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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시각장애인들의 인쇄출판물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쇄출판물의 텍

스트 정보가 저장되는 2차원 바코드를 인식하여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인쇄물 음성변

환 출력기기가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인쇄출판물에 적용되는 2차원 바코드가 저마다 

다른 형태로 활용될 경우 시각장애인 스스로 이를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표준을 통하여 기본적인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

차원 바코드 규격에 대한 사항을 통일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요약

인쇄출판물에 적용되는 2차원 바코드의 모양, 크기, 데이터 속성, 위치, 해상도, 오류

정정률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2차원 바코드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등 시각장애

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활용하면서 음성으로 그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정의함.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인쇄출판물 제작자들이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를 적용하는데 있어 혼

란을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인쇄출판물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2차원 바

코드의 규격 등을 통일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게 인쇄출판물의 정보를 스

스로 접근하여 정보격차 해소,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교육, 취업, 문화 등 다양한 사

회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참조 권고 및 표준

4.1 국외 표준(권고) : 없음

4.2 국내 표준 

  - KS X ISOIEC 16022, “정보기술 - 자동식별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드 기호 사양 

- 데이터 매트릭스”, 2004.

  - KS X ISOIEC 16023, “정보기술 - 자동식별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드 기호 사양 

- 맥시코드”, 2004.

  - KS X ISO/IEC 15438,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드 기호 

사양 - PDF 417”, 2007

  - KS X ISO/IEC 18004,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드 기호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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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 코드”, 2007.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4.2절에 언급된 2차원 바코드 표준들과 기술적인 관련성은 없으며, 단지, 국내에 도입된 

4건의 2차원 바코드 모두 본 표준에 적용가능 함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 해당사항 없음

6.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 

본 표준의 '지적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적합 인증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표준의 이력

판 수 제․개정일 개정판 내역

제 1 판 2008년 08월 28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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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is 2D barcode specification for printed material in order to make visually 

impaired people be able to recognize information in it.

2. The summary of contents

   This specification defines the requirements for the 2D barcode symbology. It 

specifies 2D Barcode symbology characteristics such as location and size, data 

character encoding, symbol formats, dimensions and print quality requirements, 

error correction rules for the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to access information 

on printed materials.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is applied to printed materials' 2D barcode for the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The standard resolves various issues to be provoked when 2D 

barcode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is launched to printed materials.

4. Reference Recommendations and/or Standards

4.1 International standards  

  - None

4.2 Domestic standards 

  - KS X ISOIEC 16022, “Information technology-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Bar code symbology specification－Data Matrix”, 2004.

  - KS X ISOIEC 16023, “Information technology-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Bar code symbology specification－Maxicode”, 2004.

  - KS X ISO/IEC 15438, “Information technology -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ure techniques - Bar Code Symbology specifications- PDF 417”, 2007.

  - KS X ISO/IEC 18004, “Information technology -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 - Bar code symbology - QR Code”, 2007.

5.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standard is not technically relevant to the domestic standards listed in 4.2. 

Four 2D barcode standards in 4.2 is applicable to the standard's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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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related to the present document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 Website.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None

6.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8. 08. 28.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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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

2D Barcode Specification for Printed Material Accessibility 

with Text-to-Speech for the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1. 개요

시각장애인들이 인쇄출판물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스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차원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는 2차원 바코드의 규격에 대한 

표준을 정의한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은 시각장애인의 인쇄출판물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규격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는 2차원 바코드의 모양, 크기, 저장되는 데이터의 속성, 위치, 해상도, 오류정

정율, 인쇄 및 시각장애인용임을 식별하기위한 식별자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

다.

3. 용어정의

가.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

   : 인쇄물출판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는 2차원 바코드를 인식하여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고 이를 음성합성엔진(Text-To-Speech)을 통해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

하는 것을 말함

나. 음성합성엔진(Text-To-Speech)

   :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 텍스트 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파악, 분석하여 실제 사람의 

목소리와 거의 흡사하게 읽어주는 솔루션

다. 해상도(DPI)

   : 영상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인치당 도트의 개수를 나타내며 용어에 사용된 

DPI는 Dot Per Inch의 약어

라. 오류정정률

   : 2차원 바코드에 저장되는 데이터 중 오류를 복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가정보의 

비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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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

4.1 모양

인쇄출판물에 적용되는 2차원 바코드는 정사각형이다.

4.2 크기

2차원 바코드는 정사각형으로 가로와 세로 크기를 최대 18mm 이내로 한다. 단, 신문

지의 경우 한 면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과 면의 크기 때문에 2차원 바코드의 크기를 

20mm로 할 수 있다.

4.3 데이터 속성

2차원 바코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음성합성엔진(Text-To-Seech)을 통해 음성으로 

변환되어 출력될 수 있는 문자와 숫자가 포함된 텍스트 형태로 저장하여야 한다.

4.4 위치

시각장애인 스스로 2차원 바코드를 인식하고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2차원 바코드

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본 표준에서는 인쇄출판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크게 낱장과 좌우로 펼쳐지는 책자로 구분하여 2차원 바코드의 위치와 

여백 등을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가) 낱장 : 낱장의 경우 2차원 바코드 한 개에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여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그 여백은 2차원 바코드의 크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다.

(나) 책자

  (1) 책자의 표지는 표지의 정보가 저장된 2차원 바코드 한 개를 표지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그 여백은 낱장의 경우와 동일하며 아래 표와 같다.

  (2) 책자의 속지는 좌우 두 페이지의 정보가 저장된 2차원 바코드 한 개를 오른쪽 

페이지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그 여백은 낱장의 경우와 동일하며 표 1과 같

다. 필요시 우측 하단에 2차원 바코드를 하나 더 위치시킬 수 있다. 그 여백은 

우측 하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동일한 범위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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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2차원 바코드 크기에 따른 여백

    

바코드크기

(mm)

여백  (기준 : 종이)

바코드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우측

12 * 12 15.5 15.5

13 * 13 15 15

14 * 14 14.5 14.5

15 * 15 (권장) 14 14

16 * 16 13.5 13.5

17 * 17 13 13

18 * 18 (최대) 12.5 12.5

                             

                 (우측 상단)                      (우측 하단)

    (그림 4-1) 2차원 바코드 위치 및 여백 샘플

4.5 해상도

2차원 바코드의 해상도는 최소 300 DPI이며 데이터 저장용량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

다. 또한, 2차원 바코드가 포함된 인쇄출판물의 인쇄 해상도와 이를 복원하기 위해 활

용되는 스캐너와 카메라 센서의 해상도는 반드시 2차원 바코드의 해상도 이상을 지원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상도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위해 2차원 바코드를 생성하는 응용프로그램

에서 해상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 색상

시각장애인의 사용상 요구되는 자동 인식을 위해서는 2차원바코드와 바탕색의 구분이 

요구된다. 따라서 바코드 색상과 바탕색의 구분을 위해 바코드 외곽 테두리 1mm 이

상을 흰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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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오류정정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에 적용되는 오류정정률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4.8 식별자

본 표준에 활용되는 2차원 바코드는 시각장애인의 인쇄출판물 정보접근을 위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2차원 바코드 첫 머리글자 2Bytes에 시각장애인을 나타내는 식별 

코드를 함께 저장한다. 이 식별 코드의 데이터 값은 Blind의 B와 해당 페이지에 적용

된 2차원 바코드개수를 나타내기 위한 숫자로 표현한다.

 Byte 위치 : 0

구분 내용 16진수 표현

하나일 경우 BL 0X42 0×00

두 개일 경우 첫 번째 

바코드
B1 0X42 0×01

두 개일 경우 두 번째 

바코드
B2 0X4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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