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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밀도 기하학 기호 세트를 인코딩하기 위한 시스템 및방법

요약

시스템 및 관련 기술은 운전자 면허, 바이오메트릭 ID, 여권, 또는 다른 거래 또는 식별 매체를 인코딩하는데 사용될 수 있

는, 예를들어 삼각형 바코드 형태의 인코딩과 같은 고밀도 기하학 기호 세트를 인코딩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한 관점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잉크제트, 레이저 또는 다른 프린터 또는 출력 장치는 예를들어 성명, 주소, 또는, 디지털 안면

사진, 홍채, 또는 망막 스캔, 지문, 서명, 또는 다른 정보 등과 같은 다른 식별 정보를 표현하기 위하여, 정의된 어레이에서

삼각형과 같은 기하학 기호로 종이, 플라스틱 또는 다른 매체에 인쇄할 수 있다. 기하학 기호는 한 관점에서 에일리어싱 영

향 및 다른 왜곡을 감소시키기도록 작용할 수 있는 백색 공간에 의해 실시예에서 분리된, 스태거 포맷(staggered format)

으로 배치될 수 있다. 삼각형 기호는 일반적으로 함께 보다 가깝게 배치될 수 있고 별개의 개별적인 기호의 수가 기호 세트

에 대하여 이용되는 컬러 공간의 범위에 따라서 스케일링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메트릭 홍채 또는 망막 스캔, 디지털 안

면 사진, 또는 다른 식별 또는 다른 정보를 만족스럽게 인코딩하는데 충분한 고밀도 정보가 달성될 수 있다. 실시예에서 리

드-솔로몬 기술과 같은 에러 보정 처리가 스캐닝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참조 팔

레트는 컬러 흐려짐 또는 다른 왜곡이 측정될 수 있는 스케일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쇄된 매체 내에 내장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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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 기호, 인코딩, 식별 정보, 컬러, 중간계조, 바이오메트릭 정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공지된 기술에 따른 통일 상품 코드(UPC)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고농도로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기하학 기호 세트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백색 공간 분리자를 포함하는 기하학 기호 세트의 양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특정 회전 및 스케일링 작업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특정 화상 캡쳐 작업에서 나타내어질 수 있는 에일리어싱 효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특정 화상 캡쳐 작업에서 나타내어질 수 있는 에일리어싱 및 화소화 효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특정 화상 캡쳐 작업에서 나타내어질 수 있는 에일리어싱 및 컬러 블렌딩 효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또다른 관점에 있어서 특정 화상 캡쳐 작업에서 나타내어질 수 있는 에일리어싱 및 블렌딩 효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삼각형 기호 세트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특정 화상 캡쳐 작업에서 나타내어질 수 있는 에일리어싱

효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참고 팔레트를 포함하는 기하학 기호 세트를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에러 보정 인코딩을 포함하는 데이터 인코딩을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컬러 공간에서 데이터 인코딩 표현을 나타내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매체 및 특정 인코딩 처리에서 데이터 인코딩을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특정 센터링(centering) 처리를 포함하는 기하학 기호의 화상 캡쳐 처리를 나타내는 도

면.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특정 기호 분리 및 인코딩 처리에 사용될 수 있는 수학식을 나타내는 도면.

도 16은 또다른 관점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컬러 공간에서 데이터 인코딩 표현을 나타내는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특정 기호 디코딩 작업을 나타내는 도면.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조도 보상을 포함하는 특정 기호 디코딩 작업을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 기호 세트

104 : 참조 팔레트

106 : 삼각형 기호

108 : 백색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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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스케일링된 화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식별 및 거래 매체에서 기호 인코딩의 분야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하학 기호 세트를 이용하여 컬

러 또는 중간 계조 공간에서 바 코드 또는 다른 기호 세트를 인코딩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출원의 주제는 2004년 6월 28일자 "초 고밀도 삼각형 기호 컬러 바코드 포맷(Ultra High Density Triangular

Symbology Color Barcode Format)"이라는 제목의 미국 가출원 번호 60/583,571호의 주제에 관련되고, 이 가출원은 본

출원과 동일한 실체가 지정되거나 동일한 실체의 과제의 의무가 있으며, 이 가출원으로부터 본 출원의 우선권이 주장되며,

이 가출원은 참조로 된다.

소매 제품, 운전자 면허 및 다른 상업적 또는 식별 매체에 인코드되는 통일 상품 코드(UPC)와 같은 범용의 바 코드 및 다른

인코딩 기술이 라벨 및 다른 재료 내에 특정 위치 및 크기에 대하여 정의되는 소정의 기호 세트에 의존한다. 그러나 도 1에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UPC, 및 관련 코드는 제곱 인치 당 내장된 비트를 고려하면 특별히 고정보 밀도를 획득

하지 못하며, 제곱 인치 당 100-300 비트 정도를 획득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길어진 코드 또는 기호 치수의 길이 및 폭에

대한 한 관점에 기인한다. 또한 이는 개별적인 비트의 존재 또는 부재가 단일 흑 또는 백 마크 또는 기호에 의해 나타내어

지는 흑백 색체 설계의 인코딩 기술의 한계에 대한 다른 관점에 기인한다.

이 인코딩 설계는 컬러 공간 거리의 관점에서 코딩 기호 사이의 분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검출 견고성을 강화할 수 있고,

흑백 원소만이 식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비용 또는 저해상도 스캐너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정보 밀

도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흑백 바 코드는 보다 큰 전체 정보 내용을 요구하는 거래 또는 식별 어플리케

이션에 대하여 불충분한 또는 비실용적인 규칙이 된다. 예들 들어, 바이오메트릭 ID 또는 의료 보험 또는 정보 카드는 홍채

스캔, 지문 화상, 서명 화상, 의료 이력, DNA 또는 다른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의 인코딩을 요구할 수 있다. 많은 어플리케

이션에서, 전자 지능을 포함하는 스마트 카드와 같은 훨씬 고가의 해결책에 의지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컴팩트 플라스틱

또는 종이 카드 또는 다른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매체 상에 그 정보를 인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자 면허, 여권 또는

다른 ID 매체는 예를들어 컬러 디지털 증명 사진을 포함하는 꽤 많은 량의 정보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레이저 프린터와 같은 인쇄 장치 및 핸드헬드 스캐너와 같은 검출 장치 양자의 화소 분해능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바 및 다

른 기호 코드가 표현할 수 있는 기호 세트 및 컬러 공간 양자가 대응하여 커지는 가능성이 야기된다. 특히 인쇄 장치, 및 스

캐닝 또는 입력 장치는 8 비트(256 중간 계조 또는 컬러), 24, 32, 48 또는 더 큰 비트 농도(depth)의 컬러 농도 분해능에

서 근접촉 광학 또는 다른 스캔을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세 공간 분해능과 결합되는 확대된 컬러 공간은 매체

에 더 큰 정보 밀도에 대한 잠재력을 생성한다.

사각형 또는 블럭 기호를 사용하여 화소 당 32 비트, 인치 당 200 라인의 예를들어 운전자 면허 또는 바이오메트릭 식별 카

드를 인코딩하는 것은 매체 및 그 기호를 판독시에 변색된 종이, 화소화, 회전 또는 다른 부정합 또는 다른 문제에 기인하

여 스캐닝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각형 또는 블럭 기호 세트에서 인코드된 중간 계조 또는 컬러를 이용할 때, 정

보 밀도는 단일 라인 2 컬러 코드에 비교하여 증가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정확성 또는 최종 밀도는 손상되거나 상대적으

로 한정될 수 있다. 바 코드 및 다른 인코딩 기술에서 다른 문제점이 존재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고밀도 기하학 기호 세트를 인코딩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한 관점에 대하여 종래의 기술에서 이들 및

다른 문제점을 해결한다. 고밀도 기하학 기호 세트에 있어서, 한 관점에서 PDF417/Datamatrix와 같은 산업 표준 단일 라

인 바코드 포맷의 밀도의 적어도 3배를 달성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밀도있게 패킹된 기호 패턴을 이용하여 삼각형 또는 다

른 기하학 바코드 포맷이 제공된다. 한 관점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인코드된 기호 세트는 종래의 컬러 잉크젯 프린

터상에 인쇄될 때에도, 인코딩된 심볼 세트는 이 경우에 적어도 제곱 인치 당 1,100 바이트 또는 3,300 기호에 대하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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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될 수 있는 내장 에러 검출 또는 보정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다. 한 관점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삼각형 또는 다른

기하학 기호 세트는 인접 기호 사이의 구획선으로 작용하여 검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백색 공간을 끼워넣을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인코딩된 기호 세트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8, 24, 32, 48 또는 다른 비트 농

도에서 중간 계조 또는 컬러 톤으로 표현될 수 있다.

특허 또는 출원 파일은 적어도 하나의 컬러로 그려진 도면을 포함한다. 컬러 도면을 갖는 본 특허 출원의 복사본은 특허청

에 의해 의뢰 및 필요한 요금의 지불에 따라 제공될 것이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시예>

도 2는 한 관점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인코딩된 고밀도 기호 세트(102)를 나타낸다. 실시예에 따라서, 기호 세트

(102)에서 각각의 기호는 삼각형 또는 다른 도형과 같은 컬러 기하학 도형에 의해 나타내어질 수 있다. 각각의 기호는 2 비

트(4 컬러), 3 비트(8 컬러), 4 비트(16 컬러), 8 비트(256 컬러), 24 비트(167 십만 컬러), 32 비트(167십만 컬러와 알파

채널, 또는 다른 컬러), 48 비트 또는 다른 컬러 농도 또는 컬러 농도와 같이 중간 계조 또는 컬러로 나타내어지거나 인코딩

될 수 있다. 중간 계조 및 컬러 코드를 생성하고 디코딩하기 위한 쟁점 및 처리는 한 관점에서 유사할 수 있다. 설명을 목적

으로, 실시예에서 심볼 세트(102)에 대한 컬러 표시 또는 포맷은 일반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 관점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기호 세트(102)내의 각각의 개별적인 기호는 그 인접한 기호로부터 뚜렷하게 이격되

는 컬러 또는 중간 계조의 삼각형 또는 다른 기하학 형태 또는 대상을 포함할 수 있다. 또다른 관점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도시된 바와 같이, 바코드의 종단에 나타내어지는 공지된 참조 범위의 컬러를 표시하는 참조 팔레트(104)를 나타

낼 수 있다.

도 3은 이들 기호 사이에 삼각형 기호(106) 및 백색 간격(108)을 포함하는, 도 2에 나타낸 심볼 세트(102)의 일부의 확대

도이다. 이 기호 세트(102)는 예를 들어 평면 스캐너, 명함 스캐너, CCD 기초의 카메라 또는 다른 폐접촉 또는 다른 스캐

닝 또는 입력 장치와 같은 하이파이 컴퓨터 화상 캡쳐 장치를 이용하여 스캐닝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기호표시법 및

관련 인코딩 과제의 특정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컴퓨터 화상 캡쳐 및 컴퓨터 그래픽의 개관 또는 개요 및 컬러 이론이

제시된다.

컴퓨터 화상 캡쳐 장치는 본질적으로 실제 상황 또는 장면의 전기적 또는 광학적 인상을 캡쳐하고, 이를 컴퓨터나 다른 디

지털 장비가 처리할 수 있는 이진 형태로 변환한다. 컴퓨터 내에 화상 또는 비트맵의 상이한 타입의 디지털 표현이 공지되

어 있다. 디지털 정지 카메라와 같은 컴퓨터 캡쳐 장치는 렌즈를 통해 보여지는 광학적 화상을 취할 수 있고 이를 공지된

디지털 표현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 센서를 포함한다. 화상은 화소의 컬러 정보 또는 표현을 나타내는 값을 갖는 화소라

고 불리는 작은 단일 화상 구획 또는 다른 원소로 분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장면에 대하여 화소의 수가 클수록,

비트맵으로서 표현할 때 화상의 실상 표현 및 선명도가 향상된다. 24 비트 농도 비트맵의 컬러 화소는 예를들어 적 0-255,

녹 0-255 및 청 0-255의 범위의 값으로서 나타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RGB 트리플렛(triplet)이 사람의 눈에 의해 보

는 원래 컬러를 생성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인쇄 장치에 랜더링될 수 있다. 디지털 형태로 인코딩되는 화상은 예를들어 JP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TIFF(tagged image format file), BMP(bitmap), GIF(graphic image format),

PNG(portable network graphics) 또는 다른 포맷 또는 파일과 같은 종래의 파일 포맷으로 저장될 수 있다.

일단 이미지의 비트맵 표현이 캡쳐링되거나 수신되면, 컴퓨터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프로그램이 캡처링된 정보

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임의의 형태로 화상을 처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경우에, 바코드 또는 다른 인코

딩 알고리즘은 필요에 따라 캡쳐링된 화상을 회전하고 이를 공지된 작업 크기로 스케일링할 수 있다. 이는 정밀한 조사 및

삼각형 기호(106)의 디코딩을 가능하게 한다. 도 4는 스케일링된 화상(110)을 얻는 이들 단계를 나타낸다.

회전 또는 스케일링과 같은 디지털 변환 및 컴퓨터 화상 처리에 따른 지속적인 아티팩트는 일반적으로 에일리어싱

(aliasing)으로 알려져 있다. "에일리어싱"은 아날로그 정보가 변환되고 디지털 도메인에 나타내어질 때의 영향을 설명하

는 용어를 칭한다. 도 5는 이러한 종류의 영향을 나타낸다. 왼쪽에는 손으로 그린 선을 나타내고 오른쪽에는 컴퓨터 상에

캡쳐링되어 표현될 때의 선을 나타내고 있다. 선의 디지털 변환은 선이 통과하는 임의의 그리드 구획을 필수적으로 채우는

아날로그 선을 그리드에 매핑한다. 구획/화소는 채워지거나(흑) 또는 빈다(백색). 반 채워지는 것은 없다.

컴퓨터 내에 화상을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하여, 안티에일리어싱으로 알려진 수학적 기술이 적용되어, 근사된 선의 들쭉날쭉

한 외형 및 다른 왜곡을 제거할 수 있다. 안티에일리어싱 기술은 일반적으로 2개의 인접하는 컬러 사이에 있는 컬러로 인

접한 그리드 구획/화소를 채움으로써 선을 부드럽게 하도록 시도한다. 도 6은 어떻게 컬러의 블렌딩이 선을 부드럽게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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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대상을 제거하는지를 나타낸다. 회전, 스케일링 등의 화상 조정 기술은 안티에일리어싱을 이용하여 화상을 효과적

으로 변환하여 거칠고 들쭉날쭉한 선, 에지 및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변환 전에 가능한한 가까은 원본을 나타낼

수 있다.

한 관점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호 세트(102)에서 기본 기하학 대상에 대한 한 후보로서 삼각

형은 바코드 또는 다른 포맷에 적용될 때 특정한 이로운 특징을 갖는다. 첫째로, 삼각형은 대상으로서 뾰족한 측을 갖기 때

문에 사각형 기호에 비교하여 적은 물리적 공간을 차지한다. 둘째로, 삼각형은 블럭 형태의 사각형이 4개인데 대하여 3개

의 직선측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티에일리어싱 효과(이는 스캐닝 또는 다른 입력 시스템 및 후속 화상 처리에 나타날 것

이다)에 영향을 덜 받는다. 기호 사이에 백색 간격(108)을 부가함으로써, 안티에일리어싱 효과가 실시예에서 더 감소될 수

있다. 이는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원본에 더 가까운 보다 정확한 컬러 샘플을 생성한다.

도 7은 어떻게 사각형 바코드 셀이 안티에일리어싱 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보여지는 바와 같이,

중심 마젠타색 셀은 그 이웃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전체 컬러는 에일리어싱 효과에 기인하여 그 실제 컬러로부터 벗어나

게 된다. 대조적으로 도 8은 컬러 블렌딩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바코드 기호 사이의 백색 공간을 개재하여 감소될 수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보여지는 바와 같이, 셀은 원래 컬러에 보다 가깝다. 그러나, 사각형 바코드 기호에 백색 공간 분리자를

부가하는 것은 매우 큰 량의 표면 면적 또는 물리적 공간을 차지한다. 또한, 공간 변환 및 증가된 밀도는 바이오메트릭 ID

및 다른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중요하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백색 간격을 부가하여 결합된 삼각형 바코드 기호표시법을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은

실시예에서, 백색 간격(108)의 외관은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나타내어지지 않는다. 도 9의 샘플은 예를들어 제곱 인치

당 3,300 기호의 분해능에서 스캔으로부터 얻어져서, 삼각형의 실제 형태는 희석되지만, 데이터값의 샘플링은 정확하다.

도 9의 오른쪽의 화상은 이러한 종류의 실시예에서 기호 세트(102)의 삼각형 기호의 논리 위치의 윤곽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심볼 세트(102)는 기호 세트(102)에서 기호를 나타내거나 채색하는데 사용되는 고유 컬

러 세트를 포함하는 참조 팔레트(104)로 제공될 수 있다. 잉크제트, 컬러 레이저 또는 염료 승화와 같은 상이한 제조자 및

상이한 기술에 의한 프린터는 프린터에 디지털 형태로 전달된 컬러 값에 기인할 수 있는 상이한 컬러 톤으로 종이 출력물

을 생성한다. 또한, 종이 또는 다른 인쇄물 또는 다른 매체는 컬러 톤, 크기, 형태, 주름을 낡게 하고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

면 변형되거나 일그러질 수 있다. 매체에서 기호를 인쇄하는데 사용되는 잉크, 왁스, 염료 또는 다른 재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래지고, 수분을 흡수하고, 희미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거나 달라질 수 있다. 이들 및 다른 영향 및 아티

팩트에 기인하여, 기호 세트(102)의 스캔에서 샘플링된 컬러와 절대적인 디지털 또는 참조 팔레트 또는 컬러 사이의 정확

한 비교를 얻는 것은 신뢰성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실시예에서, 그리고 도 10에 나타낸 예로서, 기호 세트(102)의 구조내의 참조 팔레트(104)의 부가는 자급식의 물

리적 참조 컬러 세트를 공급하고 보정 또는 참조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어, 기호 세트(102)의 스캔 및 비교가 매우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조 팔레트(104)는 한 관점에서 스캐닝된 또는 샘플링된 기호 컬러와 참조 컬러 세트 사이의 비교

를 가능하게 하여, 예를들어 컬러 보정이 실행될 수 있다. 컬러 팔레트가 물리적인 ID 또는 매체상에서 손상되거나 달라지

는 경우가 있다면, 바코드 또는 다른 판독 정보는 예를들어 이전 판독 바코드 팔레트 컬러의 이력을 평균하거나, 다른 통계

또는 다른 컬러 보정을 실행하는 것과 같이 이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근거있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호 세트

(102)에서 기호의 RGB 또는 다른 값은 참조 팔레트(104)로부터 벗어남을 반영하거나 참조 팔레트와의 일치를 유지하도

록 조정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

또다른 관점의 본 발명이 실시예에 따라서, 본 발명의 기호 세트(102)는, 스캐닝 기술, 컬러 참조 불일치 또는 다른 에러 또

는 부정확의 원인으로부터 가짜의 아티팩트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디코딩 오역, 종이 흠으로서 이러한 일에 기인하는

매체 손상을 처리하는 에러 보정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인자 중에서 기호 세트(102)의 고밀도 변형에서 컬러 검출

허용오차가 매우 엄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예에서, 에러 보정 기술의 적용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실

시예에 따라서, 기호 세트(102)의 디코딩 처리는 베릴캠프(Berlekamp) 디코딩 접근법과 함께 리드-솔로몬(Reed-

Solomom) 에러 보정 코드와 같은 에러 검출 또는 보정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에러 검출, 보정 또는 보상 기술

은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리드-솔로몬 실행에서, 코드의 클래스는 MIT에서 연구원 Irvine Reed와 Gustave Solomon에 의해 1960년에 개발되었으

며, 그 세미나 기사는 "특정 한정된 필드에 대한 다항식 코드(Polynomial Codes over Certain Finite Fields)"로서, 이 발

행물은 여기서 참조로 된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Elwyn Berlekamp는 코드의 클래스에 대한 효율적인 디코딩 알고

리즘을 고안하였고, 이는 다른 구현에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팩트 디스크 및 다른 통신 및 다른 프로토콜과 같은 기술

에서 오늘날의 에러 보정의 기초를 형성한다. 리드-솔로몬 구현의 일반적인 접근법은 n 비트 기호의 블럭을 인코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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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여기서 한 블럭에 인코딩되는 기호의 수는 m=2n-1, 예를들어 8 비트 기호 상의 블럭 연산은 255 바이트를 갖는다.

에러 보정의 가변량은 소정의 블럭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e<m이다. 한 블럭에 바이트의 수보다 큰 데이터량

은 인코딩하기 위하여, 다중 기호가 사용된다. 각 기호내의 데이터는 한정된 필드에 대하여 플로팅된 다항식에서 포인트로

써 인코딩될 수 있다. 다항식의 계수는 블럭에서 데이터를 형성한다. 이 플롯은 플롯된 포인트에서 복구될 수 있는 계수를

과결정한다(over-determine). 이러한 방식으로, 리드-솔로몬 코드는 원래 곡선을 그리는 다항식의 계수를 복구함으로써

한 블럭의 데이터에서 일련의 에러를 브리지(bridge)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서, 본 발명은 예를들어 다중 블럭 또는 단

일의 큰 블럭을 선택하는, 소정량의 데이터에서 블럭의 구성 및 리드-솔로몬 블럭을 통하여 어떻게 많은 에러가 보정될 수

있는지를 정의하도록 스캐닝 구현을 허용할 수 있다.

기호 세트(102)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바코드 또는 다른 데이터 표현을 생성하는 관점에서, 한 관점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기호 세트에 저장될 데이터의 CRC(Cyclic Redundancy Check)를 생성하는 시작 단계는 캡슐화된 데이터가 연속

적으로 디코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후속 스캐닝 또는 검증 단계를 인에이블링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CRC는

다항식 및 소스 데이터로부터 생성되는 패리티 비트를 사용하고 이들 비트를 원본 데이터 자체에 첨부하는 공지된 에러 검

출 체계이다. CRC의 검증은 첨부되는 미리 계산된 값으로 수신된 데이터 상에서 CRC 패리티 비트를 재계산함으로써 아루

어질 수 있다. 저장된 및 재계산된 값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데이터는 오류가 있다고 가정될 수 있다.

제2 인코딩 단계에서 바코드 또는 다른 기호 세트(102)의 물리적 치수는 기호의 수, 폭, 높이 또는 다른 치수의 관점에서

결정될 수 있다. 실시예에서, 고정된 폭 또는 높이가 성립되고 나머지 가변 치수가 계산될 수 있다. 치수는 사용되는 컬러

의 수(인코드되는 하나의 기호에 대하여 표현될 수 있는 비트의 수), 2 CRC 값과 함께 저장될 데이터의 바이트 수, 데이터

의 공지된 크기로 계산될 수 있는 부가적인 리드-솔로몬 리던던시 오버헤드, 및 임의의 참조 팔레트(104)가 차지할 수 있

는 기호의 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가변 치수에서 컬럼들의 로우들의 수가 결정될 수 있다. 고정된 치수에서

정수가 아닌 크기의 기호가 발생하였다면, 그 차이는 이용되고 있는 팔레트로부터 대체하는 컬러로 메워질 수 있다. 도 11

은 시각화 목적만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다음 단계는 리드-솔로몬이 컬러 공간 또는 팔레트 및 여분의 공간이 메워진 기호에 대한 디지털 값과 결합되는, 바코드

또는 다른 기호 세트(102)에 저장될 첨부된 CRC 값을 갖는 데이터를 인코드하는 것이다. 계산 능력이 일반적으로 개인 휴

대 정보 단말기(PDA)와 같은 전형적인 장치에서도 이용가능하다고 가정하면, 다중 블럭을 인코딩하여야 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큰 리드-솔로몬 블럭을 이용하여 인코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블럭 인코딩 선택은 한 관점에서 구현되도록

남겨질 수 있다.

임의의 에러 검출 또는 보정 처리 후, 인코딩되는 이진 데이터는 컬러의 바코드 셀 세트가 나타낼 수 있는 비트 수에 기초

하여 컬러를 생성함으로써 팔레트가 나타내어질 수 있는 컬러 값으로 분해될 수 있다. 2진 데이터는 이 비트 수의 블럭으

로 분할될 수 있고 컬러 값은 각각의 분할된 블럭에 대하여 생성된다. 도 12는 한 관점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 분할

및 컬러 할당 처리를 나타낸다. 이어서, 생성된 컬러가 기호 세트(102)의 비트맵 화상 또는 다른 인코드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하여 소정의 바코드 치수로 조립될 수 있다. 기호 세트(102)를 포함하거나 표현하는 바코드 또는 다른 화상은 예를들어

컬러 프린터로 랜더링 또는 출력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인쇄 정보를 포함하는 화상 또는 매체에 구현될 수 있다.

또다른 관점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기호 세트(102)의 스캐닝, 판독 및 디코딩의 대응하는 처리는 기호 세트(102)의

물리적인 화상을 캡쳐링하는 제1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스캐닝 또는 다른 입력은 예를들어 컴퓨터 평면 스캐너, 명함 판

독기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웹 캠 또는 다른 입력 장치를 통하여 화상 캡쳐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달성

될 수 있다. 캡쳐 장치는 바코드 또는 다른 기호 세트(102)의 포맷, 및 화상을 형성할 인치 당 도트(화소)의 수에 의존하여

컬러 또는 중간 계조로 캡처링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캡쳐링 장치는 비트맵 형태로 생성될 때 화상이 나타내어지는 적어도 인치 당 화소 수를 캡쳐링할 필요가 있

다. 예를들어, 하나의 백색 공간 화소를 갖는 7 화소 폭 당 38 삼각형 폭의 바 코드의 형태로 표현되는 기호 세트(102)는 프

린터로 랜더링될 때 대략 1 인치 폭인 바코드를 형성하는 바코드 304 화소 폭을 형성한다. 이러한 예시적인 경우에 스캐닝

처리는 1 인치의 영역을 대략 300 화소로 캡쳐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경우에서 스캐닝 처리는 1 인치의 폭의

영역을 대략 300 화소로 캡쳐링 할 필요가 있다. 저밀도 스캔이 사용되었다면, 스캐닝된 화상 대 원본의 화상 충실도

(fidelity)가 저하되어 바코드 또는 다른 기호 세트(102)를 처리하고 디코딩할 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일단 기호 세트(102) 및 기호 세트(102)를 수반하는 문서 또는 매체의 나머지 부분의 실시예에서 화상은 캡쳐링되어 컴퓨

터 또는 다른 메모리 또는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디코딩 처리가 일어날 수 있다면, 다음 단계는 문서 또는 매체 상의 어디

에 기호 세트(102)가 존재하는지를 식별하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존재하는 바코드 포맷은 처리 소프트웨어에 의해 식별

가능한 특정한 배열/위치 가이드를 사용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현되는 기호 세트(102)는 하이 파이 바코드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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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수반하는 문서의 필요에 기초하여, 특정한 배열/위치 가이드에 관련하여 시각적 또는 실제적으로 적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불가지론적인 가이드이다.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웨이브렛 분해와 같이, 물리적인 마커, 문서 위치 특정, 및 진

보된 컴퓨터 시각 패턴 매칭 기술을 포함하는 다양한 배열/위치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기호 코드(102)가 식별되어 스캐닝된 화상내에 배치된 후에, 디코딩 처리는 각각의 삼각형 또는 다른 기하학 기호의 컬러

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그 자체가 정확하게 회전되고 스케일링될 기호 세트(102)의 화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스캐

닝 처리는 원래의 매체의 정확한 스케일이 아닌 화상을 생성할 것이고, 스캐너 내의 문서의 배치는 수평면에 정확하게 배

열되지 않는다. 스케일링 및 회전 처리는 예를들어 계산 기술에 기초하여 삼각법 또는 벡터 중 하나를 이용하여, 추출된 바

코드 화상의 주어진 4개의 코너에 대하여 똑바로 실행될 수 있다.

일단 기호 세트(102)의 최종 스케일링 및 회전이 종료되었다면, 삼각형 또는 다른 구성 기하학 기호의 샘플링이 다양한 방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발명자는 신뢰 또는 에러 보정없이 상이한 접근법을 시도함으로써 결정되는 가장 정확

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절대 위치 단일 화소 샘플링이고, 이어서 참조 팔레트(104)에서 참조 컬러 값과 컬러 거리 비교인 것

을 판단하였다. 도 14는 하나의 기호 세트(102)로서 바코드의 처리된 스캔의 오른쪽 하부를 나타낸다. 샘플링 포인트는 심

플랭 위치로서 단일 백색 화소에 의해 표시된다. 참조 팔레트는 오른쪽 하부 코너에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화소가

삼각형 기호(106) 또는 다른 기하학 기호의 중심으로부터 약간 벗어나서 샘플링될지라도, 참조 컬러가 효과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컬러 정보가 있다.

또다른 관점의 실시예에 따라서, 다음의 디코딩 국면은 각각의 셀이 나타내는 비트맵에 기초하여 원래의 컬러가 판단될 수

있고 데이터 바이트가 재생성될 수 있도록 바코드 셀에 대한 샘플링된 컬러 값이 참조 팔레트(104)에 매핑되는 것이다. 수

정된 유크리드의 거리 함수는 샘플 컬러를 참조 팔레트(104)에서 각각의 컬러와 비교할 수 있다. 샘플 컬러와 팔레트 컬러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결과적으로 셀 또는 화소가 나타내는 실제 컬러일 수 있다. 비트맵에서 화소의 컬러가 실시예에

서 예를들어 적 0-255, 녹 0-255 및 청 0-255의 범위로 표현될 수 있고, 그 범위가 어떻게 컬러가 사람의 눈에서 센서에

의해 실제 인식되는지를 완벽하게 매핑하지 않는다면, 잘 알려진 현상, 가중 조정은 인식된 동적 범위의 이 변동에 대하여

반영하거나 보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도 15는 사람의 눈이 특정 범위의 컬러에 위치하는 강조를 고려하여, 컬러 거리

측정에 대한 가중된 식을 나타낸다. 참조 팔레트(104)가 손상되었다면, 디코딩 소프트웨어는 이력 또는 이전 스캐닝된 팔

레트 컬러값, 실험적으로 신뢰성 있는 것으로 입증된 기술에 기초하여 갭 내부에 채울 수 있다.

기호 세트(102)의 판독 값으로부터 실제 데이터 바이트의 유사성은 한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코드 생성 처리에서 비트 분

할의 역처리이다. 각각의 셀 컬러에 대한 비트 패턴 값은 순차적으로 데이터 바이트를 재생성한다. 도 16은 3개의 기호 컬

러 값의 세트가 바이트로 매핑되는 처리를 나타낸다. 그리고 리드-솔로몬 에러 보정은 결과 데이터 바이트에 적용되어, 임

의의 잘못 스캐닝된 또는 컬러 매칭된 데이터 값을 자동적으로 검출하고 교체할 수 있다. 그리고 CRC(Cycle Redundancy

Check) 패러티 값은 기호 세트(102)의 바코드 또는 다른 데이터 블럭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고, 신규 CRC 값이 나머지 데

이터 상에 재계산될 수 있다. 그 값이 매칭되지 않는다면, 바코드 또는 다른 기호 세트(102)는 너무 손상되거나 스캐닝 처

리에 실패하여 스캐닝된 문서 또는 매체로부터 기호 세트(102)의 화상을 출실하게 재생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

러나, 실시예에서 기호 세트(102) 디코딩의 초기 시도에서 실패한다면, 잘못 보정된 스캐너 또는 손상된 바코드와 같이 입

력 곤란을 조절시키도록 다음의 적응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양호하거나 정확한 바코드 스캔이어야 할 디코드 실패, 즉 정렬 실패 및 컬러 매칭 실패를 지시할 수 있는 적어도 2개의 요

인이 있다. 정렬 실패는 바코드 또는 다른 화상이 원래의 스캐닝된 화상으로부터 잘못 위치되어, 샘플링 위치가 삼각형 또

는 다른 기호의 직접 중심 내에 있지 않게 되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예를들어 8 자기 범위 포인트의 각각의 방

향에서 하나의 화소에 의해 바코드 또는 다른 기호 세트(102)를 가로질러 모든 샘플링 포인트에 대하여 반복적 접근법이

원본을 오프셋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도 17은 단일 삼각형 기호 상의 이러한 보정 처리를 나타낸다. 백색 화소는 원래의

불일치되는 샘플 포인트이다. E와 S 사이의 임의의 시계방향이 나머지 기호 세트(102)에 대하여 양호한 컬러 샘플을 생성

할 것이다.

제2의 가능성있는 요인은 콘트라스트 또는 명도와 같은 밝기 설정의 잘못된 설정 또는 불충분하게 보정된 스캐너이다. 이

경우에, 기호 세트(102)의 전체 화상의 컬러는 예를들어 화상의 하이라이트 구성요소를 변화시킴으로써 강도에서 조절될

수 있다. 하이라이트는 공지된 화상 조정 기술이고 하이라이트/중간톤/섀도우 처리 또는 설정의 기능이다. 하이라이트 구

성요소의 조절은 적어도 2가지 이점을 갖는다. 첫째로, 이는 원래의 화상을 밝게하거나 어둡게 한다. 둘째로, 이는 바코드

또는 다른 화상에 걸쳐서 컬러 분리 및 컬러 강도를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처리는 항상 -33 또는 다른 값에 의해 하

이라이트의 대략 2개의 조절내에서 정확한 결과를 생성하며, 이 처리는 도 18에 도시되어 있다. 조도 문제의 보정을 위한

다른 기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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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음의 설명은 구성에서 예시적인 변경이고, 구현은 본 기술분야의 숙련된 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들

어, 본 발명은 운전자 면허, 여권, 바이오메트릭 ID 또는 다른 거래 또는 식별 매체 상에 내장되거나 인쇄되는 기호 세트

(102)에서 인코드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추출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되었지만, 실시예에서 스캐닝되거나 그렇지 않

으면 취득된 화상 데이터는 CDROM, 섬유 또는 직물 재료,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필름, 또는 다른 매체, 재료 또는 소스와

같은 다른 매체 또는 재료 상에 내장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바코드 형태의 포맷에서 삼각형 기

호(106)를 인코딩하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지만, 실시예에서 다른 코딩 포맷, 레이아웃 또는 구조가 사용될 수 있다.

유사하게, 본 발명은 실시예에서 소정의 매체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단일 기호 세트(102)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설명되었

으나,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기호 세트(102)가 예를들어 매체 또는 재료의 물리적인 영역에 의해 분리되는 또는 그 물리

적인 영역에 의존하여 식별 또는 다른 매체 상에 한번에 인코딩될 수 있다. 단일로서 설명된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는 다른 리소스가 실시예에서 할당될 수 있고, 유사하게 실시예에서 할당된 바와 같이 설명되는 리소스가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되도록 의도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고밀도 기하학 기호 세트를 인코딩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호 세트를 인코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매체에 인코드될 정보를 수신하는 입력 인터페이스; 및

인코딩 엔진을 포함하며,

상기 인코딩 엔진은 상기 입력 인터페이스와 통신하여 상기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매체의 컬러 공간에서 기하학 기호의 세

트에 상기 정보를 인코딩하는 기호 세트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식별 정보, 거래 정보 및 의료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기호 세트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식별 정보는 안면 화상 및 바이오메트릭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기호 세트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오메트릭 정보는 홍채 스캔, 엄지손가락 지문 스캔, 지문 스캔 및 DNA 샘플 표시 중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기호 세트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하학 기호 세트는 삼각형 기호의 세트를 포함하는 기호 세트 인코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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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는 백색 공간 분리자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백색 공간 분리자는 상기 기하학 기호 사이에 위치하

고 있는 기호 세트 인코딩 시스템.

청구항 7.

기호 세트를 인코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매체에 인코딩될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매체에 컬러 공간에서 기하학 기호의 세트에 상기 정보를 인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호 세트 인코딩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식별 정보, 거래 정보 및 의료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기호 세트 인코딩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식별 정보는 안면 화상 및 바이오메트릭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기호 세트 인코딩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오메트릭 정보는 홍채 스캔, 엄지손가락 지문 스캔, 지문 스캔 및 DNA 샘플 표시 중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기호 세트 인코딩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컬러 공간은 중간 계조값 세트 및 컬러값 세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기호 세트 인코딩 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기하학 기호 세트는 삼각형 기호의 세트를 포함하는 기호 세트 인코딩 방법.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기하학 기호 사이에 백색 공간 분리자를 삽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기호 세트 인코딩 방법.

청구항 1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기하학 기호의 세트는 참조 팔레트(reference palette)를 더 포함하는 기호 세트 인코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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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인코딩된 기하학 기호 세트로서,

상기 기하학 기호 세트는,

매체에 인코딩될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매체의 컬러 공간에 기하학 기호의 세트에 상기 정보를 인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를 인코딩하는

인코딩된 기하학 기호 세트.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식별 정보, 거래 정보 및 의료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인코딩된 기하학 기호 세트.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식별 정보는 안면 화상 및 바이오메트릭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인코딩된 기하학 기호 세트.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오메트릭 정보는 홍채 스캔, 엄지손가락 지문 스캔, 지문 스캔 및 DNA 샘플 표시 중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인코딩된 기하학 기호 세트.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컬러 공간은 중간 계조값의 세트 및 컬러 값의 세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인코딩된 기하학 기

호 세트.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기하학 기호 세트는 삼각형 기호의 세트를 포함하는 인코딩된 기하학 기호 세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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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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