드를 또한 포함한다.
[0009]

다른 양상에 따르면, 이미지 캡쳐 장치는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동작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를 통해
해당 장면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를 검출하기 위한 수단, 적어도 하나의 바코드의 검출에 기초하여, 검출
된 바코드를 포함하는 해당 장면의 영역의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미지 캡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이
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기 위한 수단, 및 하나 이상의 구성된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 이미지 캡쳐 장치
를 통해 해당 장면의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0010]

본 발명에서 설명되는 기술들은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들의 임의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로

구현되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프로세서에서

실행될

수

있는데,

그

프로세서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프로세서,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DSP(digital signal
processor), 또는 다른 동등한 집적 또는 이산 로직 회로와 같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지칭할 수 있다.
상기 기술들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들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판독가능 매체에 초기에 저장되고, 프로
세서에 의해 로딩되어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프로세서로 하여금 본 발명에 설명된 바와 같은 다

양한 기술들 중 임의의 기술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들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들을 또한 고려한다.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는,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제조사들에 판매되거나 및/또는 장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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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프로그램 물건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물건은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할 수 있

고,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는, 패키징물들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0011]

하나 이상의 양상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첨부 도면들 및 아래의 설명에서 기술된다.

상기 기술들의 다른

특징들, 목적들, 및 장점들이 아래의 설명과 도면들 및 청구항들로부터 자명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2]

도 1은 본 발명에서 설명된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이미지 캡쳐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서 설명되는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을 구현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를 포함한 예시적인 무선 통신
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1 및 도 2의 이미지 캡쳐 장치를 더 상세히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서 설명된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을 수행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의 예시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흐
름도이다.
도 5는 해당 장면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는 바코드 검출 모듈의 예시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6a 내지 도 6d는 본 발명에서 설명된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에 따라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있어 예시적인 뷰파
인더를 나타낸다.
도 7a 내지 도 7g는 본 발명에서 설명된 바코드 검출 기술들의 여러 스테이지들 동안에 이미지를 나타낸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3]

바코드는 하나 이상의 패턴들의 형태인 정보의 기계-판독가능 표현이다.

바코드는 어둡고(예컨대, 검정색) 밝

은(예컨대, 백색) 바들(bars), 원들, 점들 또는 다른 모양들의 패턴들로서 수행될 수 있다.

종래의 1차원 바코

드들은 다양한 폭들, 이격거리들 및 길이들의 일련의 평행하게 인접한 바들의 형태로 정보를 나타낸다.
그러나, 바코드들은 점들, 동심원들 등의 패턴들과 같은 다양한 다른 패턴들로 정보를 나타내도록 확장하였다.
이러한 다른 패턴들은 1차원(1D) 또는 2차원(2D) 패턴들로 배열되는 모양들을 포함할 수 있다.

1D 및 2D의 일

부 예들은 UPC들(Universal Product Codes), Code 39 바코드들, Code 128 바코드들, PDF417 바코드들, EZcode
바코드들, DataMatrix 바코드들, QR Code 바코드들, 또는 임의의 다른 타입의 바코드 기호를 활용하는 바코드들
을 포함한다.
[0014]

이미지 캡쳐 장치들, 특히 소위 "카메라 전화기들" 또는 "비디오 전화기들"을 형성하기 위해 무선 통신 장치들
내에 통합되는 것들은 바코드 스캐닝을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이미지 캡쳐 장치들은 바코

드의 이미지를 캡쳐하고, 또한 그 바코드를 디코딩하기 위해 디지털 이미지 처리 기술들을 사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미지 캡쳐 장치는 바코드의 이미지를 적절히 캡쳐하기 위해 추가적인 사용자

상호작용을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이미지 캡쳐 장치는 사용자가 특수 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로 스위칭하

는 것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바코드의 이미지를 적절히 캡쳐하기 위해 특수 바코드 소프트웨어 애플리
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바코드 모드로 진입한 이후에, 사용자는 이미지의 중앙에 바코드

를 정렬하는 것과 같은 특정 방식으로 이미지 캡쳐 장치를 바코드와 라인업(line up)시키도록 또한 요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단계들을 수행한 이후에도, 이미지 캡쳐 장치는 바코드의 부적절한 노출 또는 초점으로

인해서 그 바코드의 고품질 이미지를 캡쳐하지 못할 수 있다.
[0015]

본 발명은 이미지 캡쳐 장치 내에 바코드 스캐닝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기술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설명된 기

술들에 따르면, 이미지 캡쳐 장치는 예컨대 그 이미지 캡쳐 장치를 해당 장면에 향하게 하는 동안 획득되는 미
리보기(preview) 이미지 내에서 그 해당 장면 내에서 바코드를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다.

특히, 이미지 캡쳐

장치는,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이미지 내의 바코드를 자동으로 검출한다.

본 발명

을 위해서,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는 바코드들을 캡쳐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이미지 캡쳐 장치
의 임의의 모드를 설명한다.

일실시예에서, 이미지 캡쳐 장치는 디폴트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이미지 내의 바코드를 자동으로 검출한다.

본 발명을 위해서, "디폴트" 이미지 캡쳐 모드는 이미지 캡쳐 장치

에 초기에 전력이 공급될 때 그 이미지 캡쳐 장치가 디폴트하는 임의의 모드, 특정의 가시적 특징들에 자동으로
적응하는 임의의 모드, 및/또는 사용자가 최소 동작, 최소 움직임, 적당한 밝기, 초점으로부터의 충분한 거리
등 중 하나 이상과 같은 정상적인 이미지 캡쳐 환경들 하에서 활용하는 임의의 모드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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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

이어서, 이미지 캡쳐 장치는 적어도 바코드를 포함하는 해당 장면의 영역을 향상된 품질로 캡쳐한다.

이를 수

행하기 위해서, 이미지 캡쳐 장치는 해당 장면 내에서의 바코드 검출에 기초하여, 이미지 캡쳐 장치와 연관된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한다.

이미지 캡쳐 장치는, 예컨대, 이미지 캡쳐 장치와 연관된 초점

제어 및 노출 시간 중 하나 이상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캡쳐 특성들은 전체적인 해당 장면을 위해

서 또는 바코드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된 해당 장면의 영역만을 위해서 구성될 수 있다.

이미지 캡쳐 장치는

그 구성된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 이미지를 캡쳐한다.
[0017]

이미지 캡쳐 장치가 예컨대 디폴트 이미지 캡쳐 모드와 같은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실행하는 동안에
바코드들의 자동적인 검출은 특수 바코드 카메라 모드를 선택하는 것 또는 특수 바코드 캡쳐 애플리케이션을 실
행하는 것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제거하는데 있어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백-엔드

(back-end)에서 이미지 개선 기술들을 수행하는 것을 대신하여 이미지 캡쳐 장치와 연관된 하나 이상의 프론트엔드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용도에 맞추는 것은 바코드들의 더 높은 품질의 이미지들을 제공할 수 있다.
[0018]

도 1은 본 발명에서 설명된 통합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이미지 캡쳐 장치(10)의 블록도이
다.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디지털 스틸 이미지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또는 그 둘의 결합과 같은 디

지털 카메라일 수 있다.

또한,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독립형 카메라와 같은 독립형 장치일 수 있거나, 또는

무선 통신 장치와 같은 다른 장치에 통합될 수 있다.

예로서,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소위 카메라 전화기 또

는 비디오 전화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동 전화기에 통합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에서 설명되는 기술들은 일

반적으로 캡쳐된 디지털 비디오에 적용가능하지만, 디지털 스틸 이미지들에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이 예
시를 위해 설명될 것이다.
[0019]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이미지 센서(12), 이미지 프로세서(14) 및 이미지 저장 모듈
(16)을 포함한다.

이미지 센서(12)는 스틸 이미지나 또는 어쩌면 최대 움직임(full motion) 비디오 시퀀스들을

캡쳐하는데, 이 경우에는 통합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이 그 비디오 시퀀스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프레임들 상에
서 수행될 수 있다.

이미지 센서(12)는 예컨대 행들 및 열들로 배열되는 개별적인 이미지 센서 엘리먼트들의 2

차원적인 어레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단일 픽셀과 연관될 수 있다.

일부 양상들에 있어서, 이미지 센서(12)의 이미지 센서 엘리먼트들 각각은

즉, 이미지 센서 엘리먼트들과 픽셀들 간에는 일-대-일 대응이 존재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는, 각각의 픽셀과 연관된 하나보다 많은 수의 이미지 센서 엘리먼트나 또는 각각의 이미지 센서 엘
리먼트와 연관된 하나보다 많은 수의 픽셀이 존재할 수 있다.

이미지 센서(12)는, 예컨대, CMOS(compli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센서들, CCD(charge coupled device) 센서들 등과 같은 고체 상태 센서들(solid
state sensors)의 어레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 센서(12)는 이미지 획득 동안에 이미지 정보를 저장

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이미지 버퍼들을 유지할 수 있다.
[0020]

디지털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12)는 디지털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해 이미지 센서 엘리먼트들
을 이미지 장면에 노출시킨다.

이미지 센서(12) 내의 이미지 센서 엘리먼트들은, 예컨대, 특정 픽셀 위치에서

장면의 밝기 강도를 나타내는 강도 값들을 캡쳐할 수 있다.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센서(12)의 이미지 센서 엘

리먼트들 각각은 그 엘리먼트를 덮고 있는 컬러 필터들로 인해 하나의 컬러 또는 컬러 밴드(color band)에만 민
감할 수 있다.
다.

예컨대, 이미지 센서(12)는 예를들어 적색, 녹색 및 청색(RGB) 필터들의 어레이를 포함할 수 있

이미지 센서(12)는 청록색, 자홍색, 노랑색, 및 검정색(CMYK) 컬러 필터들과 같은 다른 컬러 필터들을 활

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 센서(12)의 이미지 센서 엘리먼트들 각각은 단지 하나의 컬러에 대한 강도 값들

을 캡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 정보는 이미지 센서(12)의 센서 엘리먼트들에 의해 캡쳐되는 픽셀 강도 및

/또는 컬러 값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21]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디폴트 또는 정상 모드(종종 "자동" 모드로도 지칭됨), 높은 움직임 모드(종종 "액션"
모드로 지칭됨), 낮은 움직임 모드(종종 "경치(scenic)" 모드로 지칭됨), 사람 대상 또는 얼굴 모드, 어두운 모
드, 밝은 모드뿐만 아니라 이미지 캡쳐 장치 내에서 일반적으로 구현되는 임의의 다른 모드와 같은 수많은 이미
지 캡쳐 모드들에서 동작할 수 있다.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 캡쳐 모드들 각각은 이미지

프로세서(14)의 센서 구성 모듈(19)이 이미지 센서(12)에 의해서 캡쳐되는 이미지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값들의 세트와 연관된다.

예컨대 액션 모드의 이미지 캡쳐 특성

들은 빠른 움직임에 의해 특징되는 장면들을 효과적으로 캡쳐하는데 비교적 짧은 노출 시간을 포함할 수 있는데
반해, 경치 모드와 연관된 이미지 캡쳐 특성들은 비교적 긴 노출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경우들에 있어

서, 디폴트(정상 또는 자동으로도 공지되었음) 모드와 같은 이러한 모드들 중 하나 이상의 모드는 센서 구성 모
듈(19)로 하여금 이미지 센서(12)로부터 수신되는 밝기 강도의 측정치와 같은 이미지 장면 내의 특정의 가시적
인 환경들에 기초하여 다양한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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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미리보기 동안에 수신되는 밝기 강도에 기초하여 노출 시간, 초점 위치 또는 센서 이득을 구성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 다양한 이미지 캡쳐 모드들은 이미지 프로세서(14)로 하여금 이미지 센서(12)에 의해
캡쳐되는 최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들을 수행하게 한다.

또 다른 경우

에 있어서,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가장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캡쳐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상술된 기술들 중 하
나보다 많은 수의 기술들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모드들을 지원할 수 있다.
[0022]

이미지 프로세서(14)는 예컨대 이미지 센서(12)의 버퍼로부터 디지털 이미지(또는 프레임)에 대한 이미지 정보
를 수신하고, 본 발명에서 설명된 통합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을 수행한다.

이미지 프로세서(14)의 바코드 스캐

너 모듈(18)은 비-바코드 스캐닝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해당 장면의 디지털 이미지가 하나 이
상의 바코드들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비록 본 발명의 통합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은 임의의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바코드들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그 기술들은 디폴트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동작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10)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설명된다.

유사한 기술들이 위에서 설명된 다른 비-바코

드 이미지 캡쳐 모드들이나 또는 임의의 다른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구현될 수 있다.
[0023]

해당 장면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였을 때, 센서 구성 모듈(19)은 이미지 센서(12)와 연관된 하나 이상의 이미
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한다.

센서 구성 모듈(19)은, 예컨대, 이미지 센서(12)와 연관된 초점 제어 및 노출 시

간 중 하나 이상을 구성할 수 있다.
해당 장면의 이미지를 캡쳐한다.

이미지 센서(12)는 구성된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이미지 캡쳐 장치(10)의 디폴트 동

작 내에 바코드 스캐닝 기능을 통합한다.
[0024]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은 캡쳐된 이미지의 바코드 부분의 품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그 캡쳐된 이미지 또는
적어도 바코드를 포함하는 그 캡쳐된 이미지의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은, 예컨대, 바코드의 콘트라스트(contrast)를 개선하거나, 그 바코드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하거나, 이
미지로부터 잡음을 필터링하여 제거하거나, 이미지의 회전을 정정하거나 바코드 이미지의 디컨볼루션을 수행하
기 위해서 그 이미지 또는 그 바코드를 포함하는 그 이미지의 영역을 처리할 수 있다.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이러한 추가적인 처리 기술들은 해당 장면 내에서의 바코드 검출에 기초하여 수행될 수 있다.
[0025]

이미지

프로세서(14)는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들,

DSP들(digital

signal

processors),

ASIC들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s), FPGA들(field programmable gate arrays), 임의의 다른 동등한
이산 또는 집적 로직 회로,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 있어서, 이미지 프로세

서(14)는 MPEG(Motion Pictures Expert Group)-2, MPEG-4,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H.263,

ITU

H.264,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등과 같은 특정 인코딩 기술 또는 포맷에 따라 이미지 정보를 인코딩하는 인코
더-디코더(CODEC)의 부분을 형성할 수 있다.

이미지 프로세서(14)는 이미지 크로핑(cropping), 압축, 개선 등

과 같은 이미지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0026]

이미지 프로세서(14)는 캡쳐된 이미지 또는 적어도 바코드를 포함하는 그 캡쳐된 이미지의 영역을 이미지 저장
모듈(16)에 저장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서(14)는 이미지에 대해 추가적인 처리를 수행하고, 전

체 이미지나 또는 처리되거나 인코딩된 포맷들의 바코드를 포함한 영역 중 어느 하나를 이미지 저장 모듈(16)에
저장할 수 있다.

만약 이미지 정보가 오디오 정보에 의해서 동반된다면, 그 오디오 정보 또한 이미지 정보를

보유한 하나 이상의 프레임들을 포함하는 비디오 정보와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이미지 저장 모듈(16)에 저장될
수 있다.

이미지 저장 모듈(16)은 ROM(read-only memory),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또는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임의의 휘발성 또는 비휘발성 메모리나, 또는 자기 데이터 저장 장치
나 광학 데이터 저장 장치와 같은 임의의 저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0027]

다수의 다른 엘리먼트들이 이미지 캡쳐 장치(10)에 또한 포함될 수 있지만, 설명의 간략성 및 용이함을 위해서
도 1에는 상세히 도시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렌즈, 셔터, 플래시 장치 및 뷰파인더

와 같이 이미지들을 캡쳐하기 위한 추가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설명된 기술들은 다양한

다른 구조들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도 1에 도시된 구조는 단순히 예시적이다.

또한, 도 1에 도시된 특징들

은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의 임의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
[0028]

도 2는 이미지 캡쳐 장치(10)를 포함하는 예시적인 무선 통신 장치(20)를 나타내는 블록도인데, 그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본 발명에서 설명된 통합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을 구현한다.
통합된 이미지 캡쳐 장치(10)를 나타낸다.

즉, 도 2는 무선 통신 장치(20) 내에

이미지 캡쳐 장치(10)의 동작은 도 1에 대해서 위에 설명되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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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여기서는 상세히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무선 통신 장치(20)는 이미지 캡쳐링 성능들을 갖는 셀룰러 전화

기(예컨대, 소위 카메라 전화기 또는 비디오 전화기), 비디오 레코더, 웹 캠,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랩톱 컴퓨터, 또는 이미지 캡쳐링 및 무선 통신 성능들을 갖는 임의의 다른 장치와 같은 무선 통신
장치 핸드셋을 포함할 수 있다.

비록 무선 통신 장치와 관련하여 설명되지만, 본 발명의 기술들은 유선 통신

장치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0029]

도 2의 예에서, 무선 통신 장치(20)는 이미지 캡쳐 장치(10), 인코딩 모듈(22), 전송기(24), 뷰파인더(26), 및
바코드 디코더 모듈(28)을 포함한다.

인코딩 모듈(22)은 이미지를 저장 및/또는 전송을 위한 특정 이미지 압축

포맷으로 압축하기 위해서 그 캡쳐된 이미지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다.

인코딩 모듈(22)은 JPEG, TIFF, GIF 또

는 다른 이미지 압축 포맷을 포함하는 다수의 이미지 압축 포맷들 중 임의의 포맷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압축할
수 있다.

비디오의 경우에, 인코딩 모듈(22)은 MPEG, MPEG AVC(Advanced Video Coding) 파트 10, ITU H.264

등과 같은 임의의 수의 비디오 압축 포맷들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압축할 수 있다.
[0030]

무선 통신 장치(20)는 인코딩된 이미지를 전송기(24)를 통해서 다른 장치에 전송할 수 있다.

전송기(24)는 통

상적으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네트워크,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네트워크,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네트워크, 및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네트워크와 같은 셀룰러 네트워크나 또는 다른 유사한 네트워크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전송기(24)는, 셀

룰러 네트워크에 추가하여 또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해당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들 중 임의의 표준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나 또는 임의의 다른 유선 또
는 무선 네트워크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0031]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무선 통신 장치(10)는 인코딩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및 그 데이터를 디코딩
하기 위한 디코더를 구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선 통신 장치는 전송기(24)의 전송 회로 및 수신 회로를 구

비하는 별도의 수신기 또는 트랜시버를 포함할 수 있다.

디코더는 별도의 디코딩 모듈일 수 있거나, 인코딩 모

듈(24)과 함께 CODEC에 통합될 수 있다.
[0032]

무선 통신 장치(20)는 이미지 캡쳐 장치(10)에 의해 캡쳐되는 이미지나 또는 이미지 캡쳐 장치(10)에 의해 캡쳐
될 해당 장면의 실시간 이미지(즉, 이미지 사전보기) 중 어느 하나를 뷰파인더(26) 상에 제공할 수 있다.
인더(26)는 전자 뷰파인더를 포함할 수 있다.

뷰파

예시적인 전자 뷰파인더는 통상적으로 LCD(liquid crystal

display),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 PDP(plasma display panel), LED(light-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예컨대, 액티브 매트릭스 LED 디스플레이), 또는 캡쳐된 이미지 또는 실시간 이미지를 제공
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타입이 디스플레이와 같은 하나 이상의 타입들의 디스플레이들을 구비한다.

뷰파인더

(26)는 또한 위에서 설명된 전자 뷰파인더를 대신하여 더 통상적인 광학 뷰파인더를 포함할 수 있다.

무선 통

신 장치(20)의 경우에, 뷰파인더(26)는 범용 전자 디스플레이를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그 디스플레이는 무선
통신 장치(20)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능에 관한 정보를 또한 제공한다.

예컨대, 만약 무선 통신 장치(20)가

소위 카메라 전화기를 나타낸다면, 뷰파인더(26)는 셀룰러 전화기 통화들의 전송 및 수신에 관한 정보를 또한
제공할 수 있다.
[0033]

도 2의 무선 통신 장치(20)는 또한 바코드 디코더 모듈(28)을 구비한다.

바코드 디코더 모듈(28)은 일부 경우

들에 있어서는 무선 통신 장치(20) 내에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거나, 다른 경우들
에 있어서는 전용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그 둘의 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어느 한 경우

에 있어서, 바코드 디코더 모듈(28)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바코드 이미지에 의해 제공되는 단일-차원 또는 다중차원 패턴을 디코딩함으로써 그 정해진 바코드 이미지 내에 인코딩된 정보(종종 "페이로드"로 지칭됨)를 추출한
다.

바코드를 디코딩한 이후에, 바코드 디코더 모듈(28)은 또한 다른 모듈들로 하여금 페이로드를 활용하기 위

해 실행하도록 할 수 있거나 자신이 그 페이로드를 활용할 수 있다.
[0034]

특히, 바코드 디코더 모듈(28)은 페이로드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미지 캡쳐 장치(10)에 의해 수신되는 바코드 이
미지 내에 포함된 패턴을 디코딩할 수 있다.

바코드 디코더 모듈(28)은, 예컨대, 바코드들을 디코딩하기 위해

서 심볼 라이브러리(symbol library)를 액세스할 수 있다.

그 심볼 라이브러리는, 예컨대, 페이로드의 단일 디

지트들(digits) 및/또는 캐릭터들(characters)뿐만 아니라 바코드를 디코딩하는데 유용한 다른 정보의 인코딩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는, UPC들(universal product codes)의 경우에서와 같이, 페이로드가 그

것이 부착되는 아이템을 식별할 수 있다.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그 페이로드는 바코드가 부착되는 아이템과 연관된 추가적인

예컨대, 그 페이로드는 아이템 자체 상에 디스플레이되지 않은 추가적인 아이템 정보,

관련된 아이템들에 대한 정보, 그 아이템 또는 그 관련된 아이템들에 대한 프로모션 쿠폰들, 그 아이템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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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아이템들에 대한 적절한 인터넷 링크들, 또는 임의의 다른 연관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0035]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 정보는 바코드의 페이로드 내에 직접 포함될 수 있다.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 페이로드 내에 포함된 정보는 예컨대 아이템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그 페이로드와 연관시키는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페이로드가 적절한 인터넷 링크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그 페이로드는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어드레스를 포함할 수 있다.

바코드 디

코더 모듈(28)은 페이로드에 의해 명시된 HTTP 어드레스를 액세스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를 인보크할 수 있고,
그 HTTP 어드레스를 뷰파인더(26) 상에 로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선 통신 장치(20)의 사용자는 캡

쳐된 바코드가 부착되는 아이템과 연관된 추가적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아이

템 자체에 관련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바코드의 페이로드를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도로 표지판에 위치한 바코드를 스캐닝할 수 있으며, 그 바코드를 포함하는 아이템(예컨대,
도로 표지판)으로부터 사용자가 가길 원하는 장소로의 방향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매핑 프로그램을 액세스할 수
있다.
[0036]

비록 단지 이미지 캡쳐 장치(10), 인코딩 모듈(22), 전송기(24), 뷰파인더(26), 및 바코드 디코더 모듈(28)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무선

통신

장치(20)는

사용자와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컨대, 키패드), 추가적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 및 제거가능 메모리, 헤
드폰들, 전원들 및 임의의 다른 이러한 주변장치들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포트들 및 리셉터클들(receptacle
s)과 같은 다른 모듈들을 포함할 수 있다.

무선 통신 장치(20)는 또한 모뎀, 주파수 변환기, 필터 및 증폭기

회로와 같이 정보의 전송 및 수신을 위한 다른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37]

도 3은 도 1 및 도 2의 이미지 캡쳐 장치(10)를 더 상세히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미지 센서(12)는 해당 장면에 속하는 이미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 버퍼(30)를 포함할 수 있다.
지 센서(12)는, 예컨대, 이미지 사전보기 동안에 이미지 버퍼(30)에 이미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미

더 상세하

게는, 사용자가 이미지 캡쳐 장치(10)를 해당 장면에 향하게 하는 동안이지만 사용자가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해
서 버튼을 동작시키기 이전에, 이미지 센서(12)는 이미지 정보를 이미지 버퍼(30)에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지 버퍼(30)는 이미지 캡쳐 장치(10)에 의해 캡쳐될 해당 장면의 실시간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으
로서 보여질 수 있다.

버퍼(30)는 ROM(read-only memory),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또는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임의의 휘발성 또는 비휘발성 메모리나, 또는 자기 데이터 저장 장치
나 광학 데이터 저장 장치와 같은 임의의 저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비록 하나의 이미지 버퍼(30)를 포함하

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이미지 센서(12)는 이미지 버퍼들을 구비하지 않거나 또는 다수의 이미지 버퍼들을
구비할 수 있다.
[0038]

이미지 센서(12)는 또한 일반적으로 이미지 센서(12)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제어 특성들
(32)을 구비한다.
(32C)을 포함한다.

도 3에 도시된 예에서, 이미지 센서(12)는 노출 타이머(32A), 초점 제어(32B) 및 센서 이득
노출 타이머(32A)는 이미지 센서(12)가 해당 장면에 노출되는 시간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구성가능한 타이머를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서(14)는 이미지 캡쳐 장치와 연관된 노출 테이블

(exposure table) 또는 종래 노출 공식들의 세트에 기초하여 노출 타이머(32A)를 구성한다.

초점 제어(32B)는

해당 장면 상에 자동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 캡쳐 장치(10)를 위해 존재한다.

초점 제어

(32B)는 이미지 센서(12)가 초점을 맞추는 거리를 설정하거나 또는 최적의 초점 값(예컨대, 최적의 콘트라스트
에 의해 결정되는 선예도(sharpness) 값)을 생성하는 렌즈 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구성가능한 값을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서(14)는 예컨대 해당 장면의 중앙과 같은 해당 장면의 특정 영역 상에 렌즈의 초점
을 맞추기 위해서 초점 제어(32B)를 구성한다.

센서 이득(32C)은 이미지 센서(12)의 이미지 센서 엘리먼트들의

증폭기 이득을 결정하는 구성가능한 센서 이득 제어 값을 나타낸다.

노출 타이머들(32A)과 같이, 이미지 프로

세서(14)는 이미지 캡쳐 장치와 연관된 이득 테이블 또는 종래 이득 공식들의 세트에 기초하여 센서 이득(32C)
을 구성할 수 있다.
서로 관련될 수 있다.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노출 타이머(32A), 초점 제어(32B) 및 센서 이득(32C)의 조정들은
비록 도 3에는 이미지 센서(12)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버퍼(30) 및 이

미지 캡쳐 특성들(32)은 이미지 센서(12)의 외부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미지 프로세서(14), 이미지
저장 모듈(16) 또는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을 포함하는 이미지 캡쳐 장치(10)의 다른 모듈들 내에 존재할 수
있다.
[0039]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은 바코드 검출 모듈(34) 및 바코드 처리 모듈(36)을 포함한다.

상이한 특징들을 유닛

들 또는 모듈들로서 묘사한 것은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의 상이한 기능적 양상들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이며,
이러한 유닛들 또는 모듈들이 별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 컴포넌트들에 의해 구현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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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나 이상의 유닛들 또는 모듈들과 연관된 기능은 별도의 또는 공통

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 및/또는 펌웨어 컴포넌트들 내에 통합될 수 있다.
[0040]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미지 센서(12)는 디지털 이미지를 캡쳐하고, 그 디지털 이미지를 버퍼(30)에 저장
한다.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은 버퍼(30)로부터 디지털 이미지를 수신하고, 또한 이미지 프로세서(14)가 비-

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 따라 동작하는 동안에 그 디지털 이미지 내의 바코드를 자동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
바코드 검출 모듈(34)을 이용한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이미지 프로세서(14)가

디폴트 이미지 캡쳐 모드, 높은 움직임 모드, 낮은 움직임 모드, 사람 대상 또는 얼굴 모드, 어두운 모드, 밝은
모드, 또는 바코드들의 이미지들을 캡쳐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임의의 다른 모드와 같은 비-바코드 이미
지 캡쳐 모드에 따라 동작하는 동안에 디지털 이미지 내의 바코드를 자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0041]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콘트라스트를 분석하는 것, 특정 모양을 탐색하는 것, 패턴 인식을 수행하는 것, 및/또
는 캡쳐된 이미지 내에서 템플릿 매칭(template matching)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캡쳐된 이미지 내에 바코
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자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예컨대, 단일 및 다중-차원 바코드들이 통상적으로 각각

의 일련의 검정색 및 백색 바들, 정사각형들, 점 패턴들, 원 패턴들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바코드 검출 모듈
(34)은 교호적인 콘트라스트 레벨들, 예컨대 검정색 및 백색 값들 간에 교호적인(alternate) 일련의 픽셀 값들
을 픽셀마다 또는 블록마다 탐색하는 것에 기초하여 그 캡쳐된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다.
[0042]

일양상에 있어서, 바코드 검출 모듈은 모폴로지 연산(morphological operation)에 기초한 검출 기술을 사용하여
바코드 검출을 수행할 수 있다.
갖는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들로서 형성된다.

그 모폴로지 연산에 기초한 검출 기술은 바코드들이 특정의 구별되는 특징들을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바코드들은 바들, 원들, 점들 또는 다른 모양들의 패턴

바코드 패턴들은 바들, 원들, 점들 또는 다른 모양들의 패턴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다수의 에

지들(edges)을 포함한다.

바코드 패턴들은 또한 검정색(또는 다른 어두운 색)의 바들, 원들, 점들 또는 다른

모양들의 패턴들로 인해 다수의 낮은 광학적 강도 영역들을 포함한다.

바코드들이 다수의 에지들 및 저강도의

픽셀 값들을 포함할 뿐만아니라 그 에지들 및 저강도의 영역들은 동시적인데, 즉, 동일한 시간에 존재한다.

아

래에서 더 상세히 설명될 바와 같이,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은 높은 집중도(high concentraton)의 에지들 및
높은 집중도의 저강도 값들을 바코드들이 존재하기 위한 후보 장소들로서 동시에 나타내는 디지털 이미지 내의
장소들을 식별할 수 있다.
[0043]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이미지 버퍼(30)로부터 캡쳐된 디지털 이미지의 루미넌스 값들을 획득할 수 있다.

캡

쳐된 이미지 정보가 Y-Cb-Cr(루미넌스, 청색 크루미넌스, 적색 크로미넌스) 도메인에 있다면, 예컨대,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바코드 검출에서 사용하기 위한 Y-채널 값들을 검색할 수 있다.

이미지 정보가 다른 컬러 도

메인, 예컨대 RGB(적색, 녹색, 청색) 도메인에 있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이미지를 그레
이스케일로 변환할 수 있다.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루미넌스 정보는 바코드 검출 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

컨대 샤프닝 마스크(sharpening mask)를 사용하여 약간 선명해질 수 있다.
[0044]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디지털 이미지 내의 에지들을 식별하기 위해 이미지를 처리한다.
어 높은 콘트라스트 전환들을 나타내는 디지털 이미지의 장소들이다.

에지들은 강도에 있

예컨대, 에지는 저강도로부터 고강도로의

전환(즉, 밝음으로부터 어두움으로의 전환)이나 고강도로부터 저강도로의 전환(즉, 어두움으로부터 밝음으로의
전환)을 정의할 수 있다.

바코드들의 특성, 즉, 검정색 및 백색(또는 다른 어두운 색 및 밝은 색) 패턴들로 인

해서, 바코드들은 두드러지고 쉽게 검출가능한 에지들을 생성한다.

디지털 이미지 내의 에지들을 식별하기 위

해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루미넌스 값들이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는 장소들을 검출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분
석할 수 있다.
있다.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종래의 에지 검출 기술들을 사용하여 이미지 내의 에지들을 식별할 수

예컨대,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에지들을 검출하기 위해서 커널 행렬(kernel matrix)(예컨대, 가중치들

또는 곱셈 인자들의 행렬)을 디지털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다.
제 이미지보다 훨씬 작다.

그 커널 행렬은 통상적으로 그것이 적용되는 실

3픽셀×3필셀(3×3) 커널 행렬이 예를 위해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다른 차원들의 커널 행렬을 사용할 수 있다.
[0045]

특히,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이미지의 각각의 픽셀 상에 3×3 커널 행렬을 차례로 중심을 두고, 가중된 픽셀
값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중앙 픽셀 둘레의 3×3 영역의 픽셀 값들을 커널 행렬의 상응하는 가중치들과 곱한다.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중앙 픽셀의 1차 도함수(first order derivative)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중된 픽셀 값들
을 합산한다.

이미지 프로세서는 중앙 픽셀의 1차 도함수를 전환 임계 값에 비교하고, 그 1차 도함수가 그 전

환 임계 값보다 크거나 혹은 동일할 때 에지를 검출한다.

만약 1차 도함수가 전환 임계 값보다 크거나 혹은 동

일하다면, 픽셀은 에지 상에 위치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일양상에 있어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에지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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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는 것으로 결정된 픽셀들을 백색 또는 검정색과 연관된 강도 값으로 설정할 수 있고, 에지에 위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픽셀들을 반대되는 강도 값, 예컨대 검정색 또는 백색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에지 검출

의 결과는 식별된 에지들을 제외하고 제거되는 모든 세부사항을 갖는 본래 이미지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이미지
(binary image)인 에지 맵일 수 있다.

그 바이너리 이미지는 에지들이 백색이고 이미지의 나머지는 검정색이거

나 혹은 그 반대인(즉, 에지들은 검정색이고 이미지의 나머지는 백색인) 검정색 및 백색 이미지일 수 있다.

비

록 바코드 검출 모듈(34)이 디지털 이미지의 1차 도함수를 사용하여 에지들을 검출하는 것으로서 설명되지만,
디지털 이미지의 2차 도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다른 에지 검출 기술들이 이미지 내의 에지들을 검출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다.
[0046]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또한 저강도를 갖는 이미지의 영역들("저강도 영역들"로 지칭됨)을 식별하기 위해 이미
지를 처리한다.

그 저강도 영역들은 이미지의 어두운 부분들과 상응한다.

저강도 영역들을 임계화를 통해 식별할 수 있다.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이미지의

특히,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픽셀 강도 값들 각각을 강도

임계 값과 비교함으로써 이미지의 저강도 영역들을 식별할 수 있고, 그 강도 임계 값보다 크거나 혹은 동일한
임의의 픽셀을 필터링하여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저강도 검출의 결과는 제거되는 고강도 영역들을 갖는 본

래 이미지를 나타낸 바이너리 이미지인 저강도 맵일 수 있다.

일예에 있어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강도 임

계 값보다 작거나 혹은 동일한 픽셀 강도 값들을 백색으로 설정할 수 있고, 강도 임계 값보다 크거나 혹은 동일
한 픽셀 강도 값들을 검정색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지의 저강도 영역들은 백색 영역들로 표

현되고, 이미지의 비-저강도 영역들은 검정색으로 표현된다.

대안적으로, 저강도 영역들은 검정색 영역들로 표

현될 수 있고, 다른 영역들은 백색 영역들로 표현될 수 있다.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이미지의 에지들 및 저강도 영역들을 동시에 식별하기 위해서 디지털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다.
[0047]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에지들의 높은 집중도를 나타내는 이미지 내의 장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에지 맵에 대
해 하나 이상의 모폴로지 연산들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저강도 값들의 높은 집중도

를 나타내는 이미지 내의 장소들을 식별하기 위해 저강도 맵에 대해 하나 이상의 모폴로지 연산들을 수행한다.
모폴로지 연산들은 에지 맵 및 저강도 맵에 대해 동시적으로(즉, 병렬로) 또는 연속해서 수행될 수 있다.

모폴

로지 연산들은 팽창(dilation) 연산, 침식(erosion) 연산, 열림(opening) 연산, 닫힘(closing) 연산 등 중 하
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있다.

일예에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에지 맵 및 저강도 맵에 대해 팽창을 수행할 수

그 팽창은 일반적으로 구멍들 및 깨진 영역들을 채우고, 그 팽창을 위해 사용된 구성 엘리먼트의 크기보

다 작은 공간들만큼 떨어진 영역들을 연결시킨다.

바이너리 이미지들의 경우에, 그 구성 엘리먼트, 예컨대 3×

3 구성 엘리먼트는 픽셀들 각각 상에 중심을 둔다.

만약 그 구성 엘리먼트 내의 픽셀들 중 임의의 픽셀이 백색

이라면, 그 구성 엘리먼트가 중심을 두는 픽셀 값은 백색으로 설정된다.
지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유사한 해결방법이 그레이스케일 이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들에 있어서는, 예컨대, 픽셀 값들 각각이 구성 엘리먼트들

내의 픽셀 값들 중 최대 픽셀 값과 동일한 픽셀 값을 설정함으로써 그 구성 엘리먼트를 사용하여 재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두운 영역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밝은 영역들이 크기에 있어 증가하고, 밝은 영역들

에 의해 둘러싸인 어두운 영역들은 크기에 있어 줄어든다.
주위 강도 값에 대해 채워질 때 사라질 것이다.

이미지들 내의 작은 어두운 스폿들(spots)은 그들이

그 효과는 강도가 급격히 변하는 디지털 이미지 내의 장소들,

예컨대 바코드가 위치한 영역들에서 가장 뚜렷하다.
[0048]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팽창된 에지 맵 및 팽창된 저강도 맵을 결합한다.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예컨대,

팽창된 에지 맵 및 팽창된 저강도 맵을 결합하기 위해서 "AND"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저강도 영역으로서 식별되는 이미지의 부분들을 나타낸다.

결합된 에지는 에지 및

즉, 결합된 이미지는 에지들 및 저강도 영역들이 공

간적으로 동시적인 이미지의 부분들을 나타낸다.
[0049]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또한 결합된 에지에 대해 하나 이상의 모폴로지 연산들을 수행한다.

예컨대,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구멍들 및 깨진 영역들을 채우기 위해 그 결합된 이미지들에 대해 다른 팽창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그 팽창을 위해 사용되는 구성 엘리먼트의 크기보다 작은 공간들만큼 떨어진 영역들을 연결시킨다.

바코

드 검출 모듈(34)은 또한 결합되어진 팽창된 이미지의 영역들 내에 있는 임의의 남은 구멍들을 또한 채우기 위
해서 그 결합되어진 팽창된 이미지의 플러드 필(flood fill)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체 내의 구멍들을 채운다.
산을 수행할 수 있다.

그 플러스 필 연산은 객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플러드 필 연산을 대신하여 닫힘 연

그 닫힘 연산은 채움 엘리먼트의 크기 내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닫는 반면에, 플러드 필

연산은 구멍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객체 내의 모든 구멍들을 닫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된 이미지에 대해

수행되는 하나 이상의 모폴로지 연산들은 오버래핑 에지들 및 저강도 부분들을 갖는 영역들을 솔리드한(solid)
또는 거의 솔리드한 백색 영역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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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잠재적으로 바코드들일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의 장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
의 모폴로지 연산들 이후에 결합된 이미지에 남아 있는 장소들을 분석한다.
소가 바코드이기 위한 후보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즉,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그 장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예컨대, 그 결합된 이미지에 남아

있는 장소들 각각을 하나 이상의 바코드 기준들에 비교함으로써 그 장소가 바코드이기 위한 후보인지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다.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예컨대, 그 장소가 바코드이기에는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큰지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장소의 크기를 바코드 크기 기준에 비교할 수 있다.

만약 그 위치의 크기가 임계치보다

작다면,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그 장소가 바코드가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다.

너무 작은 장소들은, 비록 그

장소가 바코드로서 검출되었더라도, 그 바코드를 분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이미지 캡쳐 장치(10)의
렌즈 시스템에 의해서 캡쳐될 수 없을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예컨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과 같은 바코드의 모양과 실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장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소의 모양을 바코드 모
양 기준에 비교할 수 있다.
준과 비교할 수 있다.

또 다른 예에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장소의 채움 인자를 바코드 채움 인자 기

특히, 얼마나 많은 픽셀들이 주위 직사각형 영역에 관해 백색이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서 장소 주변에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이 배치될 수 있다.

만약 주위 직사각형 영역에 관해 백색이 아닌 픽

셀들의 퍼센티지(percentage)가 임계 퍼센티지를 초과한다면, 그 장소는 후보 장소들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0051]

이어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장소들에 남은 디지털 이미지가 고유한 바코드 특징들을 갖는지 여부를 검증함
으로써 그 남은 장소들이 실제로 바코드들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부 2D 바코드들의 경우에는, 예컨대,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그 바코드 검출 모듈(34)에 의해 식별되는 이미지의 장소들을 바코드이기 위한 후보로
서 분석함으로써, 그 식별된 장소가 바코드 파인더(finder) 패턴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D 데

이터 행렬 바코드의 경우에,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장소 내에서는 고유한 경계선(perimeter) 패턴을 찾을 수
있는데, 예컨대 교호적인 검정색 및 백색의 정사각형 모듈들로 이루어진 2개의 수직 라인들을 찾을 수 있다.
2D QR 바코드의 경우에,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식별된 장소의 코너들에서 차례로 포개어 놓은 교호적인 어두
운 및 밝은 정사각형들의 파인더 패턴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다른 바코드 기호들

(symbologies)과 연관된 다른 고유의 특징들 또는 다른 고유의 바코드 파인더 패턴들에 대한 식별된 장소들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디지털 이미지의 그레이스케일 버전, 생성된 에지 맵 또는 고

유의 바코드 특징들 또는 패턴들을 위한 생성된 저강도 맵과 같은 본래 이미지 이외의 이미지들을 분석할 수 있
다.
[0052]

위에 설명된 바코드 검출 기술들은 몇 가지 장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
내에서의 바코드 크기, 장소 및 방위와 무관적일 수 있다.

예컨대, 바코드 검출 기술들은 이미지

또한, 본 발명에서 설명된 바코드 검출 기술들에서

모폴로지 연산들의 사용은 더 빠르면서 더 계산상 효율적인 바코드 검출을 유도한다.

게다가, 바코드 검출 기

술들은 또한 더 낮은 계산 복잡성의 바코드 검출을 유도할 수 있다.
[0053]

만약 바코드 검출 모듈(34)이 이미지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지 않는다면, 이미지 프로세서(14)는 본 발명에서
설명된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을 더 수행하지 않고도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해 이미지 센서(12)를 제어할 수
있다.

즉,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예컨대 해당 장면의 중앙에서의 빛(light)의 양에 기초하거나 또는 해당 장

면의 중앙에서의 초점을 통해, 종래 이미지 캡쳐 기술들에 따라 이미지를 캡쳐할 수 있다.

실제로, 이미지 캡

쳐 장치(10)의 사용자는 이미지 캡쳐 장치(10)가 해당 장면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여 시도하였다는 것조차 알
지 못할 수 있다.
[0054]

대신에, 바코드 검출이 사용자를 관여시키지 않고 배경에서 수행될 수 있다.

사전보기 이미지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였을 때,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은 이미지 내에서 바코드의 검출을 나
타내기 위해 도 2의 뷰파인더(26)와 같은 뷰파인더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바코드 스캐

너 모듈(18)은 예컨대 검출된 바코드 주위에 박스를 배치함으로써 이미지 내의 바코드의 장소를 사용자에게 또
한 나타낼 수 있다.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은 또한 이미지 캡쳐 장치(10)의 사용자가 바코드를 캡쳐하길 원하

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사용자를 촉구할 수 있고, 또한 바코드 디코딩 동작들을 수행하거나 종래 이미지 캡쳐
특징들에 따라 일반적인 해당 장면을 간단히 캡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는 해당 장면 내에 바코

드가 존재하지만 사용자가 그 바코드를 스캐닝하려 하지 않을 때 종래 방식으로 해당 장면을 캡쳐하기 위한 옵
션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양상에 있어서,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사용자를 촉구하지 않을 수 있고 대신에

여기서 설명된 기술들에 따라 이미지를 간단히 캡쳐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즉, 마치 그 목적이 해당 장면 내의
바코드를 스캐닝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이루어진다.

다양한 기술들 중 임의의 기술이 마치 목적이 해당 장면

내의 바코드를 스캐닝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이미지를 캡쳐하여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목적이 바코드가 임계 크기보다 크거나 혹은 동일할 때 해당 장면 내의

바코드를 스캐닝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이미지를 캡쳐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예컨대 그 바코드는 이미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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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1/4을 차지한다.
[0055]

만약 사용자가, 바코드 촉구에 응답하여, 다른 바코드 디코딩 동작들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거나 또는 어
떤 이러한 촉구도 제공되지 않는다면, 센서 구성 모듈(19)은 이미지 센서(12)가 개선됨 품질로 바코드를 캡쳐할
수 있도록 이미지 센서(12)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32)을 구성한다.

특히, 센서 구성 모듈(19)은 바코드를 포함

하는 해당 장면의 영역 또는 영역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12)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32)을
구성한다.

예컨대, 센서 구성 모듈(19)은 이미지 센서(12)가 바코드를 갖는 해당 장면의 영역을 고품질로 캡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출 타이머(32A) 및/또는 초점 제어(32B)를 구성할 수 있다.

즉, 이미지 내에서의 바코드

의 장소가 제공된다면, 센서 구성 모듈(19)은 바코드를 포함하는 해당 장면의 그 영역에 대한 최적의 노출 시간
을 계산할 수 있고, 종래 노출 시간 알고리즘들을 사용하여 노출 타이머(32A)를 구성할 수 있다.

예컨대, 센서

구성 모듈(19)은 바코드를 포함하는 해당 장면의 영역에서의 밝기 강도를 분석할 수 있고, 그 해당 장면의 특정
영역의 밝기 강도에 기초하여 노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0056]

추가적으로나 혹은 대안적으로, 해당 장면 내의 바코드의 장소가 제공된다면, 센서 구성 모듈(19)은 바코드를
포함하는 해당 장면의 그 영역에 대한 최적의 초점 제어를 계산할 수 있고, 종래 초점 제어 알고리즘들을 사용
하여, 그 바코드의 장소를 이미지 센서(12)의 초점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초점 제어(32B)를 구성할 수 있다.

일

단 이미지 캡쳐 특성들(32)이 구성되면, 이미지 프로세서(14)는 이미지 센서(12)로 하여금 이미지 캡쳐 특성들
(32)에 따라 이미지를 캡쳐하도록 할 수 있다.

비록 위에서 설명된 예시적인 경우들에 있어서는 센서 구성 모

듈(19)에 의해 구성된 이미지 캡쳐 특성들(32)이 노출 시간 및 초점 제어를 포함하지만, 다른 이미지 캡쳐 특성
들이 노출 시간 및 초점 제어를 대신하거나 혹은 그에 추가하여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센서 구성 모듈(19)

은 센서 이득, 예컨대 이미지 센서(12)의 증폭기 이득을 구성할 수 있다.
[0057]

이미지 캡쳐 특성들(32)에 따라 해당 장면의 이미지를 캡쳐한 이후에,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캡쳐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다.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예컨대,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미지의 영역만이 남아 있도록 하기 위

해서 이미지를 크로핑(crop)할 수 있다.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예컨대 바코드의 검출 동안에 바코드 검출 모

듈(34)에 의해서 생성되는 바코드 장소 정보를 사용하여, 캡쳐된 이미지 내에 바코드 또는 바코드들만을 포함하
도록 그 캡쳐된 이미지를 크로핑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디지털 이미지 내에서 바코

드의 장소를 식별하기 위해서 바코드 캡쳐 동작에 있어 지금 바코드 검출을 수행할 수 있다.

이미지 내에 하나

보다 많은 수의 바코드들이 존재하는 경우들에 있어,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이미지로부터 바코드들 각각을 개
별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0058]

대안적으로나 혹은 추가적으로,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예컨대 도 2의 바코드 디코더 모듈(28)과 같은 후속적
인 바코드 디코더 모듈에 의해 사용하기 위한 깨끗하고 균일한 바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왜곡(distortion)을
제거할 목적으로 캡쳐된 이미지를 더 처리할 수 있다.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바코드

를 포함하는 이미지의 영역에서의 왜곡만을 정정할 수 있다.
의 왜곡을 정정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전체 이미지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다양한 왜곡 문제들 중 임의의 문제를 정정하기 위해서 왜

곡 정정 기술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이미지 내의 바코드가 정확히 보일 수 있

도록 그 바코드의 방위를 맞추기 위해 이미지를 회전시킬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바코

드의 단일 또는 다중-차원 패턴을 불명확하게 할 수 있는, 빛 및 그림자에 의해 야기된 왜곡을 정정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다.

왜곡 정정 모듈(38)은 시각(perspective)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정하기 위해서 이미

지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다.
다(skew).

즉, 바코드는 사용자가 그 바코드의 이미지를 캡쳐한 시각으로 인해 기울 수 있

따라서,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기울어진 바코드를 정정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다.

바

코드 처리 모듈(36)은 또한 바코드가 평탄하지 않은 아이템 상에 배치될 때 발생하는 바코드들의 비뚤어짐
(warping)을 정정할 수 있다.

예컨대,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바코드가 알루미늄 깡통이나 유리병 상에 배치

됨으로 인한 바코드의 비뚤어짐을 정정할 수 있다.
[0059]

이미지 프로세서(14)는 이미지 저장 모듈(16) 내에 캡쳐된 바코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

이미지 캡쳐 장치

(10)는 바코드의 페이로드를 추출하기 위해서 디코딩을 위한 바코드 디코더 모듈(28)(도 2)에 캡쳐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은 부합하는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바코드들은 더욱 신뢰적이면서 정확한 바코드 디코딩을 지원할 수
있는 향상된 이미지 품질로 캡쳐될 수 있다.

이미지 캡쳐 장치가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실행하는 동

안에 바코드들의 자동적인 검출은 특정 바코드 카메라 모드를 선택하거나 특정 바코드 캡쳐 애플리케이션을 실
행하는 것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백-엔드에서 이미지 개선 기술들을 수행하는 대신에 이미지 센서(12)의 이미지 캡쳐 특성들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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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바코드들의 더 높은 품질 이미지들을 제공할 수 있다.
[0060]

본 발명에서 설명되고 또한 바코드 스캐너 모듈(18) 및 센서 구성 모듈(19)로 여겨지는 기능이 컴퓨터-판독가능
매체 상에 저장된 명령들을 실행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가능 프로세서들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는데, 여기서
명령들 및/또는 코드는 프로세서로 하여금 본 발명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바코드 스캐닝을 수행하게 한다.

일

부 경우들에 있어서,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제조사들에 판매되거나 및/또는 장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본 발명에서 설명되고 바코드 스캐너 모듈(18) 및 센서

구성 모듈(19)로 여겨지는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고 또한 특별히 집적 회로 장치 내에서
구현될 수 있다.

그 집적 회로 장치는 본 발명에서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

을 포함한다.
[0061]

도 4는 본 발명에서 설명된 통합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을 수행하는, 도 3의 이미지 캡쳐 장치(10)와 같은 이미
지 캡쳐 장치의 예시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서(12)는 이미지 획득을 개시한다(42).
에 저장한다.

초기에, 사용자는 이미지 캡쳐를 개시하고, 이미지 센

즉, 이미지 센서(12)는 이미지 정보를 캡쳐하여 이를 이미지 버퍼(30)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이미지 센서(12)는 이미지 사전보기 동안에, 즉, 사용자가 이미지 캡쳐

장치(10)를 해당 장면에 향하게 하는 동안이지만 사용자가 그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해 버튼을 동작시키기 이전
에, 이미지 정보를 캡쳐하여 이를 이미지 버퍼(30)에 저장한다.

이미지 획득은 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를 포

함한 이미지 캡쳐 모드들 중 임의의 모드에서 개시할 수 있다.
[0062]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디지털 이미지를 수신하고, 해당 장면이 바코드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자동적으로 검출
한다(44).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콘트라스트를 분석하는 것, 특정 모양을 탐색하는 것, 패턴 인식을 수행하

는 것 및/또는 획득된 이미지 내에서 템플릿 매칭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바코드가 해당 장면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양상에 있어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낮은 광학 강도를 갖는 픽셀들의 높은 집중

도 및 에지들의 높은 집중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이미지의 장소들을 식별할 수 있다.

이어서, 바코드 검출 모듈

(34)은 식별된 장소들이 바코드 파인더 패턴들과 같은 고유의 바코드 특징들이나 또는 특정 바코드 기호를 고유
하게 식별하는 다른 특징들을 갖는지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그 식별된 장소들이 실제로 바코드들인지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다.
[0063]

이러한 바코드 결정 기술은 도 5와 관련하여 더 상세히 설명된다.

만약 바코드 검출 모듈(34)이 해당 장면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지 않는다면, 이미지 프로세서(14)는 임의의 다
른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12)를 제어할
수 있다(46).

예컨대, 이미지 프로세서(14)는 해당 장면에서 빛의 양, 해당 장면 내에서 움직임의 양, 또는 바

코드 검출 모듈(34)이 해당 장면 내에서 바코드를 검출하지 않을 때 해당 장면의 다른 특징들에 기초하여 결정
되는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서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해 이미지 센서(12)를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

로,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본 발명에서 설명된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을 더 수행하지 않고도 해당 장면을 캡쳐
한다.
[0064]

만약 해당 장면 내에서 바코드가 검출된다면,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은 사용자가 바코드를 캡쳐하길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 사용자를 촉구하고, 바코드 디코딩 동작들을 더 수행하거나 또는 종래 이미지 캡쳐 기술
들에 따라 일반적인 해당 장면을 간단히 캡쳐할 수 있다(48, 50).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는 해당 장면 내에

바코드가 존재하지만 사용자는 그 바코드를 스캔하길 원하지 않을 때 종래 방식으로 해당 장면을 캡쳐하기 위한
옵션을 갖는다.
[0065]

만약 사용자가 검출된 바코드의 추가적인 처리를 그만두길 원한다고 시그널링함으로써 그 촉구에 응답한다면,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종래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 이미지를 캡쳐한다(46).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이미

지 캡쳐 장치(10)는 사용자를 촉구하지 않고 대신에 여기서 설명에 기술들에 따라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
즉, 마치 그 목적이 해당 장면 내의 바코드를 스캔하기 위함인 것처럼 이루어진다.

그 경우에는, 바코드 캡쳐

가 요구된다고 가정되고, 블록들(48 및 50)이 생략될 수 있다.
[0066]

만약 사용자가 검출된 바코드를 계속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그널링하거나 또는 이미지 캡쳐 장치(10)가 이
러한 촉구 특징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센서 구성 모듈(19)은 이미지 센서(12)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쳐 특성
들을 구성한다(52).

센서 구성 모듈(19)은, 예컨대, 바코드를 포함하는 해당 장면의 영역이 향상된 품질로 캡

쳐되도록 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된 방식으로 노출 시간(32A), 초점 제어(32B) 또는 센서 이득(32C)을 구성할 수
있다.
[0067]

이미지 프로세서(14)는 이미지 센서(12)로 하여금 구성되는 이미지 캡쳐 특성들에 따라 해당 장면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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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하게 한다(54).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미지의 영역의 품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캡쳐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다(56).

바코드 처리 모듈(56)은, 예컨대, 바코드를 포함하는 이미지의 영역만이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크로핑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나 혹은 추가적으로,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후속적인 바코드 디코더 모듈들에 의한 사용을 위해 깨끗하고 균일한 바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왜곡을 제거하
기 위해 그 캡쳐된 이미지를 또한 처리할 수 있다.

바코드 처리 모듈(36)은 회전, 채광, 시각 또는 기울어짐,

및 비뚤어짐과 관련된 왜곡을 포함하는 다양한 왜곡 문제들 중 임의의 문제를 정정하기 위해서 왜곡 정정 기술
들을 수행할 수 있다.
[0068]

바코드를 캡쳐하여 처리한 이후에,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은 페이로드를 획득하기 위해서 디코딩하기 위한 바
코드 디코더 모듈에 그 바코드를 제공할 수 있다(58).
그 바코드를 디코딩한다(59).

그 바코드 비코더 모듈은 페이로드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처리는 바코드를 이미지 저장 버퍼(16)에 정식으로 저장하지 않고도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위의 처리는 실시간으로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바코드는

이미지 저장 모듈(16)에 결코 저장되지 않고도 바코드 디코더 모듈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이미지 저
장 모듈(16) 내의 공간이 절약된다.

그러나,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바코드는 바코드 디코더 모듈에 바코드를

제공하기 이전에 저장될 수 있다.
[0069]

도 5는 본 발명의 일양상에 따른 바코드 검출을 수행하는, 도 3의 이미지 캡쳐 장치(10)와 같은 이미지 캡쳐 장
치의 예시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획득할 수 있다(60).

초기에,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그레이스케일 버전의 이미지를

캡쳐된 이미지 정보가 Y-Cb-Cr 도메인에 있을 때는, 예컨대, 바코드 검출 모듈(34)이 Y-

채널 값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미지 정보가 예컨대 R-G-B 도메인과 같은 다른 컬러 도메인에 있는 경우들에서

는, 바코드 검출 모듈(34)이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할 수 있다.
[0070]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이미지 내의 식별된 에지들을 제외하고 제거되는 모든 세부사항을 갖는 이미지의 표현
인 에지 맵을 생성한다(62).

위에서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픽셀마다에 기초하여

이미지에 에지 검출 커널(kernel)을 적용함으로써 에지 맵을 생성할 수 있다.

일예에서, 에지 맵은 백색의 에

지들 및 검정색의 나머지 이미지 영역을 갖는 바이너리 이미지, 즉, 검정색 및 백색 이미지일 수 있다.
[0071]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또한 제거되는 비-저강도 영역들을 갖는 이미지의 표현인 저강도 맵을 생성한다(64).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픽셀 강도 값들 각각을 강도 임계 값과 비교함으로써 이미지의 저강도 영역들을 식별하
고, 그 강도 임계 값보다 크거나 혹은 동일한 임의의 픽셀 값들을 필터링하여 제거할 수 있다.

일예에 있어서,

저강도 맵은 백색의 저강도 영역들 및 검정색의 나머지 이미지 영역을 갖는 바이너리 이미지일 수 있다.
드 검출 모듈(34)은 에지들 및 저강도 영역들을 동시에 식별하기 위해서 디지털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다.

바코
대

안적으로, 동작은 연속해서 수행될 수 있다.
[0072]

도 5의 예에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에지 맵 상에서 팽창을 수행한다(66).
저강도 맵 상에서도 팽창을 수행한다(68).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또한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팽창은 일반적으로 구멍들 및 깨진 영역

들을 채우며, 그 팽창을 위해 사용된 구성 엘리먼트의 크기보다 작은 공간들만큼 떨어진 영역들을 연결한다.
그 팽창은 이미지의 밝은 영역들은 크기를 증가시키고 어두운 영역들은 크기를 축소시킨다.
[0073]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팽창된 에지 맵과 팽창된 저강도 맵을 결합한다(70).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예컨대, 그 팽창된 에지 맵과 그 팽창된 저강도 맵을 결합하기 위해서 "AND"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된 이미지는 에지들 및 저강도 영역들이 공간적으로 동시적인 이미지의 부분들을 나타낸다.

즉, 결합

바코드 검출 모듈

(34)은 결합된 이미지 상에서 팽창을 수행하고, 결합되어진 팽창된 이미지에서의 임의의 구멍들을 플러드 필
(flood fill)한다(72).
[0074]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바코드들이기 위한 후보들인 장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팽창 및 플러드-필링 이후에 그
결합된 이미지를 분석한다(74).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그 결합된 이미지의 장소들 각각을 하나 이상의 바코

드 기준에 비교함으로써, 그 장소가 바코드이기 위한 후보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바코드 검출 모듈(34)

은, 예컨대, 장소들의 크기, 장소들의 모양, 장소들의 채움 인자나 다른 유사한 특징들, 또는 결합된 이미지 내
의 장소들의 특징들의 결합을 분석함으로써 바코드이기 위한 후보들인 장소들을 식별할 수 있다.
[0075]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후보 장소들이 실제로 바코드들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76).

예컨대,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2D QR 바코드의 경우에 장소의 3 코너들에서 교호적인 검정색 및 백색 정사각형들의 차례로 포개어
진 패턴이나 또는 2D 데이터 행렬 바코드의 경우에 교호적인 검정색 및 백색 정사각형들의 2개의 수직선들과 같
은 고유의 바코드 파인더 패턴들에 대한 후보 장소들로서 식별되는 본래 이미지의 장소들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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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양상들에 있어서,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디지털 이미지의 그레이스케일, 생성된 에지 맵 또는 생성된 저
강도 맵과 같은 본래 이미지 이외의 다른 이미지들을 분석할 수 있다.
을 바코드들로서 분류한다(78).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검증된 장소들

즉,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후보 장소가 고유의 바코드 특징을 포함할 때 바

코드를 검출한다.
[0076]

도 6A 내지 도 6D는 본 발명에서 설명된 통합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에 따라 이미지를 제공하는 예시적인 뷰파인
더(80)를 나타낸다.

뷰파인더(80)는 도 2의 뷰파인더(26)와 실질적으로 유사할 수 있다.

같이, 뷰파인더(80)는 해당 장면의 이미지(82)를 통상 실시간적으로 제공한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해당 장면은 배경 또는 전경

(foreground) 중 어느 하나에서 다수의 객체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서 공백(blank) 장면
으로 도시되어 있다.
포함한다.

이미지(82)는 바코드(86)가 부착되거나 또는 적어도 부착될 것으로 보이는 아이템(84)을

아이템(84)은 박스들 또는 다른 제품 포장지, 깡통들, 잡지들 또는 다른 제품들, 도로 표지판들, 또

는 임의의 다른 타입의 아이템과 같은 다수의 아이템들 중 임의의 아이템을 포함할 수 있다.

뷰파인더(80)는

도 3의 이미지 캡쳐 장치(10)와 같은 이미지 캡쳐 장치가 동작하고 있는 모드를 나타내는 모드 표시자(88)를 이
미지(82) 상에 오버레이할 수 있다.
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곧, 모드 표시자(88)는 이미지 캡쳐 장치(10)가 "디폴트 모드"에서 동작하

비록 디폴트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동작하는 것으로서 도 6a 내지 도 6d에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통합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은 높은 움직임 모드(액션 모드로도 지칭됨), 낮은 움직임
모드(경치 또는 풍경 모드로도 지칭됨), 사람 대상 또는 얼굴 모드, 어두운 모드, 밝은 모드 또는 바코드들의
이미지들을 캡쳐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임의의 다른 모드와 같은 임의의 비-바코드 이미지 캡쳐 모드에서
바코드들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0077]

비록 디폴트 모드에서 동작하지만,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은 본 발명에서 설명된 통합 바코드 스캐닝 기술들을
수행한다.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예컨대, 도 5를 참조하여 위에서 설명된 방식으로 이미지(82) 내에서 바코

드(86)를 자동적으로 검출한다.

도 6b는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이 바코드(86)의 검출 및 장소를 반영하기 위

해서 뷰파인더(80)를 업데이팅한 이후의 그 뷰파인더(80)를 나타낸다.
마크들(89A-89D)("마크(89)")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뷰파인더(80)는 바코드 시그널링

마크들(89)은 이미지 내에서 바코드(86)의 장소를 나타낸다.

비록 마크들(89)이 바코드(86)가 각각의 코너를 둘러싸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마크들(89)은 바코드(86)의
장소를 시그널링할 수 있는 임의의 가시적인 표시자, 예컨대 화살표, 박스나 다른 모양, 또는 다른 타입의 표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뷰파인더(80) 내에서 바코드(86)의 현재 출현에도 불구하고 바

코드(86)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예컨대 바코드(86)의 픽셀무늬 그레이스케일 및 약

간 기울어진 특성과 같이 바코드(86)가 품질이 감소된 것을 나타냄으로써 도 6a 내지 도 6c에 반영되어 있다.
[0078]

이미지(32) 내에서 바코드(86)의 위치를 찾은 이후에, 바코드 스캐너 모듈(18)은,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바코
드(86)를 계속해서 더 처리하기 이전에 사용자를 촉구할 수 있다.
자 촉구(90)를 갖는 뷰파인더(80)를 나타낸다.

도 6c는 이미지(82) 상에 오버레이되는 사용

사용자 촉구(90)는 단순히 예시적인 사용자 촉구이고, 본 발명

에서 설명된 기술들은 사용자 촉구를 포함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상이한 사용자 촉구를 오로지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양상들에 있어서, 그 사용자 촉구는 사용자에 의해 사용자 선호(user preference)로서 설정될 수 있다.
사용자 촉구(90)는 사용자에게 "바코드를 처리하기 위해선 OK를 누름" 및 "사진을 찍기 위해선 Exit를 누름"을
촉구하고, 그럼으로써, 사용자가 바코드를 계속 처리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OK"로 표시된 버튼을 눌러
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xit"를 표시된 버튼을 눌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OK" 및 "Exit" 버튼들

모두도 또한 단순히 예시적이며, 본 발명에서 설명된 기술들이 이러한 좁은 상황으로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그 버튼들은 소프트 키들, 하드 키들, 터치 스크린 버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가 예시적인 "OK" 버튼을

누른다고 가정하면, 도 6d는 바코드(86)의 최종 이미지(82)를 제공하는 뷰파인더(80)를 나타낸다.

다수의 바코

드들이 해당 장면 내에 포함되는 경우들에 있어, 이미지 캡쳐 장치(10)는 다수의 바코드들 중 어느 것을 사용자
가 스캐닝하고자 하는지를 선택하도록 뷰파인더(80)를 통해 사용자에게 촉구할 수 있다.
[0079]

도 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미지(82)는 예컨대 앞선 도 6a 내지 도 6c의 픽셀무늬 및 기울어진 바코드(86)와
연관된 콘트라스트 및 기울어짐 문제와 같은 왜곡을 정정하기 위해서 크로핑되고 처리되어진 이미지를 나타내는
깨끗하고 비왜곡된 바코드(86)를 포함한다.
고, 완벽하지 않지만 거의 정사각형이다.

도 6d의 바코드(86)는 검정색 및 백색 간의 높은 콘트라스트를 갖
따라서, 도 6d의 바코드(86)는 바코드 디코더 모듈이 바코드(86)로

인코딩된 페이로드를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균일한 바코드를 제공한다.

비록 뷰파인더(80) 내에

제공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도 6d의 균일한 바코드(86)는 뷰파인더(80) 내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고, 대신에
위에서 설명된 바코드 디코더에 즉시 전송될 수 있다.
[0080]

도 7a 내지 도 7d는 본 발명에서 설명된 바코드 검출 처리의 여러 스테이지들 동안에 바코드의 이미지를 예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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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낸다.

도 7a는 예컨대 이미지 사전보기 동안에 이미지 센서(12)에 의해서 초기에 획득될 때의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를 예시적으로 나타낸다.

위에서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이미지 내의

에지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도 7a에 도시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처리한다.
지 내에서 식별된 에지들의 에지 맵을 예시적으로 나타낸다.
든 세부사항을 갖는 본래 이미지를 나타낸다.

도 7b는 본래 그레이스케일 이미

에지 맵은 식별된 에지들을 제외하고 제거되는 모

도 7b에 도시된 예시적인 에지 맵에서, 이미지 내의 검출된 에지

들은 백색인 반면에 이미지의 나머지는 검정색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는, 이미지 내의 검출된 에

지들은 검정색일 수 있고, 이미지의 나머지는 백색일 수 있다.
[0081]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본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내에서 저강도 영역들을 식별하기 위해 도 7a에 도시된 그레
이스케일 이미지를 추가로 처리한다.
시적으로 나타낸다.

도 7c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의 식별된 저강도 영역들의 저강도 맵을 예

그 저강도 맵은 비-저강도 영역들이 제거된 본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도 7c에 도시

된 예시적인 저강도 맵에 있어서, 저강도 영역들은 백색으로 도시되어 있고, 다른 영역들은 검정색으로 도시되
어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는, 이미지 내의 저강도 영역들은 검정색일 수 있고, 이미지의 나머지

는 백색일 수 있다.
[0082]

도 7d 및 도 7e는 바코드 검출 모듈(34)이 팽창을 수행한 이후에 에지 맵 및 저강도 맵을 각각 예시적으로 나타
낸다.

도 7f는 팽창된 에지 맵과 팽창된 저강도 맵을 결합하고 결합된 이미지의 팽창을 수행하며 그 팽창되어

진 결합된 이미지를 플러드 필링한 이후에 바코드 검출 모듈(34)에 의해서 생성되는 예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다.

도 7f의 예시적인 예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바코드들을 포함하는 몇몇 장소들이 그 처리과정 이후에도 이미

지 내에 여전히 남아 있다.
있다.

통상적인 해당 장면은 결합된 이미지에 남아 있는 다수의 다른 장소들을 포함할 수

예컨대, 통상적인 해당 장면과 다른 배경 및 전경 객체들의 결합된 이미지는 텍스트를 갖는 장소들, 해

당 장면에서 다른 비-바코드 객체들의 에지들을 포함하는 장소들 등과 같은 남아 있는 장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83]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잠재적으로 바코드들일 수 있는 장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장소들을 분석한
다.

바코드 검출 모듈(34)은 이미지 내의 장소들 각각을 예컨대 크기, 모양, 채움 인자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바코드 기준에 비교함으로써, 그 장소가 바코드이기 위한 후보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도 7g는 바코드 모

듈(34)이 후보 장소들을 선택하기 위해 장소들을 분석한 이후에 예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도 7g에 도시된

이미지에 남아 있는 후보 장소들은 도 7a의 본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서 실제 바코드들에 상응하는 2개의 정
사각형 모양의 장소들이다.
[0084]

여기서 설명된 기술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이들의 임의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모듈들

또는 컴포넌트들로서 설명된 임의의 특징들은 집적 로직 장치에 함께 구현될 수 있거나 또는 이산적이지만 상호
동작가능한 로직 장치들로서 개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만약 소프트웨어로 구현된다면, 그 기술들은 명령들

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매체에 의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구현될 수 있고, 그 명령들은 실행될 때 위에서
설명된 방법들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한다.
램 물건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패키징물들을 포함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SDRAM(syn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과 같은 RAM(random access memory), ROM(read-only memory), NVRAM(non-volatile random access
memory),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FLASH 메모리, 자기 또는 광학 데이
터 저장 매체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 기술들은 추가적으로나 혹은 대안적으로, 명령들 또는 데이터 구조들

의 형태로 코드를 전달하거나 통신하고 또한 컴퓨터에 의해서 액세스, 판독 및/또는 실행될 수 있는 컴퓨터-판
독가능 통신 매체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0085]

코드는 하나 이상의 DSP들,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들, ASIC들, FPGA들(field programmable logic arrays), 또
는 다른 동등한 집적 또는 이산 로직 회로와 같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프로세서"란 용어는 앞서 설명된 구조나 또는 여기서 설명된 기술들의 구현에 적절
한 임의의 다른 구조를 지칭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양상들에 있어서, 여기서 설명된 기능은 인코딩 및 디코딩

을 위해 구성된 전용 소프트웨어 모듈들 또는 하드웨어 모듈들 내에 제공될 수 있거나, 결합된 비디오 인코더디코더(CODEC)에 통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본 발명에서 설명된 기술들 중 하나 이상의 기술을 구현

하기 위해 회로를 포함하는 다양한 집적 회로 장치들 중 임의의 장치를 고려한다.

이러한 회로는 단일 집적 회

로 칩이나 또는 다수의 상호작용가능한 집적 회로 칩들에 제공될 수 있다.
[0086]

다양한 양상들이 설명되었다.

이러한 및 다른 양상들은 아래의 청구항들의 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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