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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특징들을 가지는 위조 및 날조 방지라벨의 제조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매립되거나 자연적으로 본래 갖추어져 있는) 라벨(label)의 임의로 발생하는 특징들을 이용하여 위조 방지 및/또는 날조
방지 라벨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법이 개시된다. 보다 상세히는, 임의로 발생하는 특징들을 포함하는 라벨들이 스캔되어
이 라벨들의 특징들을 결정한다. 스캔으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 라벨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식별 표시를 제공하고 이
후에 존재하는 라벨 특징들에 대하여 이 정보를 검사하여 라벨이 진품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기술된 구현에서, 식별
표시는 암호적으로 서명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4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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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스캔, 매체 인증서, 애플리케이션 인증서, 광섬유관, 해쉬 함수, 스캐닝, 카메라 샷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광섬유관(fiber optic strand)의 예시적인 측면을 도시함.
도 2는 광섬유관을 가지는 예시적인 라벨을 도시함.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라벨에 대응하는 광섬유의 물리적 특성들의 예시적인 수학적인 표현을 도시함.
도 4는 예시적인 위조 및 날조 방지 라벨 제작 및 검사 방법을 도시함.
도 5는 예시적인 범용 라벨 제작 시스템을 도시함.
도 6은 예시적인 애플리케이션 라벨 제작 시스템을 도시함.
도 7은 암호적 해쉬 함수(hash function)를 이용한 예시적인 애플리케이션 인증서 생성 방법을 도시함.
도 8은 예시적인 라벨 검사 시스템을 도시함.
도 9는 고정된 파티션 스캐닝(fixed partition scanning)을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을 도시함.
도 10은 예시적인 스윕 라인 스캐닝(sweep-line scanning) 시스템의 측면을 도시함.
도 11은 예시적인 스캐너 데이터 처리 방법을 도시함.
도 12 및 도 13은 동일한 라벨의 추출된 이어지는 2개의 카메라 샷(shot)을 도시함.
도 14는 도 12 및 도 13의 샷들의 추출된 데이터 점들의 대응 관계를 도시함.
도 15는 광섬유 라벨의 2개의 분리된 스윕 라인 스캔으로 얻어지는 점 매칭(matching)을 도시함.
도 16은 100x100 픽셀의 행렬 및 20 픽셀에 대응하는 섬유 길이로 스캔된 정사각형 라벨에 대한 수치적으로 계산된 예
시적인 점 분산 함수를 도시함.
도 17은 임의로 매립된 광섬유를 이용하는 위조 방지 및/또는 날조 증명 방지의 제공에 관하여 본 명세서에서 기술한 기
법을 구현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을 도시함.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광섬유관
200: 라벨
504: 범용 매체 스캐너
506: 범용 라벨 인코더
510: 범용 라벨 프린터
802: 매체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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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라벨 프린터
1016: 화상 윈도우
1508: 가이드 패턴
1702: 컴퓨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는 위조 방지 및/또는 날조 방지 라벨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는, (매립되거나 자연적으로 본래
갖추어지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라벨의 특징들을 이용함으로써 그 레벨에 대한 허가 받지 않은 위조 및/또는 날조의 시
도를 제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벨의 위조 및 날조는 제품 마케팅 담당자와 제조자에게 수입과 고객의 차원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끼친다. 컴
퓨터 기술의 확산으로, 진품인 아이템과 닮은 라벨을 생성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다. 예를 들면, 스캐너를 사용하여 진품
라벨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스캔한 다음 그 라벨을 최소 비용으로 반복적으로 재생해낼 수 있다. 또한, 쿠폰들을 스캔하고,
(예를 들면, 보다 높은 가격을 갖도록) 수정하고, 반복적으로 인쇄하고,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간 다양한 기술이 방대한 위조 및 날조를 중단시키는 데에 이용되어 왔다. 라벨이 보호되어온 한 방법은 바코
드의 삽입이다. 바코드는 일반적으로 라벨에 인쇄된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코드이다.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하면, 바코드
를 가지는 라벨은 빠르게 판독되고 확인될 수 있다. 현재 바코드가 삽입된 라벨의 한가지 문제점은 동일한 라벨이 다양한
아이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다른 해결책은 스캔된 바코드를 데이터베이스(예를 들면, POS(point of sale) 시스템)에 저장된 보안 데이터에 대하
여 검사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결책은 마케팅 담당자(또는 제조자) 및 상점으로부터 최신의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결책은 복수의 엔티티(entity)들이 제때에 긴밀히 협동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해결책은
그 구현의 융통성을 제한하고 항상 실행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술들은 공통된 단점들을 공유한다. 즉, 스캔된 라벨들은 소정의 제품에 대해 물리적으로 일치한다. 따라
서, 합법적인 라벨을 생성하는 제조 프로세스가 아주 정교할 수 있더라도, 위조자가 유통되는 모조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라벨이 성공적으로 한번에 복제되었다면, (예를 들면,
낮은 비용으로 복제된 주 복사본을 생성함으로써) 이 라벨은 반복하여 재생될 수 있다. 라벨이 소정의 횟수의 이용 후에 데
이터베이스의 블랙리스트에 열거된다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스캔된 라벨이 실제로 진품인 라벨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현재의 해결책으로는 비교적 복사하기는 어렵고 생산하기에는 저렴한 라벨들을 제공하지 못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매립되거나 자연적으로 본래 갖추어진) 임의로 발생하는 라벨의 특징들을 이용하여 위조 방지 및/또는 날조 장치 라벨들
을 제공할 수 있는 기법이 개시된다. 보다 상세히는 임의로 발생하는 특징들을 포함하는 라벨을 스캔하여 라벨들의 특징들
을 결정한다. 이 스캔으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하여 각 라벨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식별 표식을 제공하고 이후에 존재하는 라
벨 특징들에 대하여 이 정보를 검사하여 라벨이 진품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기술된 구현에서, 식별 표식은 암호로 서
명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한 설명이 기술된다. 이 도면에서 참조번호의 최상위 숫자(들)는 참조 번호가 처음에 나타나
는 도면을 나타낸다. 다른 도면에서의 동일한 참조 번호를 사용하여 유사하거나 동일한 아이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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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개시물은 날조 방지 및/또는 위조 방지 라벨을 제공하기 위한 기법을 기술한다. 라벨은 자연스럽게 본래 갖추어져
있거나 의도적으로 매립된 물리적인 특징들의 임의의 패턴을 포함한다. 이 패턴은 각 라벨 마다 고유하며 합당한 가격으로
는 정확히 복제되지 않을 수 있다(이는, 위조 방지 라벨에 바람직한 특성이다). 이 고유한 패턴에 관한 정보는 암호로 서명
되고 라벨에 인쇄되거나 스마트 칩과 같은 첨가되는 판독가능 장치에 저장되거나 또는 (예를 들면,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원격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라벨의 신뢰 여부를 검사할 경우, 물리적 패턴을 스캔하고 서명된 정보와 매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기만을 요구
한다. 공개키 암호법은 서명을 위해 사용된 대응하는 개인 비밀키를 누설하지 않고 공개키를 이용하여 서명된 정보를 검사
하도록 한다.
또한, 라벨을 제조하고 검사하는 구현에 있어서 염가이며 규격품인 컴포넌트를 요구하고, 다양한 조작상의 에러 및 라벨
의 자연적 마모 및 찢어짐이 방지된다. 또한, 스캔된 라벨 패턴을 효율적으로 인코딩할 수 있게 하는 압축 해결책이 기술된
다.
광섬유관
도 1은 광섬유관(100)의 예시적인 측면을 도시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섬유관이라고도 칭하는) 광섬유관은
(본 명세서에서 나머지 도면들을 참조하여 더 기술될) 위조 방지 및/또는 날조 방지 라벨을 제공하는 다양한 구현들로 이용
될 수 있다. 광섬유관(100)은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코어 영역(102) 및 코팅층(104)을 포함한다. 코
팅층(104)은 일반적으로 코어 영역(102)보다 얇다. 또한, 현재 몇몇의 광섬유관의 두께는 1 마이크론 만큼 작을 수 있다.
코팅층(104)은 많은 누출(108) 없이 광섬유관을 통해 입력 광선(106)을 처리하기 위하여 코어 영역(102)보다 높은 굴절
률을 가진다. 가끔, 광선은 임계치 이상의 입사각으로 코팅층(104)에 충돌할 정도의 예각으로 섬유 코어에 입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광선은 광섬유관(110)으로부터 누출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광섬유의 경우 누출 량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통신 등급 섬유보다 낮은 품질(그렇지만 통신 등급 섬유보다 저렴하다)의 조명 등급 광섬유(하드웨어 저장 장치
에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상당량의 광을 누출시키려 하지는 않는다.
광섬유관을 가지는 라벨
도 2는 광섬유관(예를 들면, 202 및 204)을 가지는 예시적인 라벨(200)을 도시한다. 광섬유관들은 다른 길이, 두께, 색,
등을 갖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명 을 할 때 다양한 특징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한 구현에서, 광섬유관은 잘려져서,
혼합되고, 라벨(200)에 매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유형들의 광섬유관(다른 길이, 두께, 색, 발광성 등을 가지는)이 다
른 길이로 잘려지고 저장 용기에 담겨져 혼합될 수 있다. 그 다음 혼합된 광섬유관은 투명한 보호 물질(예를 들면, 깨끗한
아교 또는 에폭시 수지와 같은 수지)과 함께 매체에 분사되어 그 매체에 임의로 매립된 광섬유를 형성할 수 있다.
한 구현에서, 투명한 보호 물질이 섬유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고려되어 라벨이 자신의 임의로 발생하는 특징들을 보유하
는 것을 보장한다. 매체는 매립 단계 이전에 잘려지거나 매립 단계 이후에 잘려질 수 있다. 또한, 매체는 종이, 플라스틱, 직
물 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한 구현에서, 매체는 예를 들면, 유연한 재료 또는 제품 포장에 부착된 후에 라벨의 내구성을
지속시키도록 유연성을 갖는다.
도 3은 도 2의 라벨(200)에 대응하는 광섬유의 물리적 특성들의 예시적인 수학적인 표현을 도시한다. 도 2에서, 라벨
(200)의 광섬유관 각각은 한 쌍의 점(예를 들면, 광섬유관의 2개의 단부) 및 이 2개의 점을 접속시키는 점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섬유관(202 및 204)은 각각, 쌍(302 및 304)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광섬유관은 단순히 광터널의 한 쌍
의 양단부로 간주될 수 있다.
한 구현에서, 라벨에서의 각 광섬유관 양단부의 좌표들이 임의로 발생하는 특징들로서 이용되어 위조 및/또는 날조 방지
라벨을 제공한다. 그러나, 관의 굽기, 상대적인 광 강도, 발광성, 색, (예를 들면, 각 단부에서의 관의 너비를 측정한) 두께
등과 같은 광섬유관의 다른 특징들 또한 이용될 수 있음이 제한된다. 한 구현에서, 각 광섬유관의 양단부들은 라벨을 조명
함으로써 보여지게 되어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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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좌표들은 임의의 광섬유들을 적재한 매체의 고유한 특성을 구성한다. 이 섬유들이 매체에 임의로 놓아진다면, 이들
좌표는 임의 숫자들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복제 기법이 광섬유들의 광처리 특징을 재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
섬유들이 매립된 라벨은 상대적으로 복제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도 4 내지 도 6과 관련하여 본 명세서에서 더 기술될 바
와 같이, 이들 2개의 특성, 고유함 및 복사 저항은 위조 및 날조 방지 라벨링 해결책을 제공에 이용될 수 있다.
안전한 라벨 제작 및 검사
도 4는 예시적인 위조 및 날조 방지 라벨 제작 및 검사 방법(400)을 도시한다. 방법(400)은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기술
된 바와 같이 본래의 라벨(402)을 스캔하여 본래의 라벨의 물리적 특징들과 관련된 데이터(예를 들면, 라벨에 나타나는 광
섬유관의 단부 좌표들)를 제공한다. 스캔된 데이터는 제목이 "섬유 데이터 압축"인 섹션에 관련하여 이하 더 기술될 바와
같이 선택적으로 압축되어(440) 필요한 저장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스캔된 본래의 라벨(402)로부터의 데이터는 인코딩되
어(406) 암호 매체 인증서(MC)를 제공할 수 있다. 매체 인증서는 라벨에서 고유한 섬유패턴을 안전하게 식별하도록 고려
된다. 한 구현에서, 매체 인증서는 도 5를 참조하여 더 기술될 바와 같이 개인키를 가지고 암호로 서명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인증서(AC)는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에 특정된 데이터(예를 들면, 일련번호, 인증코드, 체크량, 등)를 제
공하는 라벨 및/또는 매체 인증서(408)에 선택적으로 바운딩될 수 있다. 한 구현에서,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는 도 6을 참조
하여 더 기술될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에 특정된 개인키로 암호적으로 서명될 수 있다. 따라서, 각 라벨은 2개의 인증서
(즉, 매체 인증서 및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로 인코딩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인증서(즉, 매체 인증서 및 애플리케이션 인증서)에 대한 식별 표식이 제공된다(410). 식별 표식은 1차원 또
는 2차원 바코드, 스마트 태그(예를 들면, 무선 주파수 식별(radio frequency identity: RFID) 또는 스마트 칩) 등으로 제
공될 수 있다. 표시는 라벨에 직접 제공될 수 있거나 물리적 라벨 패턴, 매체 인증서, 및/또는 애플리케이션 인증서에 링크
된 상호관련성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와 같이 원격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 다음 도 8을 참조하
여 더 기술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표시를 식별하는 것을 통해 제공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매체 및/또는 애플리케이션
에 특정된 공개키를 가지고) 매체 및/또는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들)를 검증함으로써 인코딩된 라벨이 검증될 수 있다
(412).
범용 라벨 제작
도 5는 예시적인 범용 라벨 제작 시스템(500)을 도시한다. 시스템(500)은 본래의 라벨(502)(예를 들면, 도 2에 관련하여
설명된 라벨)을 처리하고 기본적인 섬유관 패턴의 암호적으로 강화된 인증서를 생성한다. 본래의 라벨(502)을 범용 매체
스캐너(504)를 통과시킴으로써 이 라벨에 존재하는 섬유관의 패턴을 분석하여 이 패턴에 대응하는 한 세트의 기하학적인
데이터(예를 들면, 좌표들)를 생성한다. 패턴 데이터는 범용 라벨 인코더(506)로 제공(feed)되어 (도 4의 단계(404)를 참
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라벨 상의 고유한 섬유 패턴을 안전하고 명확하게 식별하는 암호 매체 인증서(MC)를 생성한다.
따라서, 인증서와 라벨 간의 일대일 대응관계가 존재한다. 한 구현에서, 이 인증서를 생성하는 것은 범용 라벨들이 만들어
졌던 사이트에서만 이용될 수 있는 개인키(508)가 필요하다.
그 다음 라벨의 인증서(예를 들면, MC)는 임의의 규격품인 프린터일 수 있는 범용 라벨 프린터(510)에 송신되어 라벨 자
체에 직접 인증서를 인쇄하여 인증서(512)를 가지는 범용 라벨을 생성한다. 도 4를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인증서는
1차원 또는 2차원 바코드로서 인쇄될 수 있다. 이러한 인증서는 또한 (RFID와 같은) 스마트 태그에 매립될 수 있으며, 이
러한 경우에 범용 라벨 프린터(510)는 스마트 태그 기록기이다. 따라서, 최후의 생성물은 암호 라벨 매체 인증서(MC)를
포함하는 범용 라벨(512)이다.
한 구현에서, 범용 라벨(512)은 매체 인증서가 고유하고 실수 없이 라벨에 바인딩된다는 점에서 자가 인증 엔티티이다.
매체 개인키를 모른다면, 위조자는 유효한 매체 인증서를 가지는 범용 라벨을 제작할 수 없다. 도 6을 참조하여 더 기술될
바와 같이 이러한 키 특성은 애플리케이션 판매자가 범용 라벨을 애플리케이션에 특정된, 자기 인증 애플리케이션 라벨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애플리케이션 라벨 제작
도 6은 예시적인 애플리케이션 라벨 제작 시스템(600)을 도시한다. 이 애플리케이션 라벨은 독립된 벤더에 의해 또는 범
용 라벨을 생성하는 그 벤더에 의해 제작될 수 있다. 라벨 스캐너(602)는 범용 라벨(512)로부터 매체 인증서(MC)를 판독
한다. 스캐너는 라벨에 매립된 섬유 패턴에 관하여 매체 인증서를 검사할 수 있거나 검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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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MC)가 애플리케이션 라벨 인코더(604)에 송신되고, 이 애플리케이션 라벨 인코더(604)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606)(예를 들면,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자기앞수표의 수치적 정보) 벤더 고유 개인키(608)를 획득하고 암호적으로 강화
된 애플리케이션 인증서(AC)를 생성하다.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매체 인증서를(및 향후에는 물
리적 라벨을 직접) 고유하고 안전하게 식별한다. 그 다음 인증서는 애플리케이션 라벨 프린터(610)에 의해 라벨에 직접
(또는 도 4의 단계(410)를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원격적으로) 인쇄(또는 매립)된다.
그러므로 제작된 애플리케이션 라벨(612)은 매체 인증서(MC) 및 애플리케이션 인증서(AC)인 2개의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 인증서들은 모두 물리적 라벨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고유하고 안전하게 바인딩시킨다. 라벨 매체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와 바인딩시키는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는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면, 은행 발행 수표 제조자는 신뢰할만한 라벨 매체
인증서들이 첨부되는 무기명 자기앞수표를 제조한다.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은행은 단순히 라벨 매체 인증서 및 수표의
금액 및 수취인을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다. 위조자는 섬유 패턴을 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
문에 수표를 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위조자는 범용 라벨 개인키(508)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라벨 매체 인
증서들을 가지는 그의 소유의 범용 수표들을 생성할 수 없다. 또한, 이 위조자는 자신이 은행의 개인키(608)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된 매체 인증서들을 가지는 무기명 수표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의 소유의 자기앞수표를 인쇄할 수 없
다.
애플리케이션 인증서 생성
도 7은 암호 해쉬 함수(예를 들면, MD5(message digest 5))를 이용하는 예시적인 애플리케이션 인증서 생성 방법(700)
을 도시한다. 물론, 다른 암호적으로 강화된 해쉬 함수들 및 암호화가 동작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라벨 인코더(604)는
라벨 매체 인증서(HMC)(702)의 해쉬를 구하고, 그 해쉬값(HMC)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AD)(606)에 첨부하여 확장된 애
플리케이션 데이터(EAD)(704)를 형성한다. 애플리케이션 라벨 개인키 Kappl-priv(608)가 이용되어 EAD(SIGEAD)(706)의
암호 서명을 생성한다.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AD), 매체 인증서(HMC)의 해쉬 및 EAD 서명(SIGEAD)을 연결시킴으
로써 애플리케이션 인증서(AC)가 제공될 수 있다(예를 들면, AC=AD+HMC+SIGEAD).
라벨 검사
도 8은 예시적인 라벨 검사 시스템(800)을 도시한다. 한 구현에서, 시스템(800)은 2단계 검사 프로세스를 이용한다. 첫
째로, 시스템(800)은 매체 인증서에 대하여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검사한다. 둘째로, 시스템(800)은 물리적인 라벨에 대
하여 매체 인증서를 검사한다. 이들 2단계는 논리적으로는 독립되었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장치에 구현될 수 있다.
검사 시스템(800)은 매체 스캐너(802) 및 라벨 스캐너(804)(바코드 스캐너 또는 인증서가 RFID 칩에 저장된 경우의
RFID 리더와 같은 스마트 태그 스캐너)인 2개의 스캐너를 포함한다. 매체 스캐너(802)는 도 5를 참조하여 기술된 범용 매
체 스캐너(504)와 동일할 수 있다. 스캐너(802 및 804)는 애플리케이션 라벨(614)로부터 섬유 패턴(P), 매체 인증서(MC),
및 애플리케이션 인증서(AC)를 검색한다.
매체 인증서(MC)는 범용 라벨 공개키(806)를 이용하여 검사되고 섬유 패턴(P)(808)에 대하여 검사된다. 이중 한 검사가
실패하면, 라벨은 무효하다고 선언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인증서(AC)가 애플리케이션 공개키(812)를 이용하여 검사된
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인증서(AC)의 매체 인증서(MC)와의 대응 관계 또한 검사된다(810). 특히, 도 7을 참조하여 기술
된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생성하는 방법이 사용되면, 애플리케이션 인증서의 검사는 EAD 서명(SIGEAD)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AD) 및 매체 인증서(HMC)의 해쉬에 대응하고 HMC가 매체 인증서(MC)에 대응하는지 검사하는 동작이 필요하다.
라벨이 테스트(810)를 통과하면 이 라벨은 진품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조품이다.
위조의 비용
유효한 매체 인증서 및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생성하는 개인키들은 위조자들의 침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가정
한다. 도 8에 관련하여 기술된 검사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위조자가 검색이 허가된 섬유 기반 라벨을 제작하는 오직 남은
방법은 기존의 진품 라벨을 거의 정확하게 복제하는 것인데, 이는 진품 라벨에 나타나는 광섬유의 패턴을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제의 비용은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초기화 비용), 라벨을 복제하는 비용(복제 비용), 및 진품 라벨의 패
턴들을 입수하는 비용(프리마스터(pre-master) 비용)인 이 3가지 요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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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비용, COSTsetup은 한번만 드는 비용이다. 이 비용이 크기는 위조용으로 만들어질 기기의 정교함에 의존한다. 라
벨 당 복제 비용, COSTreplication 은 반복되는 비용이다. COSTsetup과 COSTreplication 간에는 대략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
다. 일반적으로, 복제 기기가 미숙할수록, 1개의 라벨을 복제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 및 비용이 들게된다.
한 극단적인 경우에, 진품 라벨의 복제가 수작업으로 정성들여 이루어진다. 초기화 비용은 실질적으로 0이지만, 위조자
가 정확한 위치에 섬유관을 위치시키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제 비용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미숙한 위
조자들을 대비하여, 합법적인 라벨 제조자는 단지 각 라벨의 섬유관 개수를 증가시킴으로써 COSTreplication (및 시간 소모)
을 마음대로 높일 수 있다.
다른 극단적인 경우에서, 위조자는 원하는 길이로 섬유들을 자동적으로 자르고 그 섬유들을 진짜 라벨들에서와의 위치와
같은 정확한 위치에 위치시키는 매우 정교한 기기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기는 당연히 수십만 혹은 수백만 달러까지
도 값이 나갈 것이다. 둘 중 한 경우, 복제된 라벨 당 상환된 비용은 위조자들에게 부득이하게 높아지는 한편 라벨당 비용
은 적법한 제조자들에게는 극단적으로 낮아진다. 비용 이익 분석은 많은 양으로 대규모의 시장 제품을 위조하는 것은 상당
히 적은 이익을 얻는다고 지적할 것이다.
또한, 각 진품 라벨이 섬유관들의 임의로 매립된 특징으로 인해 고유하기 때문에, (동일한 매체 인증서를 가지는) 2개 이
상의 동일한 물리적 라벨이 존재한다는 것은 라벨이 위조품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낼 것이다. 탄로나지 않기 위하여,
출하시에 충분히 다양한 섬유 패턴이 존재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위조자는 진품 라벨로부터 수많은 섬유 패턴을 획득하
기를 강요당한다. 프리마스터 비용, COSTmaster은 위조 사본들의 수에 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므로, 적법한 제품
을 구매하는 것은 프리마스터 섬유 패턴들 및 인증서를 획득하는 공평한 비용이 드는 방법이다. 또한, (비용 지불 없이 또
는 도난으로) 적법한 사본들을 탈취하는 것은 범죄 구성에 연루되며 제품 라벨들이 분산 채널들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등
록된다면 추적 당할 수 있다.
비용 분석은 누군가가 적은 혹은 적당한 자원으로는 섬유 기반 라벨들을 위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대규모의 위조가
높은 비용, 인적 시간, 때때로는 연루된 범죄적 행위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이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간단히 말
하자면, 라벨 시스템은 이익이 되는 위조에 대한 상당한 장애를 일으킨다.
예시적인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들
본 명세서에서 기술한 라벨 시스템들 각 개별적인 라벨이 고유하며 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들 라벨은 위조 방지 및/또는 날조 방지를 요구하는 매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기법은 대규모의 위조가 가능한 임의의 라벨 또는 라벨과 유사한 엔티티에 적용 가능
하다. 예로는 개인 및 은행 발행 수표, 은행권(예를 들면, 유통 화폐), 소프트웨어 제품을 허가하는 인증서 및 약의 라벨과
같은 제품 라벨 및 운전 면허증 및 여권과 같은 ID들을 포함한다.
제품 라벨들. 위조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의복 및 제약 산업과 같은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탈세로 인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힌다. 품질이 낮은 위조 제품은 생각지도 못한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린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위조된 약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제약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기법들은 대규모 시장 제품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위조 증명 라벨을 만드는데 적합하다. 예를 들면, 퍼펙트 헬스 사
가 X라는 약에 대하여 전세계의 약국을 통해 판매하는 전매 특허권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퍼펙트 헬스 사는 제3자인 라벨
제조사인 유니버설 라벨로부터 대량의 섬유가 매립된 범용 라벨들을 구입하는데, 이 라벨 각각은 도 5를 참조하여 기술된
매체 인증서로 스템핑(stamp)되어있다. 신뢰할만한 보안 라벨의 판매자인 유니버설 라벨 사가 설립된다. 매체 인증서를
검사하는 이 회사의 공개키는 신뢰할만한 제3자의 엔티티로 등록된다.
퍼펙트 헬스 사는 도 6을 참조로 기술된 방법을 이용하여 각 범용 라벨에 제품에 특정된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스템핑
한다. 그 다음 이러한 신뢰할만한 라벨을 약국으로 배포될 각각의 약병(상자)에 붙인다. 또한, 퍼펙트 헬스 사는 유니버설
라벨 사로부터 복수의 검사 시스템(도 8에 도시됨)도 구입하고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검사하는 자신들 소유의 공개키를
이용하도록 그 시스템을 구성한다. 몇몇의 이들 장치들은 퍼펙트 헬스 사의 X약이 판매되는 약국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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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및 약국은 패키지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X약 패키지를 설치된 검사 장치를 이용하여 스캔하도록 장려
된다. 또한, 검사 장치들은 범용 데이터베이스에 링크되어 소비자가 퍼펙트 헬스 사의 약 패키지를 검사할 때마다, 매립된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또는 일련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퍼펙트 헬스 사로부터의 버려진 신뢰되는 라벨을 재사용하는 위조 패키지는 다른 소비자가 자신의 위조된 또는 날조된
구매를 검사하려고 시도할 때 즉시 잡힐 것이다. 퍼펙트 헬스 사는 나머지 검사 장치를 개인 투자자 및 U.S. Customs와 같
은 법 집행 기관에 보낸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임의의 상점에서 자신들의 퍼펙트 헬스 약의 신뢰성을 검사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들은 수상한 약의 운반이나 저장소의 검거에 있어서 보다 믿을 수 있다.
신원 위조된 신원들은 다수의 보안 문제를 일으킨다. 몇몇의 주요한 예는 운전면허증, 여권, 고용 인증 카드, 및 직원 식
별 카드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기법들은 ID들을 위조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는 반면, 추가적인 비용은
매우 낮게 유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는 광섬유가 내부에 매립되어 있는 특별한 용지를 사용하여 여권을 제조할 수 있다. 여권의 하나 이
상의 페이지, 또는 이들 페이지의 작은 부분이 라벨이 달린 영역으로서 표시된다. 미국 국민이 여권을 요청할 때마다, 정부
는 그 라벨이 달린 영역에 여권의 섬유 패턴과 바인딩되는 여권 증명서를 생성한다. 이 증명서는 여권에 직접 인쇄되거나
여권에 매립된 메모리 칩에 저장된다.
입국 검문소에서, 정부는 상기 기술된 검사 장치를 사용하여 여권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여권 소지자 정보가
여권에 안전하게 인코딩되는 암호 기반의 여권과 비교하면, 이러한 방식은 위조자가 기존의 여권의 정확한 사본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는 단지 여권에 매립된 섬유의 수 및 검사 장치의 정밀도를 증가시켜 진짜 여권을 물리적으
로 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조된 여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행세를 할 수 없다.
또한, 잃어버린 여권은 검사 장치에 의하여 쉽게 질의될 수 있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여권의 애플리케이션 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는) 여권 일련번호를 등록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다.
은행권. 은행권(또는 유통 화폐)의 위조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안정에 큰 위험을 일으킨다. 다수의 보안 특징들은 최근
에 설계된 유통 화폐들에 도입되어왔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특징들의 대부분은 정교한 위조자들에 의해 스캔되고 복제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기법으로는, (도 6을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안전한 은행권을 생산하는 것이 수월하다.
(예를 들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된) 은행권 검사기는 그 기기의 비교적 낮은 비용 때문에 대
부분의 상점이 구입할 수 있다. 검사기는 또한 판매 기기에 구현될 수 있다.
은행 발행 수표 및 개인 수표. 섬유가 매립된 수표는 쉽게 날조될 수 없다. 은행이 본 명세서에 기술된 기법을 이용하여
자기앞수표를 발행한다면, 수취인, 금액, 및 발행일과 같은 수표의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 인증서에 인코딩될 수 있다. 이
를 행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앞수표를 복제하거나 만드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면, 고객 X는 그녀의 은행 Y에게 D 금액의 자기앞수표를 수취인을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발행할 것을 요청한다.
은행 Y는 매체 인증서가 포함된 무기명 범용 수표에 수표를 인쇄한다. 무기명 수표는 잘 알려진 판매자 Z에 의해 제조된
다. 은행 Y는 또한 고객 X 및 금액 D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수표에 인쇄한다. 애플리케이션 인증
서는 은행의 개인키 K1을 이용하여 인코딩된다. 그 다음 고객 X는 엔티티 U에게 이 수표를 송신한다. 이때 U는 무기명 수
표 판매자 Z의 공개키 및 은행 Y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수표를 검사한다.
따라서, 고객은 이전에 (도 6을 참조하여) 약술한 이유 때문에 수표를 2번 복제할 수 없다. 암호적으로 강화된 애플리케
이션 인증서는 또한 고객이 그녀가 소유한 은행 발행 수표들을 만드는 것을 방지한다.
법률 문서. 원본의 문서가 법률 단체에 의해 종종 요구된다. 현재는 서명이 원본의 문서와 위조된 문서 간의 구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서는 서명에서 위조되기 쉽다. 인쇄 용지는 (예를 들면, 용지 판매자로
부터 이용가능한) 광섬유들로 매립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이러한 용지에 법률 문서를 인쇄하고 그 문서에 관한
중요한 정보, 즉, 날짜, 시간, 속한 단체 등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스템핑할 수 있다.
날조 방지 애플리케이션. 섬유 기반 라벨은 동일한 라벨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대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라벨링 시스템은 날조의 증거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매우 적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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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선박 컨테이너는 섬유가 매립된 라벨(또는 테이프)을 가지고 밀봉될 수 있다. 선박 회사 및/또는 고객 및 항만
관리 위원회와 같은 권위자는 라벨을 밀봉할 때 추가적인 증명서를 인쇄하여 내용물이 특정 조사를 통과한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밀봉은 컨테이너를 깨뜨려 여는 임의의 시도가 이 밀봉들을 반드시 손상시키도록 부착될 수 있다. 목적지에서, 고
객, 항만 관리 위원회, 또는 선박 회사의 지역 본부가 (예를 들면, 도 8을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은) 검사 장치를 이용하
여 컨테이너가 날조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밀봉된 라벨이 본래의 것인지 검사할 수 있다.
날조가 분명히 나타나는 컨테이너 밀봉은 일반 선박 회사들에게 값들을 추가한다. 이들 밀봉은 또한 대양을 건너는 선박
을 보호하여 국가적인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라벨 스캐너 시스템
한 구현에서, 한번에 2개의 섬유관 개구들 중 오직 하나가 조명된다. 결과적으로, 각 섬유관은 예를 들면 임의로 선택되는
원점에 관련하는 (예를 들면, 라벨 표면이 2차원이기 때문에 이 관의 각 개구에 대해 2개인) 4개의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광섬유 패턴의 완전한 맵(map)(또는 캡쳐(capture) 함수)이
다.
상기 수학식에서,

으로 작성될 수 있

은 k번째 섬유관의 좌표이며 P는 라벨의 섬유 패턴이다. 상기와 같이, 광섬유 패턴과 이 패

턴의 맵 간의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M4에서 위첨자는 광섬유 패턴의 완전한 맵이 4차원 함수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는 (이 광섬유의 형태가 무시된다면) 4개의 좌표 숫자들이 하나의 섬유관의 기하학적 위치를 완전히 나타내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M4 캡쳐 함수의 한가지 단점은 정교한 스캐닝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보다 상세히는, 섬유관의 전체 좌표를 캡쳐하
기 위하여, 2개의 섬유관 개구 중 한번에 한 개구를 조명해야 한다. 섬유의 끝의 사이즈보다 큰 라벨의 영역을 조명하는 것
은 하나 이상의 섬유관이 동시에 조명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판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M4 캡쳐 함수는 아주 작은 스포트라이트(spot light)를 이용해야 한다. 스포트라이트는 라벨의 표면을 통하여 이동될 수
있다.
대안으로, 작은 스포트라이트들이 작은 광원의 고정된 그리드(grid)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될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정
확한 모터가 스포트라이트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이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캐너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이 방법은
스포트라이트가 정교한 스테이지(stage)에서 라벨 표면을 커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섬유 패턴을 캡쳐하는데에 드는 시
간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또한 높은 측정 정확도를 유지시키는 값비싼 조명 요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1/2 밀리미터 이내로 섬유 좌표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광원은 각각의 1/4 평방 밀리미터 내에 위치될 필요가 있다. 이는 상
대적으로 더 비싸고 확장이 불가능한 조건이다.
몇몇의 구현에서, 고정된 파티션 스캐닝 및 스윕 라인 스캐닝인, 2가지 방법이 이용되어 섬유가 매립된 라벨을 스캔하는
반면 효율성과 위조 방지(및/또는 날조 방지)를 보유할 수 있다. 고정된 파티션 스캐닝에서는, 라벨이 연달아 개별적으로
조명하는 가상 타일들로 나뉘어진다. 스윕 라인 스캐닝에서는, 동일한 라벨에 2번의 스캔이 이루어진다. 각 스캔에 의해
캡쳐된 데이터는 서로 연관된다. 이들 2개의 방법은 도 9 및 10을 참조하여 이하 더 기술될 것이다.
고정된 파티션 스캐닝
도 9는 고정된 파티션 스캐닝에 대한 예시적인 시스템(900)을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라벨은 M x N 가상 타일들
(도 9에서는 2 x 3)로 나뉘어질 수 있다. 타일(902 내지 912)은 연달아서 개별적으로 조명한다. 타일들 중 하나(910)가 조
명하는 한편 다른 타일(902 내지 908 및 912)은 어두운 채로 남아있다. 조명하는 섬유 개구들은 타일(904, 906, 908 및
912)에 나타나며 작은 점(예를 들면, 914 및 916)으로 표현된다. 조명하지 않는 섬유 개구들은 타일(902, 904, 906, 908,
및 912)에 나타나며 단부들(예를 들면, 918 및 920)에 점이 없는 실선들로 표현된다.
이러한 구성의 스캐너는 M x N 스캐닝 블럭들로 구성되는데, 각 블럭은 카메라 및 하나 이상의 조명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블럭은 불투명한 벽으로 분리될 수 있어서, 일부분을 조명하는 블럭(또는 켜진 블럭)으로부터의 조명은 다른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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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블럭(또는 꺼진 블럭)으로 누출되지 않는다. 계속하여, 각각의 M x N 스캐닝 블럭은 자신의 내부 조명을 켜는 한편(노
출이라 칭함), 다른 블럭들은 자신들의 조명을 끄고 자신들의 카메라로 조명되는 섬유 개구들을 캡쳐한다. 스캐닝 프로세
서의 결과인 일부분 캡쳐 Msub-div(P)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상기 수학식에서, Lk는 k번째 화상 블럭의 빛이 조명할 때, 섬유 개구들의 좌표의 리스트,

이며, 여기

는 k번째 블럭이 조명될 때, i번째 화상 블럭에서 캡쳐된 섬유 개구들의 좌표들의 리스트이며,

서

이다.
도 9를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일부분 캡쳐 함수는 한 세트의 카메라 및 전구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각 화상 블
럭이 비교적 작은 영역, 소비자 웹캠(webcam)과 같은 낮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커버하기 때문에, 충분히 총 시스템 비용은
줄어든다. 일부분 스캔에서, 감소 함수 R이 각 노출 시에 캡쳐된 섬유 좌표들의 각 리스트에 적용된다.

상기 식에서,

은 k번째 노출 시에 i번째 화상 블럭에 의해 캡쳐되는 데이터이다.

검사 프로세스는 각 노출 시에 얻어진 데이터를 비교하는 동작을 포함한다. R(M(P))이 라벨을 제조할 때 얻어지며
R(M'(P))이 현장에서 얻어진다고 가정하면, i≠k인 모든 쌍 (i, k)에 대하여,
언될 수 있으며, 라벨이 진품이라면,

이라면 라벨은 진품이라고 선

도 성립한다.

압축 및/또는 해슁이 섬유 데이터에 적용되는 구현들에서, 감소 함수 R은 각 노출 중에 캡쳐된 섬유 좌표들의 각 리스트
에 적용된다. 예시적인 압축 기법들이 제목이 "섬유 데이터 압축"인 섹션에 관련하여 이하 더 기술된다.
감소 함수 R이 항등 함수 R(A)≡A인 경우에, 검사는 i≠k인 모든 쌍 (i, k)에 대하여
다. 각

를 C'i k와 비교하는 것과 동일하

은 화상 블럭에 국부적인 2차원 좌표 시스템에 표현된 한 세트의 점들일 수 있다.

를 C'i k와 비교하는 것은

한 구현에서는 2개의 점 세트들이 매치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C'i k의 적어도 P 개의 점들이 Ci k의 고유한 매치 점들을
갖는 2개의 점 세트는 단단한 움직임 변환 T(회전, 평행 이동, 원근적 왜곡)가 존재할 때 동일하다고 선언되며, 이 2개의
점 세트가 동일하다면 단단한 움직임 변환 T도 존재한다. 여기서, P는 Ci

k

및 C'i

k

모두에서의 점들의 상당 부분의 개수를

및
인 소정의 2세트의 노출 데이터 M 및
나타낸다. 그러므로,
M'은 매치하는 에러 반지름 ε 및 매치율 ρ와 관련하여 다음이 참일때 동일하다고 간주된다.
i는 노출 블럭을 나타내고 k는 화상 블럭을 나타내는 모든 쌍의 i 및 k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단단한 물체 카메라
변환 T가 존재한다.
1. 다음의 매치 기준을 만족시키는 Ci

k

에 D 개의 점 {p 1, p 2,..., p D}이 존재한다:

인 Ci k의 한 세트의 D개의 점{p 1, p 2,..., p D}이 존재하며, 여기서 ∥x-y∥는 점 x와 y 간의 거리 L2 을 나
타낸다.
2.

, 여기서 ｜X｜는 세트 X의 점의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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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물체 카메라 변환 T를 발견하는 것은 별자리 매칭, 점 패턴 매칭 등과 같은 기법들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스윕 라인 스캐닝
스윕 라인 스캐닝은 1차원 이동으로 라벨 표면을 동적으로 스캔함으로써 고정된 파티션 스캐너보다 개선되었다. 따라서,
이 기법은 위조 공격으로부터 보다 강력할 수 있다.
도 10은 스윕 라인 스캐닝 시스템(1000)의 예시적인 측면을 도시한다. 시스템(1000)은 조명실(1002) 및 화상실(1004)
을 포함한다. 조명실(1002)은 라벨(1010)에서 좁은 직사각형 스트립(strip)(즉, 조명 윈도우(1008))를 강하게 조명하는
복수의 녹색의 극도로 밝은 발광 다이오드(LED)를 포함할 수 있다. 빛은 그 단부가 조명 윈도우(1008) 안쪽에 위치하는
섬유관들(1012)을 통해 이동하는데 (화상 윈도우(1016)에서와 같이) 화상실(1014) 아래 영역에 나타난다. 조명 섬유의
단부들의 위치는 소비자 등급 비디오 카메라(1018)에 의해 캡쳐될 수 있다. 또한, 화상실(1004)은 일정하게 라벨 표면
(1010)을 조명할 수 있는 낮은 강도의 복수의 적색 LED(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가이드 패턴(guide pattern)들은 캡
쳐된 비디오 데이터로부터의 섬유의 단부들에 정확히 위치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한 구현에서, (예를 들면, 녹색과 적색인) 모든 조명 LED는 스캐너가 한 방향(1020)으로 라벨 표면을 가로질러 이동되기
때문에 왼쪽에 위치한다. 비디오 카메라(1018)는 화상 윈도우(1016)에 직접적으로 위치한 라벨의 영역의 연속적인 샷들
을 얻는다. 캡쳐된 비디오 데이터는 적색 조명 아래의 라벨 표면 및 녹색 조명 내의 조명되는 섬유 단부들을 포함한다. 물
론, 가이드들 및/또는 섬유 단부들에 조명을 비추는 색들의 다른 조합(또는 동일한 색)이 이용될 수 있다. 비디오 데이터는
섬유 위치들을 추출하는 (도 17을 참조하여 기술된 컴퓨팅 환경과 같은) 컴퓨터로 제공된다. 한 구현에서, (예를 들면, 섬
유 단부들 대 가이드들의) 다른 LED 색상들은 카메라/컴퓨터가 라벨에 인쇄되는 가이드 패턴과 조명되는 섬유 단부들을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스캐너 데이터 처리
스캔된 섬유 데이터는 탐지 에러 및 라벨의 마모 및 찢어짐을 견딜 수 있는 화상 처리 및 기하학적 매칭 알고리즘의 조합
을 이용하여 처리될 수 있다.
도 11은 예시적인 스캐너 데이터 처리 방법(1100)을 도시한다. 이 방법(1100)은 (도 10을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조명되는 라벨의 하나 이상의 캡쳐된 비디오 화상에 적용될 수 있다. 가이드 패턴들(1102) 및 조명 섬유 단부들(1104)의
위치가 각 비디오 샷으로부터 추출된다. 도 10을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한 구현에서 개별적인 조명 스펙트럼(예를 들
면, 녹색 및 적색)의 사용은 섬유 단부들 및 가이드 패턴들의 추출을 단순화하며 고속화한다.
정확한 움직임 변환 T는 추출된 데이터(1106)에 기반하여 결정될 수 있다. 변환 함수 T는 2개의 샷 간의 카메라의 상대
적인 움직임을 캡쳐한 것으로 고려되어 이 변환 함수 T는 하나의 샷 내의 샘플들이 이전 샷의 좌표 시스템에 매핑되는 방
법을 결정한다. 이 연속적인 샷들(예를 들면, 2개의 샷)들의 결과는 서로 관련될 수 있으며 점들의 단일하고 일관된 맵이
작성될 수 있다(1108). 섬유 패턴의 2차원 맵은 연속적인 카메라 샷들을 모두 스티칭(stitching)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이 맵은 왼쪽 단부들이 조명 스트립 바로 아래에 있는 섬유관들의 오른쪽 단부들의 일련의 카메라 샷들을 생성한다. 카메
라 내의 프레임율이 스캐너의 이동 속도와 비교할 수 있는 한, 대부분 또는 모든 섬유 개구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 캡쳐될
것이다.
도 12 및 도 13은 동일한 라벨(1010)의 2개의 추출된 연속적인 카메라 샷을 도시한다. 도 12 및 도 13 각각은 조명 윈도
우 및 화상 윈도우(각각, 1008 및 1016)를 도시한다. 도 14는 도 12 및 도 13의 샷들의 추출된 데이터 점들의 대응관계를
도시한다. (도 12 및 도 13의) 이 2개의 샷은 각각 3개의 섬유 개구를 캡쳐하는데, (예를 들면, 도 14의 점선 화살표(1402)
가 표시한 바와 같이)이 섬유 개구 중 2개는 동일한 섬유관의 섬유 개구이다. 도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들 2개의 샷
에서 가이드 표시들의 쌍들 간의 대응관계가 존재한다.
추출된 데이터로부터, (도 12 및 도 13의 샷들과 같은) 2개의 연속적인 카메라 샷 간의 움직임 변환 T가 결정될 수 있다
(도 11의 단계(1106)). 변환 함수 T는 2개의 샷들 간의 카메라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캡쳐하고 한 샷 내의 샘플들이 이전
샷의 좌표 시스템에 매핑되는 방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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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소정의 N개의 연속적인 카메라 샷들은, 그 각각이 한 세트의 점
를 캡쳐하며, 여기서 k=1...N, 및
N-1 움직임 변환 Tk->k+1에서 k=1...N-1이며, 이 모든 점들은 전역적인 좌표 시스템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제1 카메라 샷의 좌표 시스템은 전역적인 좌표 시스템으로 선택될 수 있다. k>1인 점 집합 Qk 내의 모든 점은 다음의
수학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좌표 시스템으로 변환된다.

수학식 1

2개의 연속적인 카메라 샷 간에 공유되는 충분한 점이 주어질 때, 카메라 움직임 변환 함수 T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2
개의 연속된 카메라 샷이 2 세트의 섬유 개구들(점들) Q 1 및 Q2를 캡쳐한다고 가정하며, 이 Q1 및 Q2 각각은 한 세트의 점
으로 구성되며 2차원 좌표로 표현된다.

매칭 허용 오차 δ가 주어지면, 카메라 움직임 변환 T 및 넌엠티(non-empty) 매칭 M이 발견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M은
P1의 서브셋으로부터 동일한 사이즈의 P2의 서브셋까지 1 대 1 매칭을 구성한다:

L= M의 크기이며, 1≤I≤L인 모든 I에 대하여,

(여기에서 ∥(x, y),(u, v)∥는 2점 (x, y)와 (u,

v) 간의 유클리디안(Euclidean) 길이 L2임) 하는
및

, 여기에서

.

매칭 M으로부터, 움직임 변환 T의 파라미터들이 추정될 수 있으며, 3 x 3 유사변환 행렬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Rij 파라미터는 샷들 간의 카메라의 상대적인 회전을 캡쳐하고, Tx 및 Ty는 카메라의 가로 및 세로 평행이동의 파라미터
를 나타낸다. t1 및 t2 파라미터는 라벨 표면에 관련하여 카메라의 약간의 경사를 캡쳐한다. 스캐너가 평평한 라벨 표면에
의해 압력을 받으면, 이들 2개의 파라미터는 0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2 카메라 샷으로부터의 샘플들을 제1 샷의 좌표 시스템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변환 행렬 T를 샘플의 좌표에 곱할 수
있다.

Q 1과 Q2 간의 매칭 M에 의해, 다음의 선형 방정식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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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가 없는 변환 행렬 T가 6개의 빈 파라미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2 샷들 간의 매칭 점들의 오직 3개의 쌍이 움직임 변
환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하다. 충분한 쌍의 매칭 점들을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 패턴들의 라벨에 위치될 수 있어, 스캐너는
오직 하나 또는 2개의 섬유 개구가 2개의 연속적인 카메라 샷 간에 공유되는 상황을 허용할 수 있다.
일단 정확한 움직임 변환 T가 발견되면, 2개의 연속적인 샷 Q1 및 Q 2의 결과가 서로 연관될 수 있고 점들의 단일한 일관
된 맵이 작성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수학식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캔 중에 모든 카메라 샷 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 마지막 결과는 라벨 내의 모든 섬유의 (오른쪽) 단부들의 단일하고 일관된 맵이다. 동일한 스캐닝 프로세스가 왼쪽
섬유 단부들을 얻기 위하여 역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오른쪽 섬유 단부들의 맵이 충분히 위조 방지를 제공할 수 있다.
검사 과정
(예를 들면,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은) 라벨 제작 단계 중, 스캐너는 섬유의 단부들의 참조 단일 맵을 생
성한다. 이 맵은 제목이 "섬유 데이터 압축"인 섹션을 참조하여 이하 더 기술될 바와 같이 압축될 수 있으며 매체 인증서로
서 암호적으로 인코딩될 수 있다. (도 8을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라벨 검사 단계 중, 스캐닝 과정은 기본적인 섬유 패
턴의 제2 맵을 생성하는 데어 한번 더 적용될 수 있다. (도 11을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동일한 점 매칭 방법이 2개의
맵이 동일한 섬유 패턴을 기술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다.
도 15는 (실선(1502)에 의해 분리되는) 광섬유 라벨의 2개의 개별적인 스윕-라인 스캔으로부터의 점 매칭 결과(1500)를
도시한다. 십자가들로 표시된 점들은 탐지기에 의해 캡쳐된 섬유 개구들이다. 실선(1502) 위쪽의 십자가들과 실선(1502)
의 아래쪽의 십자가들을 연결시키는 실선들은 캡쳐된 섬유 단부들(1504)의 2개의 맵 간의 기하학적 매칭을 나타낸다. 도
15는 매치되지 않은 섬유 개구들(1506) 및 가이드 패턴들(1508) 또한 포함한다.
소정의 임계값(즉, 판정 임계값)을 웃도는 높은 매칭율은 그 라벨이 진품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낮은 매칭율은 그 라벨이
위조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한 구현에서, 동일한 라벨의 2번의 스캔 간의 점 매칭율(즉, 긍정적인 매칭율)은 통상적으로
70%와 85% 사이의 범위에 있는 한편 2개의 다른 라벨의 스캔 간의 매칭율(즉, 부정적인 매칭율)은 대략 10% 내지 15%이
다. 변동은 통상적으로 대략 2% 내지 5%이다. 이 비율은 판정 임계값이 1.2 x 10-12보다 작은 위양성율(false-positive
rate)을 산출하고 2.9 x 10-7보다 작은 위음성율(false-negative rate)을 산출하는 50% 근처의 어딘가에서 선택될 수 있
다.
거짓 긍정율 및 거짓 부정율은 시스템을 많이 변경하지 않고 더 줄일 수 있다. 매칭 에러의 한 주요인는 카메라 렌즈의 자
체의 왜곡이다. 카메라의 왜곡들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눈금교정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존의
카메라 눈금 교정 기법들이 적용되어 긍정 매칭율을 거의 95%로 향상시키고 대략 5% 이하로 부정 매칭율을 낮출 수 있다.
또한, 한 구현에서,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스캐너 시스템은 현재 $30 내지 $50의 범위의 비용이 드는 소비자 등급의 퍼스
널 컴퓨터(PC) 카메라만이 필요하다. 또는, 전체 라벨 표면을 커버하는 매우 고해상도의 고정된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구성은 고해상도 카메라가 일반적으로 저해상도 PC 카메라보다 몇 등급 이상이 더 비싸기 때문
에 스캐너 시스템이 고가로 될 수 있다. 또한, 고정된 고해상 카메라로부터 부피가 큰 비디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스캐너 시스템은 고성능의 프로세서가 필요하여, 총 시스템 비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스윕 라인 스캐너로부터의 캡쳐 데이터를 처리하는 복수의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의 정교한 접근은 캡쳐된 섬
유 단부들의 위치와 캡쳐한 시간에 스캐너의 위치에 매치시킬 것이다. 이 방법은 사실상 3차원에 매우 근접한 "차원"을 가
지는 섬유들의 맵을 생성한다. 그 이유는 단일한 섬유관의 2개의 개구 중 오른쪽 개구의 위치는 (2차원으로) 정확하게 기
록되고 다른 것은 스캐너의 위치에 의해 대략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다. 조명 스트립이 특정 너비를 가지기 때문에, 왼쪽
개구의 가로 위치는 에러가 조명 스트립의 1/2 너비와 동일한 근사치로 캡쳐된다. 그러므로, 조명 스트립이 좁아질수록 캡
쳐 데이터의 차원은 3차원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라벨 특징들의 맵은 대략 2차원, 3차원, 또는 4차원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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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현에서, 3차원에 가까운 맵을 구하는 대신, 오른쪽 섬유 단부들의 2차원 맵이 계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한 매핑
이 2차원의 점 세트라도, 스캐닝 움직임의 특징은 저렴한 위조 시도(예를 들면, 모방하는 섬유관이 짧은)가 (도 8을 참조하
여 기술된 바와 같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히 보장한다.
섬유 데이터 압축
다양한 구현에서, 소정의 라벨에서 섬유 위치들을 압축하는 2개의 클래스의 알고리즘이 이용될 수 있다. 이 알고리즘 클
래스는 둘다 다음의 3 단계로 구성된다.
1. PDF를 계산. [2 클래스 모두] 라벨의 실제 영역 상의 픽셀 조명에 대한 가능성 분포 함수(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PDF)를 계산한다. 이 단계는 제조 프로세스 및 라벨의 영역 상에서 섬유의 예측된 분산에 의존한다. PDF는 제조
이전에 시스템 행위를 추정하도록 분석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최상의 결과를 위해, 제조 공정의 출력치는 정확한
PDF를 계산하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100 x 100 픽셀 행렬을 가지고 20 픽셀에 대응하는 섬유 길이로 스
캔된 정방형 라벨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계산된 PDF가 도 16에 도시된다.
2. 점 대 점 벡터 인코딩(Point-to-Point Vector Encoding)
a. [클래스 Ⅰ] 섬유 끝 점들 간의 벡터들이 가능한 적은 비트들로 이용되도록 인코딩 될 수 있다. 각 벡터는 산술적 코더
(coder)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인코딩될 수 있다. 라벨의 영역 내의 소정의 "앵커" 픽셀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영역 내의 다른 별개의 픽셀을 가리키는 벡터가 인코딩될 수 있다. 그 영역 내의 (A와는 별개의) 모든 픽셀이 그 픽셀들
의 A와의 거리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렬된다. 동일한 거리에 있는 픽셀들은 그들이 조명될 가능성에 따라서 정렬된다.
정렬된 리스트의 픽셀들은 P={P1...Pn}로 나타낼 수 있다. 각 픽셀 Pi 는 Pi가 P의 제1 또는 제2 조명된 픽셀일 로그 가능성
과 같은 복수의 비트를 이용하여 정렬된 리스트에 인코딩될 수 있다.
b. [클래스 Ⅱ] 라벨에 모든 조명된 픽셀을 통하는 경로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로는 한 벡터의 목적지가 이어지는 벡
터의 소스인 벡터의 리스트이다. 소정의 조명된 픽셀 A와 가장 근접한 k개의 조명된 픽셀들에 대하여, 총 K(K-1)개의 벡
터 튜플이 작성될 수 있는데, 이 튜플은 자신의 제1 벡터의 목적지 및 자신의 제2 벡터의 목적지로서 A를 가진다. 튜플 내
에 소정의 제1 벡터에 대하여, 다음 벡터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코딩된다. B는 튜플의 제1 벡터의 소스 픽셀로 표시될
수 있다. A보다 B에 가까운 모든 픽셀은 인코딩으로부터 차단될 수 이고 라벨의 영역 내의 남은 픽셀은 클래스 I 인코더의
경우와 같이 리스트 P로 정렬될 수 있다. 그 다음, P로부터의 픽셀 Pi는 Pi가 P의 제1 조명된 픽셀일 로그 가능성과 같은 복
수의 비트를 이용하여 인코딩될 수 있다.
3. 제한된 비트 공급을 이용하는 최장 거리 찾기가 기술될 수 있다
a. [클래스 Ⅰ] 최적화 문제는 비대칭 외판원 문제의 변형으로서 모델링될 수 있다. 그래프 G를 이용하여 모델링되는 이
문제에서 각 노드는 조명된 픽셀을 나타내고 2개의 노드 간의 각각의 에지(edge)의 가중치는 벡터를 나타내는 데에 이용
되는 비트수를 나타낸다. 제한된 비트 공급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노드가 방문되는, G의 경로가 바람직하다. 이는 NP-하
드 문제이다(즉, 판정 문제의 복잡도 등급이 본질적으로 폴리노미얼(polynomial) 시간 이내에 넌디터미니스틱 튜닝 머신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복잡도 등급보다 높다).
b. [클래스 Ⅱ] 최적화 문제가 비대칭 외판원 문제의 다른 변형으로서 모델링될 수 있다. 이 모델은 클래스 Ⅱ 인코딩 방
식의 설명에 따라서 생성되는 경로에 의존하여 에지 가중치들이 변경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클래스-Ⅰ의 모델과 유사하다.
이 문제 또한 NP-하드 문제이다.
라벨을 만드는 가격이 인코딩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된 압축율과 지수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점의 서브셋 압축 알고리즘은
범용 라벨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클래스 Ⅰ의 기법은 직접적인 압축 기법들보다 약 15% 내지 25% 높은 압축
율을 달성하고 클래스 Ⅱ는 압축율에 있어서 15% 내지 25%의 상승을 추가적인 갖는 것이 더 기대된다.
하드웨어 구현
도 17은 임의로 매립된 광섬유를 이용하는 위조 방지 및/또는 날조 판정 라벨의 제공에 관련하여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기법을 구현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1700)을 도시한다. 컴퓨터 환경(1700)은 단지 컴퓨팅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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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이며 컴퓨터 및 네트워크 구조의 사용 및 기능의 범위에 임의의 제한을 제안하도록 의도되지 않는다. 또한 컴퓨터 환
경(1700)은 예시적인 컴퓨터 환경(1700)에 도시된 컴포넌트 중 임의의 하나 또는 그 조합에 관련하는 임의의 의존 관계
또는 요구 사항을 갖는다고 해석되어서도 안된다.
컴퓨터 환경(1700)은 컴퓨터(1702) 형태의 범용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1702)의 컴포넌트는 (선택적으로 암
호 프로세서 또는 코프로세서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싱 유닛(1704), 시스템 메모리(1706), 및 프
로세서(1704)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를 시스템 메모리(1706)에 연결하는 시스템 버스(1708)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스템 버스(1708)는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 중의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 주변 버스,
AGP(accelerated graphic port), 및 프로세서 또는 로컬 버스를 포함하는 몇가지 유형의 버스 구조 중의 임의의 것 중 하
나 이상을 나타낸다. 예로서, 이러한 아키텍처는 산업 표준 아키텍처(ISA) 버스, 마이크로 채널 아키텍처(MCA) 버스, 인핸
스드 ISA(Enhanced ISA; EISA) 버스, 비디오 일렉트로닉스 표준 어소시에이션(VESA) 로컬 버스, 및 메자닌(Mezzanine)
버스로도 알려진 주변 컴포넌트 상호접속(PCI) 버스(및 PCI 익스프레스 버스와 같은 PCI 버스의 변형물)를 포함할 수 있
다.
컴퓨터(1702)는 통상적으로 다양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매체는 컴퓨터(1702)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으며,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removable) 및 비분리형(non-removable)
매체를 둘다 포함한다.
시스템 메모리(1706)는 RAM(1710)과 같은 휘발성 메모리, 및/또는 ROM(1712)과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의 형태의 컴퓨
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시동중과 같은 때에 컴퓨터(1702) 내의 구성요소들 간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는 기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1714; BIOS)은 ROM(1712)에 저장된다. RAM(1710)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싱 유닛
(1704)에 즉시 액세스될 수 있고 및/또는 프로세싱 유닛(1704)에 의해 현재 작동되는 프로그램 모듈 및/또는 데이터를 포
함한다.
컴퓨터(1702)는 또한 다른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로서, 도 17에는 비
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매체(도시되지 않음)로부터 판독하거나 그 자기 매체에 기록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716), 분
리형 비휘발성 자기 디스크(1720)(예를 들면,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판독하거나 그 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718), 및 CD-ROM, DVD-ROM 또는 기타 광학 매체 등의 분리형 비휘발성 광학 디스크(1724)로부터 판독하
거나 그 광학 디스크에 기록하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1722)가 도시되어 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716), 자기 디스
크 드라이브(1718),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1722)는 각각 하나 이상의 데이터 매체 인터페이스(1726)에 의해 시스템 버
스(1708)에 접속된다. 또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716),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718),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1722)
는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시스템 버스(1708)에 접속될 수 있다.
디스크 드라이브 및 이들과 관련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컴
퓨터(1702)의 다른 데이터의 비휘발성 저장소를 제공한다. 예에서는 하드 디스크(1716), 분리형 자기 디스크(1720), 및
분리형 광학 디스크(1724)가 도시되지만, 자기 카세트 또는 다른 자기 저장 장치, 플래시 메모리 카드, CD-ROM, DVD,
또는 다른 광학 저장 장치, RAM, ROM, EEPROM 등과 같이,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컴퓨
터 판독가능 매체의 다른 유형 또한 예시적인 컴퓨팅 시스템 및 환경을 구현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1726),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728), 다른 프로그램 모듈(1730), 및 프로그램 데이터
(1732)를 예로서 포함하는 임의의 수의 프로그램 모듈은 하드 디스크(1716), 자기 디스크(1720), 광 디스크(1724),
ROM(1712), 및/또는 RAM(1710)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오퍼레이팅 시스템(1726),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1728), 다른 프로그램 모듈(1730), 및 프로그램 데이터(1732)(또는 이들의 몇몇의 조합) 각각은 분산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상주 컴포넌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현할 수 있다.
사용자는 키보드(1734) 및 포인팅 장치(1736)(예를 들면,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터(1702)에 명령 및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상세하게는 도시되지 않은) 기타 입력 장치(1738)는 마이크로폰,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안테
나, 직렬 포트, 스캐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입력 장치 및 그외의 입력 장치는 시스템 버스(1708)에 연결된 입/출력
인터페이스(1740)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1704)에 접속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SB) 와
같은 기타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해 접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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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1742) 또는 다른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또한 비디오 어댑터(1744)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
(1708)에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1742)외에도, 다른 출력 주변 장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1740)를 통해 컴퓨터(1702)
에 접속될 수 있는 스피커(도시되지 않음) 및 프린터(1746) 등의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1702)는 원격 컴퓨팅 장치(1748)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접속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서 동작할 수 있다. 예로서, 원격 컴퓨팅 장치(1748)는 퍼스널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컴퓨터, 피
어(peer) 장치, 또는 기타 공통 네트워크 노드, 게임 콘솔등 수 있다. 원격 컴퓨팅 장치(1748)는 컴퓨터(1702)에 관련하여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요소 및 특징 중 다수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로서 도시된다.
컴퓨터(1702)와 원격 컴퓨터(1748) 간의 논리적 접속은 근거리 통신망(LAN; 1750) 및 일반적인 원거리 통신망(WAN;
1752)으로 도시된다. 이러한 네트워킹 환경은 사무실, 기업 광역 컴퓨터 네트워크(enterprise-wide computer network),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LAN 네트워킹 환경에서 구현되는 경우, 컴퓨터(1702)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1754)를 통해 LAN(1750)에
접속된다. WAN 네트워킹 환경에서 구현되는 경우, 컴퓨터(1702)는 일반적으로 WAN(1752)을 통해 통신을 구축하기 위
한 모뎀(1756) 또는 기타 수단을 포함한다. 컴퓨터(1702)로의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1756)은 입/출력 인터
페이스(1740) 또는 기타 적절한 메카니즘을 통해 시스템 버스(1708)에 접속될 수 있다. 도시된 네트워크 접속은 예시적이
며 컴퓨터(1702 및 1748) 간의 통신 링크(들)를 구축하는 다른 수단이 이용될 수 있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팅 환경(1700)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컴퓨터(1702)에 관하여 도시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
부분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예로서, 원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758)은 원격 컴퓨터(1748)의
모리 장치(181)에 상주한다. 도시를 목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같은 다른 실행가능한
로그램 컴포넌트가 본 명세서에서 분리된 블럭들로 도시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는 컴퓨팅 장치(1702)의
른 저장 컴포넌트에 여러번 상주하며 컴퓨터의 데이터 프로세서(들)에 의해 실행된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일
메
프
다

다양한 모듈 및 기법이 하나 이상의 컴퓨터 또는 다른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 실행가능 명
령어와 일반적으로 관련하여 본 명세서에서 기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터 유형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오브젝트, 컴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모
듈의 기능은 다양한 구현에서 원한다면 결합되거나 분산될 수 있다.
이들 모듈 및 기법의 구현은 몇몇 형태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저장되거나 이 매체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다. 예로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
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되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기타 메모리 기술, CD-ROM, DVD(digital versatile disk) 또는 기타 광학 저장장
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장치 또는 기타 자기 저장장치, 또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고 원하
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임의의 기타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통신 매체"는 통상적으로 반송파 또는 기타 전송 메카니즘 등의 날조된 데이터 신호에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터 구
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를 포함한다. 통신 매체는 또한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날조된 데이터 신
호"라는 용어는 신호 내에 정보를 인코딩하도록 설정되거나 변환된 특성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갖는 신호를 의미한다. 예
로서,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직접 유선 접속 등의 유선 매체와, 음향, RF, 적외선 및 기타 무선 매체 등의 무선 매
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술한 것들 중의의 임의의 조합이 또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범위 내에 포함
된다.
결론
본 발명이 구조적 특징 및/또는 방법론적 행위에 특정된 언어로 기술되어 왔지만, 특허 청구 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은 기
술된 특정 특징 및 행위를 반드시 제한하지 않는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오히려 특정 특징 및 행위는 청구된 발명을 구현하
는 예시적인 형태로서 개시된 것이다.

- 16 -

공개특허 10-2005-0087728

발명의 효과
(매립되거나 자연적으로 본래 갖추어진) 임의로 발생하는 라벨의 특징들을 이용하여 위조 방지 및/또는 날조 장치 라벨들
을 제공할 수 있는 기법이 개시된다. 보다 상세히는 임의로 발생하는 특징들을 포함하는 라벨이 스캔되어 라벨들의 특징들
을 결정한다. 이 스캔으로부터의 정보가 사용되어 각 라벨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식별 표식을 제공하고 이후에 존재하는 라
벨 특징들에 대하여 이 정보를 검사하여 라벨이 진품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기술된 구현에서, 식별 표식은 암호로 서
명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개인키를 가지고 라벨(label)의 복수의 특징을 인코딩하여 매체 인증서를 제공하는 단계,
공개키를 가지고 상기 매체 인증서를 디코딩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에 대하여 상기 디코딩된 매체 인증서를 검사하여 상기 라벨이 진품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은 상기 라벨에 존재하는 복수의 광섬유관(fiber optic strand)들의 좌표들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는 상기 라벨을 갖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는 상기 라벨을 가지며 상기 매체 인증서는 바코드 및 RFID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
상의 아이템으로 표현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는 원격적으로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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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하여 원격적으로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 단계는
상기 라벨의 적어도 2개의 샷(shot)을 얻는 단계,
상기 라벨 샷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데이터의 움직임 변환 함수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의 다차원 맵(map)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의 상기 다차원 맵은 약 2, 3, 및 4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차원을 가지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데이터는 가이드 패턴 좌표들 및 조명된 섬유 단부 좌표들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데이터를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의 상기 다차원 맵은 압축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에 관한 데이터는 상기 인코딩 단계 이전에 압축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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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은 광섬유 길이, 광섬유 곡률, 광섬유의 상대적인 광 강도, 광섬유의 발광성, 광섬유의 색, 및 광섬
유의 두께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특징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에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바인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에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바인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에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바인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는 개인키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에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바인딩시키는 단계,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증서가 상기 매체 인증서에 대응하는 가를 검사하여 상기 라벨이 진품인지 판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증서의 상기 검사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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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시에 제1항 기재의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를 저장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9.
라벨의 복수의 특징을 인코딩하여 매체 인증서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매체 인증서에 대응하는 식별 표식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라벨의 상기 복수의 특징에 대하여 상기 식별 표식을 검사하여 상기 라벨이 진품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은 상기 라벨에 존재하는 복수의 광섬유관의 좌표들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는 개인키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하는 단계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표식은 상기 라벨을 갖는 방법.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은 광섬유 길이, 광섬유 곡률, 광섬유의 상대적인 광 강도, 광섬유의 발광성, 광섬유의 색, 및 광섬
유의 두께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특징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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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표식은 상기 라벨을 가지며 상기 식별 표식은 바코드 및 RFID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아이템인 방법.

청구항 26.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표식은 원격으로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27.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표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하여 원격으로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28.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 단계는
상기 라벨의 적어도 2개의 샷을 얻는 단계,
상기 라벨 샷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데이터의 움직임 변환 함수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의 다차원 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의 상기 다차원 맵은 약 2, 3, 및 4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차원을 가지는 방법.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데이터는 가이드 패턴 좌표들 및 조명된 섬유 단부 좌표들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데이터를 포함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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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의 상기 다차원 맵은 압축되는 방법.

청구항 3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에 관한 데이터는 상기 인코딩 단계 이전에 압축되는 방법.

청구항 3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에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바인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에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바인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에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바인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는 개인키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36.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에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바인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는 상기 매체 인증서의 해쉬값에 의해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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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에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바인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는 애플리케이
션 데이터에 상기 매체 인증서의 해쉬 값을 첨가함으로써 제공되어 확장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에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바인딩시키는 단계,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증서가 상기 매체 인증서에 대응하는 가를 검사하여 상기 라벨이 진품인지 판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인증서의 상기 검사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40.
실행 시에 제19항 기재의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를 저장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1.
프로세서,
상기 프로세서에 연결된 시스템 메모리,
상기 프로세서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어 라벨의 복수의 특징을 스캔하는 매체 스캐너,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을 매체 인증서로서 인코딩하는 라벨 인코더,
상기 라벨 상의 상기 매체 인증서를 인쇄하는 라벨 프린터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스캔된 복수의 라벨 특징에 관한 데이터는 인코딩 이전에 압축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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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 프린터는 또한 상기 라벨 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를 인쇄하는 시스템.

청구항 44.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은 상기 라벨에 존재하는 복수의 광섬유관의 좌표들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5.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은 광섬유 길이, 광섬유 곡률, 광섬유의 상대적인 광 강도, 광섬유의 발광성, 광섬유의 색, 및 광섬
유의 두께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특징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6.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에 대하여 상기 매체 인증서를 검사하는 라벨 스캐너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7.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인증서에 바운딩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인증서로서 인코딩하는 애플리케이션 라벨 인코더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8.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로부터 떨어져 상기 라벨의 상기 매체 인증서를 스캔하는 라벨 스캐너, 및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을 스캔하는
검사 매체 스캐너를 포함하는 검사 시스템을 더 포함하고,
상기 매체 인증서가 공개키를 이용하여 디코딩되고 상기 디코딩된 매체 인증서가 상기 검사 매체 스캐너에 의해 상기 스
캔된 복수의 상기 라벨 특징과 매치된다면 상기 라벨은 진품으로 선언되는 시스템.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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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매칭은 임계값에 기반하여 판정되는 시스템.

청구항 50.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로부터 떨어져 상기 라벨의 상기 매체 인증서를 스캔하는 라벨 스캐너, 및 상기 복수의 라벨 특징을 스캔하는
검사 매체 스캐너를 포함하는 검사 시스템을 더 포함하고,
상기 매체 인증서가 공개키를 이용하여 디코딩되고 상기 디코딩된 매체 인증서가 상기 검사 매체 스캐너에 의해 상기 스
캔된 복수의 상기 라벨 특징과 매치되지 않는다면 상기 라벨은 위조품으로 선언되는 시스템.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매칭은 임계값에 기반하여 판정되는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 25 -

공개특허 10-2005-0087728
도면3

도면4

- 26 -

공개특허 10-2005-0087728
도면5

도면6

- 27 -

공개특허 10-2005-0087728
도면7

도면8

- 28 -

공개특허 10-2005-0087728

도면9

도면10

- 29 -

공개특허 10-2005-0087728
도면11

도면12

- 30 -

공개특허 10-2005-0087728
도면13

도면14

도면15

- 31 -

공개특허 10-2005-0087728
도면16

도면17

- 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