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G06K 9/00

(45) 공고일자   2003년11월15일

(11) 등록번호   10-0401197

(24) 등록일자   2003년09월26일
(21) 출원번호 10-1998-0049885 (65) 공개번호 특2000-0033154
(22) 출원일자 1998년11월20일 (43) 공개일자 2000년06월15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번지
(72) 발명자 박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54-4

도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주공아파트 2단지 245-408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관 :    전일용

(54)  문자인식 처리 속도가 향상된 문자인식 장치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터치스크린을 통해 입력되는 문자를 인식하는 문자인식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
로, 특히, 입력되는 문자를 보다 빠른 속도로 인식하여 처리하는 문자인식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이러한 본 발명은, 터치스크린과 상기 터치스크린으로부터 출력된 터치스크린 데이터를 이용 문자인
식처리를 수행하는 문자인식 장치에 있어서, 입력되는 문자에 따라 발생되는 터치스크린데이터를 감지하
면 상기 터치스크린데이터를 한 획의 문자로 판단하여 기록하는 터치스크린데이터 기록기와, 터치스크린
데이터 발생이 없으면 정해진 대기시간을 카운트하는 대기시간 카운터와, 상기 기록된 터치스크린데이터
를 한 문자로 판단하여 문자인식 처리하고, 문자인식 처리 중 상기 대기시간 카운트 완료 전에 또 다른 
문자 입력에 따른 터치스크린데이터 발생되어 기록되면 이전 기록된 상기 터치스크린 데이터에 새로이 발
생되어 기록된 터치스크린 데이터를 포함한 후 이를 한 문자로 판단하여 문자 인식 처리하는 문자인식 처
리기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문자인식 장치의 주요 구성을 나타낸 도면.<1>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멀티태스킹 처리를 통한 문자인식 처리 과정을 나타<2>
내는 동작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문자인식기의 상태 천이도.<3>

도 4는 종래 문자인식 처리 속도와 본 발명의 실시에 따른 문자인식 처리 속도를 구체적 실 예를 <4>
통한 문자인식 처리시간의 상호 비교로서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터치스크린을 통해 입력되는 문자를 인식하는 문자인식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5>
로, 특히, 입력되는 문자를 보다 빠른 속도로 인식하여 처리하는 문자인식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
다.

통상적으로 문자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기기 혹은 휴대용 전화기 등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보다 편<6>
리하게 원하는 정보의 입력 및 이의 처리를 이루기 위해 문자인식 장치가 구현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는 터치스크린이나 디지타이져 등과 같은 객체 지향적으로 구현된 문자 입력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펜이나 
손 등의 자연적인 실제 입력수단을 이용 문자와 같은 필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자인식 장치에서 문자를 인식함에 있어, 정확한 문자의 인식을 이룬다 함은 사용자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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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터치스크린을 통해 입력되는 문자가 어떠한 문자인지를 정확히 알아 낼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한 
문자의 입력이 완료되었음을 정확히 알아 낼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글과 같이 초성, 
중성, 종성과 같은 자모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문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문자의 입력 완료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어 종래의 문자인식 장치는 한글 문자를 인식함에 있어 알파벳 등으
로 이루어지는 영문 등에 비해 문자 인식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하기에서 종래 제안되었던 문자인식 방법들의 대표적 실 예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들 각각이 <8>
한글과 같은 조합형 문자의 문자인식을 수행함에 있어 내포하였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입력되는 문자를 인식함에 있어, 종래의 방법에는, <9>

첫째, 소정 대기시간(Waiting Time)을 설정하여 정해진 대기시간내에 사용자로부터 문자입력이 <10>
계속하여 발생하지 않으면, 한 문자 입력이 완료되었음으로 판단한 후 그에 따른 문자인식을 수행하는 방
법, 

둘째, 문자 입력시, 입력 수단의 특정 지점을 문자입력 완료 지점으로 지정하여, 상기 문자완료 <11>
지점에 대응하는 입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 문자의 입력이 완료되었음을 판단하여 그에 따른 문
자인식을 수행하는 방법, 

셋째, 입력장치의 입력 창을 미리 두 개로 나누어 한 입력 창에 문자가 입력된 후 다음 입력 창<12>
에 새로운 문자 입력이 감지되면, 이전 입력 창에 입력된 문자가 입력 완료된 한 문자임을 판단하여 그에 
따른 문자인식을 수행하는 방법, 

넷째, 입력되는 모든 문자를 한 획으로만 입력하도록 미리 제한을 두어 문자의 입력이 완료되면, <13>
이를 무조건 한 문자로 인식하여 문자인식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그러나, 종래 제안된 상기 문자인식 방법들에 있어, 첫 번째 방식은 문자인식 처리에 앞서 대기<14>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 기다리는 시간동안은 문자인식을 수행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문자인
식 처리시간의 낭비를 발생하였고, 두 번째 방식은 사용자가 문자 입력 후에 별도로 문자 입력 완료 입력
을 해야하는 사용상의 불편함 문제를 가지게 되며, 세 번째 방식은 휴대용 전화기와 같이 소형화된 장치
에 문자인식 인터페이스 장치를 적용함에 있어 문자 입력 창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
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식은 영문의 알파벳과 같이 한 획으로 입력 가능한 종
류의 문자인식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한글과 같이 자모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한 획으로 입력 불가능한 문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방식임과 동시에 사용자는 별도로 입력 방법을 숙지해야 하는 등의 사용
상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터치스크린을 통해 입력되는 문자를 인식함에 있어 해당 문자를 보다 <15>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신속하게 인식하는 문자인식 장치 및 그 방법의 제공에 있으며, 아울러, 상술한 종
래 문자인식 방법들이 가지는 문제점의 해결을 이루는 문자인식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대기시간의 설정을 통한 문자인식 방법에 있어, 종래 대기시간 설정에 <16>
따른 문자인식 방법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문자인식 처리 시간 낭비 문제를 해결하는, 즉, 문자인식 처리
에 따른 대기시간을 제거하여 보다 신속하게 문자인식을 수행하는 문자인식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이러한 본 발명은, 터치스크린과 상기 터치스크린로<17>
부터 출력된 터치스크린 데이터를 이용 문자인식처리를 수행하는 문자인식 장치에 있어서, 입력되는 문자
에 따라 발생되는 터치스크린데이터를 감지하면 상기 터치스크린데이터를 한 획의 문자로 판단하여 기록
하는 터치스크린데이터 기록기와, 터치스크린데이터 발생이 없으면 정해진 대기시간을 카운트하는 대기시
간 카운터와, 상기 기록된 터치스크린데이터를 한 문자로 판단하여 문자인식 처리하고, 문자인식 처리 중 
상기 대기시간 카운트 완료 전에 또 다른 문자 입력에 따른 터치스크린데이터 발생되어 기록되면 이전 기
록된 상기 터치스크린 데이터에 새로이 발생되어 기록된 터치스크린 데이터를 포함한 후 이를 한 문자로 
판단하여 문자 인식 처리하는 문자인식 처리기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입력되는 문자의 한 획에 응답하여 발생하는 터<18>
치스크린데이터의 인식을 수행하고, 상기 인식된 터치스크린데이터에 해당하는 문자의 문자인식을 수행하
는 문자인식 장치의 문자인식 방법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에 문자 입력이 발생되면 발생된 문자 입력
에 응답하여 발생하는 터치스크린데이터를 기록하는 제1과정과, 상기 기록된 터치스크린데이터를 한 문자
로 판단하여 문자인식을 수행하는 제2과정과, 임계 대기시간내에 새로운 터치스크린데이터 발생이 이루어
지면 상기 제2과정의 문자인식을 정지하고 이전 발생된 터치스크린데이터와 상기 새로이 발생된 터치스크
린데이터를 다시 한 문자로 판단하여 문자인식을 수행하는 제3과정과, 임계 대기시간내에 또 다른 터치스
크린데이터의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문자인식 수행된 결과에 해당하는 소정 문자코드를 독출하는 
제4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문자인식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19>
구성 요소들에 부가된 참조 부호를 통해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된 참조 부호
일 지라도 동일한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회로의 구성 소자 등과 같은 많은 특정(特定) 사항들이 나타나고 <20>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

9-2

1019980049885



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문자인식 장치의 배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21>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터치스크린30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문자는 터치스크린드라이버40<22>
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어 중앙처리장치10으로 입력된다. 상기 디지털 데이터를 이하 '터치스크
린데이터'라 칭한다. 그러면, 상기 중앙처리장치10은 문자인식기70을 구동하도록 제어하며 상기 터치스크
린데이터를 상기 문자인식기70으로 전송하여 상기 문자인식기70에서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문자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한다. 한편, 상기 문자인식기70은 본 발명의 실시에 따라 구현된 문자인식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동되며 이의 개략적인 동작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상기 중앙처리장치10으로부터 입력받은 터치
스크린데이터와 일정 범위 내에서 특징이 유사한 데이터를 미리 저장된 데이터들로부터 검색하여 독출하
고, 그 독출된 데이터에 해당하여 설정된 문자코드를 검출한다. 그리고, 상기 문자인식기70을 통해 검출
된 결과는 상기 중앙처리장치10으로 전달되어 표시장치20에 표시되거나 이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
어 사용될 수 있도록 메모리50에 저장된다. 한편, 상기한 문자인식기70의 문자인식 동작에 있어 몇 획의 
문자 입력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한 문자의 입력이 끝났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이 문자 인식에 있어 
주요한 동작이 되는데, 이러한 검출은 대기시간의 경과를 통해 판단하며 이 대기시간은 타이머60을 통해 
발생된다. 즉, 미리 정해진 시간내에 또 다른 문자의 입력이 상기 터치스크린30으로부터 발생하는지 여부
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한 문자의 끝을 검출하게 되는데 이때 상기 타이머60의 구동에 따른 상기 정해진 
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의 카운트 동작에 있어 상기 타이머60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상
기 타이머60은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의 선택은 실시자의 의도에 따라 이
루어진다. 결국, 상기 타이머60은 본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간데이터를 생성하며, 생성된 
시간데이터를 통해 문자 입력에 따른 대기시간의 카운트, 미리 설정된 대기시간의 카운트 등의 동작을 수
행하는 것이다. 메모리50은 휘발성메모리(예: 램)와 비휘발성메모리(예: 플래시메모리, EEPROM)로 구현되
며, 문자인식 장치의 전반적인 동작을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운영시스템(Operating  System;  OS)프로그램 
및 초기 서비스 데이터, 그리고 문자인식기의 해당 동작 수행에 따른 동작 프로그램, 그리고 동작 수행에 
있어 필요한 데이터 및 발생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버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처리되는 데
이터 및 필요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한 운영시스템(OS) 프로그램에 있어 본 발
명의 실시를 위해서는 필히 멀티태스킹(Multi Tasking)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멀티태스
킹 기능의 대표적 운영시스템 프로그램으로 REX프로그램이 있다. 표시장치20은 문자인식 장치의 전반적인 
상태 및 처리되는 문자코드들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장치로서 통상 LCD로 구현된다. 한편, 
통상의 문자인식 장치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는 상기 터치스크린30과 적층되어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문자인식기70은 내부에 터치스크린데이터 기록기71과 문자 인식 처리기72와 문자코드 저장부73을 포
함하여 구성한다. 상기 터치스크린데이터 기록기71은 터치스크린데이터 발생이 이루어지면 이를 감지하여 
발생된 터치스크린데이터를 소정 버퍼에 기록하여 이후 이 기록된 데이터가 문자 인식 처리되도록 한다. 
터치스크린데이터 기록은 입력되는 문자에 있어 한 획을 기준으로 하며, 이의 판단은 앞서 설명한 타이머
60의 소정 대기시간 경과 여부로서 수행한다. 문자인식 처리기71은 상기 터치스크린데이터 기록기71에 의
해 한 획에 해당하는 문자 기록이 이루어지면, 이를 감지하여 기록된 해당 터치스크린데이터를 독출하여 
문자 인식 처리한다. 그리고 한 문자의 입력 완료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한 문자에 해당하는 터치스크린데
이터 기록이 완료되면, 이를 독출하여 문자 인식 처리한다. 문자코드저장부73은 미리 등록된 다수의 문자
코드들을 저장하며 이 문자코드들은 상기 문자인식 처리기의 제어하에 독출되어 상기 표시장치20을 통해 
출력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문자인식 장치에서 문자인식 동작을 수행하는 동작 <23>
흐름도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210단계의 대기상태 수행중, 사용자가 문자인식 모드 진입을 요구하는 입<24>
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212단계에서 판단한다. 상기 212단계에서 문자인식 모드 진입을 요구하는 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214단계에서 기록 플래그(Read Flag)를 오프(Off) 시킨다. 상기 기록 플래그는 상
기 터치스크린데이터 기록기70이 입력되는 터치스크린데이터를 소정 버퍼에 기록함에 있어 판단 기준이 
되는 플래그로 상기 플래그의 온/오프 여부에 따라 상기 터치스크린40을 통해 입력되는 문자의 터치스크
린데이터의 기록 여부가 결정된다. 상기 214단계에서는 기록플래그를 오프한 후, 216단계에서 문자인식 
플래그를 오프 시킨다. 이때의 플래그는 상기 문자인식 처리기72가 상기 기록된 터치스크린데이터를 독출
하여 문자 인식 처리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는 플래그이다. 상기 문자인식 플래그 상태를 통해 상
기 문자인식 처리기72의 문자인식 처리 동작이 결정된다. 218단계에서는 대기시간(Waiting Time)을 0으로 
초기화한다. 여기서 대기시간이라 함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임의의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을 통해 문자를 입력함에 있어 상기 정해진 시간내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이를 한 문자로 인식하는 경우
에 있어 상기 정해진 시간을 대기시간이라 칭하는 것이다. 상기 대기시간의 의미를 일 예로서 설명하면, 
사용자가 '가'를 입력한 후 바로 'ㄴ'을 입력한 경우, 상기 중앙처리장치 10은 사용자가 '가'를 입력한 
후 또 다른 문자의 입력 시작에 따른 'ㄴ'을 입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이라는 문자를 입력하려고 하는
지를 판단하여야만 한다. 이때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의 표준적인 습관에 따라 한 문자를 입력한 후 
또 다른 문자 입력을 위해 잠시 멈추게 되는 시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기 대기시간이 된다. 
따라서 상기한 대기시간은 한 문자의 입력이 완료되었음을 인식하여 한 문자와 다른 문자 사이를 구분해
주는 역할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터치스크린데이터 발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 
획에  해당하는 문자의 입력이 있는 것이고, 상기 대기시간 이전에 새로이 발생하는 터치스크린 데이터는 
한 문자를 구성하는 또 다른 획의 입력이 된다. 결국, 상기 대기시간은 획과 획 사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기도 한다. 이에, 상기 218단계에서 대기시간이 0으로 초기화한다 함은 문자인식을 수행
함에 있어 이전의 대기시간을 삭제하는 동작을 말하는 것이다. 상기 218단계를 수행하고, 220단계에서 상
기 문자인식기70은 해당 동작 수행을 언제라도 이룰 수 있는 활성 상태로 진입하도록 처리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는 상기 문자인식기70 내의 구성이 멀티태스킹 기능의 구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때 구현
된 상기 문자인식기70내의 구성들이 해당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상기 문자인식
기70의 활성화 동작이 수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220단계의 활성화 상태에서 상기 문자인식기의 구
성들은 앞서 언급한 기록플래그나 문자인식 플래그의 플래그 상태 변화에 의해 미리 정의된 동작 수행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플래그들의 변화 상태로서 문자인식기70의 구성들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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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수행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이는 실시자의 의도에 따라 메일박스(Mail Box)나 소정 
신호전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문자인식기70내의 구성들에는 처리 우선권이 미리 설정
되어 있어 동일시간에 해당 동작 수행의 요청이 플래그의 변화로서 발생되면 우선권이 높은 처리기의 동
작이 먼저 이루어진다. 

222단계에서 상기 중앙처리장치10은 일정주기마다 터치스크린데이터가 발생하는 지를 감지한다. <25>
일정주기라 함은 특히 폴링(Polling)방식에 의한 문자인식 동작에 있어, 미리 정해진 일정주기로 상기 터
치스크린30으로부터 발생되는 터치스크린데이터의 출력 여부를 감지하여 일정주기 동안의 감지 결과에 따
라 어떠한 문자가 입력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주기를 말한다. 상기 222단계에서 터치스
크린데이터가 발생됨이 감지되면, 224단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록플래그를 온 시킨다. 그러면 226단계에
서 활성화된 상태의 문자인식기70의 터치스크린데이터 기록기71은 상기 기록플래그가 온 되었음을 감지하
고, 226단계에서 발생된 상기 터치스크린데이터를 소정 버퍼로 기록한다. 이는 한 획에 해당하는 문자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228단계에서 상기 문자인식플래그를 온 시킨다. 이 문자인식플래그의 온 상태에 
따라 상기 문자인식 처리기72의 문자인식 동작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230단계에서 상기 대기시간을 
0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대기시간을 0으로 설정하는 것은 터치스크린30을 통해 한 획에 해당하는 문자의 
입력이 있음에 따른 것이다. 그런후, 상기 중앙처리장치10은 상기 222단계를 되풀이 수행한다. 만일, 상
기 222단계에서 일정주기내에 터치스크린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223단계에서 상기 문자인식플래그
가 온 상태에 있는 지를 판단한다. 만일, 상기 문자인식플래그가 온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되면, 상기 222단계 동작을 되풀이 수행하는데, 이때에는 문자 입력에 있어 한 획의 입력이 완료되지 않
았음에 따른 동작 혹은 처음부터 문자 입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 따른 동작 수행이 된다. 그러나 상기 
223단계에서 문자인식플래그가 온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는 터치스크린데이터가 발생한 후 잠
시 발생하지 않고 있음의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가 한 획을 입력한 후 다음 획 입력
을 위해 연속적인 입력을 멈춘 경우나, 한 문자의 입력을 완료하고 다음 문자 입력을 위해 멈춘 경우가 
된다. 따라서 상기 223단계에서 문자인식플래그가 온 상태에 있음이 감지되면, 상기 문자인식 처리기72는 
한 획의 입력 완료이거나 한 문자의 입력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문자인식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이는 터치스크린데이터 기록기71에 의해 입력된 터치스크린데이터의 기록이 한 획에 해당하여 혹은 한 문
자에 해당하여 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문자인식 처리기72가 구동되어 상기 기록된 터치스크린데이터를 
문자인식 처리하는 동작 수행을 위한 플래그의 상태 감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227단계에서는 문자 입
력의 멈춤에 따라 발생한 대기시간이 미리 정해진 임계 대기시간 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지를 판단한
다. 만일 대기시간이 임계 대기시간보다 크지 않은 경우는, 229단계에서 대기시간을 증가시키고 상기 222
단계 동작을 되풀이 수행한다. 한편, 상기 227단계 판단 동작에 있어 임계 대기시간이라 함은, 한 문자와 
한문자 사이의 대기시간을 칭하는 것으로 이는 미리 지정한 시간으로 평균적인 사용자들이 한 문자를 입
력하고  또  한  문자를  입력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말하며  통상  실험치에  의해  정해지는  값이 
된다. 이 값은 이후 실시 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227단계에서 대기시간이 상기 임
계 대기시간보다 작다함은 한 문자의 입력이 완료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한 문자의 입력이 진
행되고 있음, 즉, 단지 한 획의 입력만이 완료되어 또 다른 획의 입력이 준비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227단계에서 대기시간이 상기 임계 대기시간보다 작은 경우, 229단계에서 소정 정도의 대기시간
을 증가하도록 하고 상기 222단계의 동작을 되풀이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상기 227단계에서 임계 대기
시간 보다 대기시간이 큰 경우는, 이를 한 문자의 입력이 완료되었음, 즉 문자의 끝이 입력되었음으로 판
단하여, 230단계에서 대기시간 플래그를 온 시킨다. 이때에 있어 대기시간 플래그가 온 된다 함은 이는 
획과 획 사이의 판단에 따른 대기시간이 아니라 한 문자의 입력 완료가 되었음의 판단에 따른 대기시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230단계의 대기시간 온 상태는 이후 터치패널기록기71과 문자인식 처리기72가 
한 문자의 문자 인식에 따른 처리 제어를 이루도록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에 있어서 구현되는 상기 문자인식기70의 상태 천이를 나타내는 <26>
도면이다. 이의 개략적인 동작은 문자 인식 처리를 이룸에 있어 각 상태가 구현되어 해당 동작 수행을 이
루며, 각 상태는 상기한 기록플래그의 온/오프 상태에 따라 천이 된다. 이의 각 상태들은 통상의 문자인
식기가 가지는 상태 천이이며, 본 발명에 있어서는 각 상태에 있어 터치스크린 발생에 의한 기록플래그의 
변화에 따른 상태 천이가 더 이루어진다. 즉, 도면상에서 도시되었듯이 문자인식을 위해 각 상태로 순차
적으로 천이 중에 기록플래그의 온 상태가 감지되먼 각 상태의 동작을 정지하고 다시 문자 인식 처음 상
태로 천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상태에서는 대기시간 플래그와 기록플래그의 상태 변화 감지에 따라 
해당 상태 천이를 이룬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에 따른 결과로서 나타나는 문자인식 속도를 종래 기술에 따른 문자인식 <27>
속도와 상호 대비하여 나타내는 도면으로, 본 발명에 따른 효과를 보여준다. 

상기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른 문자인식 방법은 터치스크린데이터 기록 시간<28>
(D1)과 대기시간(T1), 그리고 기록된 터치스크린데이터 문자인식 시간(D2) 모두 합한 시간을 전체 문자인
식 시간(SUM)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발명의 실시는 상기 D1이나 D2중에 있어 더 긴 시간을 분자인
식 시간(SUM)으로 하고 있어 종래 기술과 대비 최소 T1만큼의 더 빠른 문자인식 속도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상기 도 4에서는 그 일 예로서 사용자가 "강" 문자를 입력한 경우에 있어서의 문자인식 시간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종래 기술이 문자 입력이 있으면 먼저 터치스크린데이터를 기록하고 이 기록
한 터치스크린데이터가 대기시간에 의해 한 문자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문자인식을 수행하도
록 되어 있어 상기 D1+T1+D2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반면, 본 발명은 한 획에 해당하는 터치스크린데이
터 기록만 이루어지면 한 문자의 입력 완료와 상관없이 바로 그에 따른 문자 인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
어 D1이나 D2 중 더 긴 시간이 문자인식에 필요하게 됨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로서, 디지털 휴대용 전화기와 플래그들의 <29>
변화 상태로서 각 처리기들의 동작이 이루어짐을 상정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는 문자인식 인
터페이스 장치가 적용되는 모든 장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여 실시됨은 물론이고 플래그 대
신 메일박스나 소정 신호의 전송으로서도 해당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
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
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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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첨부된 도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래 문자인식 장치의 문자인식 <30>
방법에 있어서의 문자인식 시간 보다 더 짧은 문자 인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본 발명
에 따른 문자인식 장치가 종래의 문자인식 장치에 비해 보다 향상된 문자인식 속도를 가져옴을 나타낸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터치스크린과 상기 터치스크린으로부터 출력된 터치스크린 데이터를 이용 문자인식처리를 수행하
는 문자인식 장치에 있어서, 

입력되는 문자에 따라 발생되는 터치스크린데이터를 감지하면 상기 터치스크린데이터를 한 획의 
문자로 판단하여 기록하는 터치스크린데이터 기록기와,

터치스크린데이터 발생이 없으면 정해진 대기시간을 카운트하는 대기시간 카운터와,

상기 기록된 터치스크린데이터를 한 문자로 판단하여 문자인식 처리하고, 문자인식 처리 중 상기 
대기시간 카운트 완료 전에 또 다른 문자 입력에 따른 터치스크린데이터 발생되어 기록되면 이전 기록된 
상기 터치스크린 데이터에 새로이 발생되어 기록된 터치스크린 데이터를 포함한 후 이를 한 문자로 판단
하여 문자 인식 처리하는 문자인식 처리기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인식 장치.

청구항 2 

상기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인식 처리기는,

상기 대기시간 카운트 완료전에 또 다른 터치스크린데이터가 발생되어 기록되지 않으면, 이전까
지 문자 인식 처리된 결과에 해당하는 문자 코드를 독출하여 표시되도록 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인
식 장치. 

청구항 3 

터치스크린과 상기 터치스크린으로부터 출력된 터치스크린 데이터를 이용 문자인식처리를 수행하
는 문자인식 장치에 있어서, 

한 획에 해당하는 터치스크린데이터 발생이 이루어지면 발생될 때마다 이를 기록하는 터치스크린
데이터 기록기와,

한 획에 해당하는 터치스크린데이터 발생이 완료되면 소정 대기시간을 카운트하는 대기시간 카운
터와, 

상기 한 획에 해당하여 발생된 터치스크린데이터의 기록 완료 시점마다 기록된 터치스크린데이터
를 문자인식 처리하며, 상기 대기시간 카운트가 완료되면 완료시점에 있어 기록된 터치스크린데이터를 문
자인식 처리하는 문자인식 처리기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인식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데이터 기록기와 상기 문자인식 처리기는 멀티태스킹으로 구현되고, 해당 동작 
수행중 터치스크린데이터 발생 또는 기록 완료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정의된 동작을 우선하여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인식 장치.

청구항 5 

터치스크린과 상기 터치스크린으로부터 출력된 터치스크린 데이터를 이용 문자인식처리를 수행하
는 문자인식 장치의 문자인식 방법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에 문자 입력이 발생되면 발생된 문자 입력에 응답하여 발생하는 터치스크린데이
터를 기록하는 제1과정과,

상기 기록된 터치스크린데이터를 한 문자로 판단하여 문자인식을 수행하는 제2과정과,

임계 대기시간내에 새로운 터치스크린데이터 발생이 이루어지면 상기 제2과정의 문자인식을 정지
하고 이전 발생된 터치스크린데이터와 상기 새로이 발생된 터치스크린데이터를 다시 한 문자로 판단하여 
문자인식을 수행하는 제3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인식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 대기시간내에 또 다른 터치스크린데이터의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문자인식 수
행된 결과에 해당하는 소정 문자코드를 독출하는 과정을 더 구비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인식 방
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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