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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물류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차원 바코

드는 슈퍼마켓의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

었다 소비자가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

이고 판매와 동시에 재고기록을 자동적으로 갱신

하고자 하는 것이 바코드의 목적이다[1].

소비 산업 부분에서 바코드의 응용이 큰 성과를

이루자 타 산업 부분에서도 점차 바코드를 채택하

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차원 바코드는.

적은 용량으로 인한 정보 저장의 한계성, symbol

이 훼손되었을 경우 오류정정의 기능이 없어 정보

가 판독되지 않을 가능성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

다 이에 비해 이차원 바코드는 별도로 데이터베이.

스와 같은 저장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바코드 자

체 내에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서 휴대형 데

이터 파일 이라고 부른다 이(Portable Data File) .

러한 이차원 바코드는 하나의 에 대용량의symbol

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고 좁은 영역에 많은 데,

이터를 고밀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공간 이용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symbol

데이터가 손상되더라도 오류를 검출하여 복원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인쇄 및 판독이 쉽고symbol

의 판독을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며 한symbol 360° ,

국어를 비롯한 모든 외국어 그리고 그래픽 정보까

지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4].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바코드

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개발되어 표준화된 바코

드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고 차원 바코드에 넣을, 2

수 있는 정보는 아직 제한적이므로 유연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기존의 차원 바코드의 용량. 2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차원 바코드의 활용 범위를2

늘릴 수 있는 세계 최대 용량의 차원 바코드2 AD

가 개발되었다(Analog-Digital Bar code) [5].

본 논문에서는 차원 바코드를 이용하여 종이2 AD

또는 출판된 서적에 인쇄되어 있는 바코드의AD

이미지를 하는 동작을 통해capture ,

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각TMS320C6711 chip

장애인들에게 바코드에 담긴 정보를 음성AD Text

으로 전달해 주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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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바코드 기술. 2Ⅱ

차원 바코드는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자극2

을 받아 차원 바코드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1

정보매체로서 생성되었다 차원 바코드의 표현 방. 2

식으로는 차원 바코드를 축소하여 또는 공간1 Bar

값의 세로 폭에 대한 배수의 비율로 정보를 표현

하는 방식과 검은색 패턴을 수직과 수평 모Static

자이크의 배열에 의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Matrix

방식이 있다[1].

차원 바코드는 제품과 전표 상에 제품정보와 납2

품정보 등의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차원 바코드2

화하여 정보와 물건의 일체화로 호스트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와 통신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보의 제공과 교환이 가능하므로 저가의 정보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한 정보의 획득과정에서는 를, Database Access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빠른 처리시간을 실

현 할 수 있고 와 통신네트워크의 장애, Database

등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등의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차원 바코드는 대용량의. , 2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종이를 매체로 사용가능하

므로 저가의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신뢰성이,

높은 휴대용 정보미디어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2].

현재 국제표준으로 국내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원2

바코드의 는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symbology 1

이 바코드를 제외한 종류가 있으나 정보의AD 4 ,

저장량이 인쇄물의 전체 텍스트 내용을 적정한 공

간에 담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

물류 우편물의 단순분류 색인번호의 저장 등 제한/ ,

된 부분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최대 정보 표현량. (

정도1~3 Kbyte )

물류,신분증신분증우편물물류범용
주요

응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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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원 바코드 비교1. 2

Fig 1. 2-dimension bar code comparison

또한 이들은 미국과 일본에서 개발된 기술로서 그

활용의 제약성을 가지고 있어 응용분야에 접목이

쉽지 않은 편이다.

이에 비해 바코드는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개AD

발하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코드로서 기존

에 국내에서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개의 차원4 2

바코드에 비해 정보의 저장량과 에러 보정률 면에

서 많은 제약성을 극복한 우수한 코드라고 할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원 바코드의 표현2

가능한 데이터 밀도 면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AD

바코드는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차원 바코2

드에 비해 배 배 가량의 우수한 성능을10 ~ 25

보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자와 숫자는 물론.

음성 이미지 정보 등을 기존의 차원 바코드와는, 2

비교가 안 될 만큼 저장 할 수 있게 하여 그 응용

범위가 무궁무진 하며 기존의 차원 바코드에 적2

용하지 못했던 응용 분야에도 새로운 사업 영역으

로서 진출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차원 표준 바코드보다 우수한 성2

능을 가진 바코드를 이용하여 시각 장애인의AD ,

정보전달을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을 이용하여 구현한다TMS320C6711 DSP chip .

시스템 구성.Ⅲ

바코드와 를 활용한 정보접근 임베디2D TTS

드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통신1.1 USB2.0 Bulk

마이컴 에서 명령패킷을 수신USB (CY7C68013)

하면 로 명령을 전달한 후 에서 명령을DSP , DSP

다 처리할 때까지 대기한다 에서 명령을 다. DSP

처리하면 에서는 처리결과를 로부터 수신, USB DSP

하고 다시 로 전송한다, PC .

부팅1.2

세트 시 마이컴Power On , USB (CY7C68013)

에서 인터페이스를DSP HPI(host port interface)

통하여 외부 메모리 영역의, CE2 Nand Flash

에 저장된 펌웨어를 읽어 들인후 로memory , DSP

펌웨어를 전송시켜 부팅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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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처리1.3

키입력은 를 거쳐서 에서 폴링PLD , DSP

기법을 통해 읽는다(Polling) .

출력1.4 LCD

에서 를 통해 제어신호를 내며DSP PLD LCD ,

데이터는 에서 직접 포트를 통해 출력LCD DSP I/O

한다.

오디오 출력1.5

의 시리얼포트를 통해 오디오코덱으로DSP

를 전송하면 오디오코덱에서"Digital Audio Data"

로 변환하여 음성신호를 내"Analog Audio Data" ,

보낸다 오디오코덱은 통신으로 제어된다.( I2C .)

마이크 입력1.6

오디오 코덱의 아날로그 입력 단으로 "Analog

가 전송되면 로Audio Data" , "Digital Audio Data"

변환하여 로 전송한다DSP .

출력1.7 FM Radio

에서 나온 는FM Radio "Analog Audio Data"

오디오코덱에서 되어 바로 출력이 된다ByPass , .

주파수 볼륨 등의 설정은 통신으로 제어된다/ I2C .

파일시스템1.8

상에 를 위해 를NandFlash Bad Sector FAT32

최소스펙으로 구현하였다.

바코드와 를 활용한 정보접근 임베디2D TTS

드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럭도는 그림 와 같다2 .

시 에 의해서 는Power On capture key DSP PLD

에 설계된 회로를 시키고1 frame capture enable ,

의 은PLD Capture logic CIS(CMOS image

의 및 에 동기에 맞추어sensor) V-sync H-sync

그림 시스템 블록도2.

Fig 4.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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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를 에 저장 그 후 완료 신1frame SRAM

호를 발생시킨다 에서 저장 완료 신호를 인식. DSP

하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의 외부, SRAM DSP

메모리 으로 복사한다 그 후 바코드 디SDRAM .

코딩 엔진을 호출하여 디코딩엔진이 의 이SDRAM

미지의 유효성을 판단을 차로 하고 바코드 이미1 ,

지가 유효하면 그대로 디코딩해서 텍스트를 출력

해 주고 이미지의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해, Capture

달라는 코드를 출력해서 반복한다 정상적인 바코.

드가 디코딩 되어 텍스트가 출력되면 TTS(Text

엔진을 호출하고 엔진에to Speech) , TTS Text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엔진은 텍스트를, TTS PCM

음성 데이터로 만들어서 출력한다 이 음성. PCM

데이터를 그대로 코덱을 통해서 스피커로 구동시

킨다.

HPI

HPIC

HPIA

HPID

Usb
micom

HPI BUS

DMA ch.
Addr.

Data .
..

Memory

TMS320C6711

그림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의3. TMS320C6711

인터페이스HPI

FIg 3. HPI Interface of microprocessor

and TMS320C6711

이와 같은 기본 구성을 가진 시스템을 Stand

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의alone DSP HPI(Host

부트 모드를 이용하였다 초기port interface) .

는 부트 모드로 설정하고 이DSP HPI , Power on

되면 마이컴이 의 포트를 통해서, USB DSP HPI

에 저장된 기능NAND flash memory file copy

만을 수행하는 을 영역의 에program CE0 SDRAM

복사한다.

표 설정1. Type

Table 1. Type setting

ENDIAN(HD8) TYPE

0 Big

1 Litter

그림 는 마이컴과 사이의2 USB TMS320C6711

를 나타내고 표 과 표 는HPI interface , 1 2

의 메모리 저장 과 부팅TMS320C6711 DSP TYPE

모드 나타낸다.

표 부트 모드 설정2.

Table 2. Boot Mode setting

HD4 HD3 CLOCK

0 0 8-Bit HPI

0 1 8-Bit BOOT

1 0 16-Bit BOOT

1 1 32-Bit BOOT

이 되면 는 카피된 파일을 실행하게HPI reset DSP

된다 으로 옮겨진 카피 기능의 파일은 다. SDRAM

시 에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NAND flash memory

파일을 으로 복사하고 복사한 시스템 파SDRAM ,

일을 실행함으로써 부팅이 완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의 을 하는 방식을 사2 file copy

용하였다 마이컴이 과 시스템 파일. USB copy file

을 복사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 즉 부팅시간이 길,

어지기 때문에 부팅 시간을 줄이기 위해 파일복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속도를 줄였다.

표 부팅 시간 비교3.

Table 3. Booting time comparison

부팅 시간 초( )

case 1 18

case 2 3

표 은 각각의 대한 부팅 시간을 나타낸다3 . case

은 마이컴과 의 부트 모드를 이용1 USB DSP HPI

하여 영역의 과 시Nand flash memory file copy

스템 파일 모두를 으로 복사하는 경우이SDRAM

고 는 마이컴과 부트 모드, case 2 USB DSP HPI

를 이용하여 기능의 파일만 복사한 후file copy

파일을 이용하여file copy NAND flash Memory

의 시스템 파일을 으로 복사한 경우이다SDRAM .

그리고 에 파일을 통신NAND flash memory USB

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저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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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순서4

도이다.

Capture Start

Image 
유효성 검증No

Yes

No
Start Pattern

검색

Decoding

Capture Stop

Yes

Test File 생성

TTS 출력

First.Save

Power On

Yes

No

그림 순서도4.

Fig 4. flow chart

시스템 구현.Ⅳ

아래 그림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임베디드 시

스템이다 그림 는 와 및 메모리의 인터. 5 DSP PLD

페이스 부분이고 그림 은 마이컴 및, 6 USB

코덱 부분이다CIS(CMOS image sensor), .

TMS320C6711

PLD

SDRAM

NAND FLASH

NAND FLASH

그림 임베디드 시스템 부분5 . main

USB마이컴 FM Module

Codec

CMOS Image Sensor

그림 임베디드 시스템 부분6 sub

또한 그림 은 에서 캡처된 영상을 보기 위한7 CIS

프로그램의 초기 화면이고 그림 은 실제 차원, 8 2

바코드 바코드를 캡처한 그림이다AD .

그림 초기 화면7.

그림 바코드의 영상 캡처8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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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본 논문에서는 로부터 획CMOS image Sensor

득한 영상을 디코딩 엔진으로 유효성을 판단하여

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들려TTS(Text-to-speech)

주는 시스템을 을 이용TMS320C6711 DSP chip

하여 구현하였다 현재 바코드가 인쇄된 대구대. AD

학교 신문에 본 시스템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바코드는 까지의, AD 15~50%

에러 정정 기능을 지원하므로 정확히 인코딩 된

바코드에 대해서는 실시간 초 이내 으로 정확하게(1 )

판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현은 모든.

문서 책 신문 그리고 명함에 활용되어 시각장애, ,

인 뿐만 아니라 문맹인 노인층 등 시각적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도 일반 오프라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각장.

애인을 위한 컨텐츠 서비스 등과 결합됨으로써 컨

텐츠 교류의 확대를 통한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점자출판 문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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