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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문서등록장치 및 그 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문서등록장치 및 그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를 도시한 블럭도.

제2도는 합본형식의 문서를 등록할 때의 입력순서를 도시한 도면.

제3도는 헤더시이트상의 원문서 화상에 관한 사항의 기입란을 도시한 도면.

제4도는 원문서의 형식 및 기재방식과 각 경우에 있어서의 형식기호의 예를 도시한 도면.

제5도는 자동용지공급장치에 의한 화상리드와 입력되는 페이지번호의 순서를 도시한 도면.

제6도는 여러개의 문서를 연속해서 등록할 때의 입력순서를 도시한 도면.

제7도는 단표형식의 문서를 등록할 대의 입력순서를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문서  등의  화상을  화일에  축적하는  화상화일장치로의  화상등록방식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한번에 대량의 화상을 효율적으로 등록하는 문서등록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화상화일장치에  문서등의  화상을  등록하는  경우에  검색을  위한  키워드나  UDC코드등을 데이타베이스
로서  등록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또,  효율좋은  검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원문의  제목이나  저자명 
등의  서지적  사항도  키워드  등과  함께  등록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등록에  있어서는  화상을  1장 입
력할  때마다  또는  한번에  여러장의  화상만을  입력한  후  그들의  화상을  1장씩  표시하면서  키워드나 
서지적  사항(이하,  총칭해서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사람의  손으로  입력하고  있었다.  예를들면,  이 
방식에서는 다수 페이지의 화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이하, 합본형식의 문서(book type 
document)라  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사항의  입력은  문서  1건당  한번으로  좋다.  그러나,  후에 
원문서  화상을  표시할  때  본래의  순서로(올바른  페이지순으로)표시하기  위해서는  화상의  입력을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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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순서에 따라서 실행하든가 화상 1장마다 페이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화일에  입력된  화상에  각각  입력순으로  일련의  번호(문서  ID번호)를  할당해서,  그  문서의 ID
번호를  검색코드로서  등록하여  사람의  손에  의한  등록사항의  입력을  필요하지  않게  하는  방식이 제
안되어  있다.(예를들면,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소화56-2222호).  그러나,  이  방식은  동일  화일상에 여
러 종류의 문서를 등록하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배려되어 있지 않다.

또,  입력한  화상상에  문자열의  일부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문자열을  문자인식의  방법으로  리드하여 
얻은  결과를  검색코드로서  등록하는  방식도  여러가지  알려져  있다(예를들면,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소화60-17565호  참조).  그러나,  이  방식은  특정  형식으로  기재된  문서의  등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통상의 불특정 형식의 문서를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또,  상기  종래  기술에  있어서,  예를들면  등록사항의  입력을  문서  한  건마다  실행하는  방식은  화상의 
입력과  키보드  등으로부터의  등록사항의  입력을  교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등록의  효율이  나빴다.  또, 
한번  입력한  화상을  표시하면서  등록사항을  입력하는  방식도  표시,  확인  입력이라는  처리를  교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효율이 나쁘다.

합본형식의  문서를  등록한  경우,  표시시에는  여러장의  화상을  차례로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때 
표시되는  화상의  순서는  등록했을  때의  순서와  동일하다.  종래  그것을  위해서는  페이지  번호대로 화
상을  입력하거나  모든  화상에  대해서  차례로  페이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합본형식
의  문서의  대부분은  용지등의  기록매체의  표면과  이면  양면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페이지 
번호순으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1장의  기록매체의  표면과  이면으  계속해서  입력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입력작업의  효율이  나쁘다.  또  모든  화상에  대해서  페이지번호를  차례로  입력하는  방식은 화
상을  한장씩  전부  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효율은  좋다.  그러나,  이  방식에  있어서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입력한 순서뿐이고, 내용에 의한 검색등은 할 수 없다.

입력한  화상중의  문자열의  일부를  지정하고,  그  문자열을  문자인식의  수법으로  리드하고,  그  결과를 
검색코드로써 등록하는 방식은 등록의 대상이 특정문서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상화일장치는  불특정의  문서를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되는  각  문서형식은 각
각  다르다.  그러나,  문자  인식처리에  의해서  문자열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  문자열의  위치나 형식
을  미리  장치에  입력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오퍼레이터는  각  문서마다  인식처리의  대상이 
되는  문자열의  형식을  장치에  입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방식은  통상의  불특정  형식의 문
서의  등록에는  적당하지  않다.  또,  이  방식은  화상  1장마다  그  화상상에서  검색코드를  리드하기 때
문에,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합본형식의 문서의 등록에도 적당하지 않다.                                              

본  발명의  목적은  입력된  화상과  검색용의  등록코드를  자동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에  의해, 화상입력
과  검색코드의  입력을  따로따로  모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등록할  문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합본형식의  경우라도,  각  화상에  대해서  페이지번호를  자동적으로  할당하는  것에 의
해,  페이지순에  따르지  않고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서  자동용지공급기에  의한  화상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또  도중에  등록에  지장을  초래하는  미스가  발생할  경우,  오퍼레이터가  미스의  발생을 용이하
게 알 수 있는 효율좋은 문서등록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화상  검색용의  검색데이타를  기록하고  있는  등록사항 데
이타  베이스에  개개의  문서를  지정하는  데이타도  기록한다(이하,  이들  데이타를  접속데이타라  한다. 
접속데이타에는  그  문서의  분류클래스(class)와  각  클래스중에서의  고유번호인  문서번호등이 기입되
어  있다).  즉,  등록사항  데이타베이스의  검색에  사용하는  등록데이타와  접속데이타를  연관시켜서 기
억해둔다.  이와같이  해두는  것에  의해,  접속데이타를  포함하는  문서화상을  입력하면,  이  문서화상과 
등록데이타가  자동적으로  연관지어지게  된다.  또,  이와같이  구성해두면,  사용자는  등록데이타를 문
서화상 입력과는 독립적으로 필요한 때에 리라이트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서의  입력시에는  처음에  입력하는  문장에  관한  문서인식데이타라  불리는  정보의  코드를 
소정의  형식으로  기재한  시이트(이하,  헤더시이트(header  sheet)라  한다)를  입력한다. 문서인식데이
타는  접속데이타와  형식데이타라고  불리는  데이타를  포함한  것이다.  형식데이타는  대상으로  되는 문
서의  페이지수,  형식(그  문서가  1장의  화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표형식인가,  여러  화상으로 구성되
어  있는  합본형식인가를  나타낸다)  및  기재방법(그  문서가  시이트의  표면과  이면  양면에  화상을 갖
는가 한쪽면에만 갖는가를 나타낸다)을 소정의 코드로 표시한다.

장치는  입력된  화상에  대해서,  그  화상이  헤더시이트인  것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을  문자인식의 수법
으로  리드하고  결과를  입력한다.  다음에,  문서화상을  1건분  입력하고,  마지막에 트레일러(trailer)
시이트를  입력한다.  장치는  입력된  화상의  매수를  카운트하면서  각  화상의  데이타를  버퍼에 보관한
다.  그리고,  마지막에  트레일러시이트를  입력한다.  장치가  트레일러시이트의  화상을  검출하면  그 때
까지  입력된  화상의  수와  헤더중에  기재되어  있던  페이지수를  비교하고,  일치하면  버퍼중의 데이타
와  헤더시이트에서  리드한  문서인식  정보중의  접속  데이타를  화상데이타베이스에  기록한다.  한편, 
양자의  값이  다른  경우에는  필요한  경고를  발한다.  또한,  입력된  화상의  수가  헤더시이트에  기재된 
매수를  초과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실행한다.  등록된  화상데이타는  부가된  접속데이타에 의
해서  등록사항  데이타베이스내에서  동일은  접속데이타를  갖는  등록데이타와  대응시킨다.  이상의 처
리에  의해서  효율이  좋은  등록을  실현할  수  있다.  또,  상세하게  기술하여  설명하면  장치가 트레일러
시이트의  화상을  검출하면  헤더시이트의  입력  후  그  때까지  입력된  화상의  수와  헤더시이트중의 형
식데이타에  기재되어  있던  페이지수를  비교한다.  비교한  결과,  양자가  일치하면  그  문서의  모든 화
상이  바르게  입력되었다고  판단하고,  버퍼중의  데이타에  접속데이타를  부가하여  화상데이타베이스에 
기록한다.  각  화상마다  부가된  접속데이타와  동일  접속데이타를  등록사항  데이타베이스중의 등록데
이타에서  찾아내는  것에  의해  화상데이타베이스중의  개개의  화상데이타와  등록사항 데이타베이스중
의  등록데이타를  자동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등록에  필요한  화상과  검색데이타의 2종
류의 입력을 따로따로 각각 모아서 실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작업의 효율이 향상된다.

한편,  장치가  카운트한  화상의  매수와  형식데이타에  기재된  페이지수가  다르면,  입력중  어딘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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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고를  발하거나  불완전한  화상데이타가 화상베
이스중에  등록되지  않도록  버퍼중의  데이타의  전송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입력된  화상의 
수가 헤더시이트에 기재된 매수를 초과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의 처리를 실행한다.

이  경고에  의해서  오퍼레이터는  입력  작업후라도  입력미스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화상데이
타베이스중에  불완전한  데이타가  기록되는  것도  피할  수  있으므로,  타이틀을  체크하는  것에 의해서
도 어느 문서가 입력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문서를 등록하는 경우에 헤더시
이트  또는  트레일러시이트의  리드미스가  발생하더라도  오퍼레이터는  후에  어느  문서를  입력하고 있
을  때  미스가  발생했는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상입력중에  늘  옆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어  등록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문서의  형식이나  기재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변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것은  형식데이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예를들면,  단표형식의  문서에서는  각 
화상의  등록은  각각의  접속데이타를  부가하는  것만으로도  화상데이타베이스에  기록할  수  있다. 그러
나,  합본형식의  문서를  등록하기에는  각  화상의  페이지  번호를  붙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형식데이
타에  의해  합본형식의  문서인  것이  인식된  경우  가장  등록하기  쉬운  순서로  페이지번호를  생성해서 
각  화상에  부가한다.  이  처리에  의해서  합본형식의  문서의  입력도  페이지  번호순으로  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상의 자동용지공급장치에 의한 입력이 가능하게 되어 입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하, 도면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면중,  (110)은  주지의  기구에  의해  여러장의 문
서의  화상을  연속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리드부,  (120)은  리드한  화상의  신호에  노이즈 
제거등의  처리를  부가하는  화상처리부,  (130)은  문서  1건분  이상의  화상을  기록할  수  있는  용량을 
갖는  화상메모리,  (140)은  화상메모리(130)중의  신호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내용을  인식하는 
식별부,  (145)는  인식결과를  일시  보존하는  문서정보메모리,  (150)은  장치  전체의  동작이나  처리를 
제어하는  제어부,  (160)은  화상메모리상의  화상을  표시하는  출력부,  (170)은  장치에  지시나 데이타
를  입력하는  키보드  등의  입력부,  (180)은  리드부(110)에서  입력된  화상을  축적하는 화상데이타베이
스,  (190)은  입력부(170)  등에서  입력된  등록사항을  축적하는  등록사항  데이타베이스,  (200)은  각 
부분을  연결하는  버스선이다.  등록사항  데이타베이스(190)에는  개개의  문서에  대응하는 등록데이타
가  문서의  건수분만큼  축적되어  있다.  등록사항은  검색에  사용하는  등록데이타와 화상데이타베이스
상의  데이타와의  대응에  사용하는  접속데이타로  구성되어  있다.  또,  등록데이타는  문서의  제목이나 
저자명등의  서지적  사항과  검색용의  키워드로  구성되고,  한편  접속데이타는  화상데이타베이스중의 
화상과  등록사항  데이타베이스중의  검색데이타를  각  문서마다  대응시키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서는 
예를들면,  문서의  분류클래스의  번호나  문서고유의  문서번호  등이  있다.  분류클래스라는  것은  그 문
서의  내용이나  저자  또는  발표시기  등에  의해서  등록자가  각  문서를  분류했을  때의  각  분류항목을 
표시하는  것이다.  또,  각  클래스에는  여러개의  문서가  존재하므로,  각  문서마다  고유번호를  붙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  각  클래스에는  여러개의  문서가  존재하므로,  각  문서마다  고유번호를 붙
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 번호를 문서번호라고 한다.  그밖에도 각 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를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코드화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제2도는  원문서  화상의  등록순서를  도시한  것이다.  이  경우,  등록하는  문서는  합본형식의  문서를 예
로  하고  있다.  (210)은  헤더시이트,  (220),(230),(240)은  각각  등록해야  할  합본형식의  문서의 일부
인  문서의  화상,  (250)은  헤더시이트와  동일서식으로  문서입력의  종료를  나타내는 트레일러시이트이
다.  입력작업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우선  헤더시이트를  입력하고,  계속해서  문서를  1건분  일괄해서 
입력하고, 마지막에 트레일러시이트를 입력하고 종료한다.

헤더시이트상에는  입력할  문서에  관한  정보의  컬럼(211)이  기재되어  있다.  제3도에  컬럼(211)의 확
대도를  도시한다.  기입란  A(212)에는  등록하는  문서의  형식  및  기재방식을  나타내는  기호를 기입하
고, 기입란 B(213)에는 분류클래스, 기입란C(214                        )에는 문서번호, 기입란 
D(215)에는 문서의 페이지수를 기입한다. A(212)에 기입하는 기호의 1예를 제4도에 도시한다.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실시예에서는  문서의  형식이나  기재방식이  다른  3종류의  문서에 대해
서  등록을  실행한다.  우선  먼저  합본형식의  양면  문서를  등록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방식은  1건의  문서를  한쪽면씩  일괄해서  입력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보기입란  A(212)에 기입하
는  기호는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F와  B,  2종류이다.  이것은  각각  문서의  표면측을  입력할  때와 
이면측을  입력할  때에  사용되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생성하는  페이지번호가  기수인지  우수인지 
뿐이다.  가령  원문서의  표면측에서  입력했다고  하면  기입란  A(212)에는  F를  기입한다. 식별부(140)
이  기입란  A(212)의  내용으로서  F를  인식하면,  계속해서  기입란  B(213),  기입란  C(21  4)  및  기입란 
D(215)의  내용에  대해서  문자인식처리를  실행하고,  분류클래스,  문서번호,  페이지수를  얻는다.  이 
문서인식결과는  문서정보메모리(145)에  기록된다.  이것에  의해  이후  트레일러시이트(250)이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모든  화상은  1건의  문서의  구성요소로서  이  접속데이타가  각각  부가된다.  그  결과, 
등록사항  데이타베이스  (190)중에서  이것과  동일한  접속데이타를  포함하는  등록데이타를  이  1건의 
문서에 속하는 모든 화상에 대응시킬 수 있다.

인식종료  후  제어부(150)의  지시에  의해  2장째의  화상이  리드되고  해더시이트  (210)과  마찬가지의 
처리를  거쳐서  화상메모리(130)에  기록된다.  이  화상에  대해서  식별부(140)은  미리  지정된  장소에 
컬럼(251)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체크한다.  컬럼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그  화상은  화상메모리(130)에 
기록된다.  마찬가지로해서  1건의  문서의  표면측만  모두  입력이  종료하면,  트레일러시이트(250)이 입
력된다.  트레일러시이트  (250)에서는  식별부(140)에  의해  컬럼(251)이  발견된다.  그러면  다음에 식
별부(14  0)은  기입란  E(252)에  문자인식을  실행하고,  여기서  입력종료를  나타내는  신호가  인식되면 
문서 1건의 한쪽의 입력을 종료한다.

화상리드중,  제어부(150)은  입력된  화상의  매수를  항상  카운트한다.  그리고,  트레일러시이트(250)의 
입력을  확인할  때까지  입력된  화상의  매수와  헤더시이트상의  기입란  D(215)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의 
페이지수를  비교한다.  비교결과,  양자의  값이  일치하면  화상입력이  바르게  실행되었다고  판단하고 
화상메모리(130)중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타를  화상데이타베이스(180)으로  전송한다.  또,  이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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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메모리(145)중의  문서인식  데이타가  보관되어  있는  부분에  정상  종료를  나타내는  플래그를 기록
한다.  한편,  기입란  D(215)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의  화상을  입력하기전에  트레일러시이트  (250)이 
입력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입력도중에  어떤  미스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기입란 D(21
5)에  기재된  페이지수의  화상을  입력한  후,  트레일러시이트(250)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입력미스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는  화상메모리(130)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타의  전송은 
실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서정보메모리(145)에  대한  정상종료플레그의  기록도  실행하지  않는다. 
이  처리에  의해  몇건인가의  문서를  연속해서  입력했을  때  입력미스가  발생한  문서가  있더라도 필요
에  따라서  이  플래그를  출력부(160)에  표시하는  것에  의해  오퍼레이터가  그것을  용이하게  알  수 있
다.

합본형식의  문서를  등록하는  경우,  화상메모리(130)중의  데이타를  화상데이타베이스(180)으로 전송
할 때  각  화상의 페이지번호를 할당하고 그것도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예는 양
면에  화상이  있는  문서의  표면측만을  연속해서  입력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N개의  화상이 입력되었
다고 하면 할당되는 페이지번호는 1,  3,  5,…,  2N-3,  2N-1로  1페이지 건너의 값으로 된다.  또, 일반
적으로  문서의  대부분은  한쪽면에  기입된  문서든  양면에  기입된  문서든  제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문서면(양면  문서인  경우는  표면측)을  앞으로  향하게  한  경우,  페이지번호가  작은  순으로  (500), 
(510),…,  (550)으로  앞에서부터  나열되어  있는  일이  많다.  한편,  통상의  자동용지공급장치에서 제5
도의  문서의  앞쪽면을  리드하는  경우,  (550),  (540),…으로  뒤쪽부터  리드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페이지번호가  2N-1,  2N-3,  …,  3,  1의  순으로  생성하면  입력시에  문서를  재배열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페이지번호는  등록사항  데이타베이스중의  이  문서에  대응하는 등록데이타
에 순번으로 입력된다.

이  일련의  처리에  의해서,  합본형식의  문서의  한쪽면의  입력이  종료한다.  다만,  이  시점에서 화상데
이타베이스(180)중에  등록되어  있는  화상데이타는  문서의  한쪽면분만이다.  따라서,  미완성인  것을 
나타내는  코드  또는  플래그를  화상데이타베이스  (180)중에  부가해서  후에  체크가  용이하게  될  수 있
도록 한다.

계속해서  문서의  이면측을  입력한다.  이  경우,  등록상의  처리는  표면측과  동일하며,  상위점은 헤더
시이트(210)의  기입란(212)에  B로  기입하는  것과  생성되는  페이지번호뿐이다.  표면측을 자동용지공
급장치에  의해  입력한  경우,  문서의  나열순은  입력하기  전과  반대로  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생성
되는  페이지번호는  2,  4,…,  2N-2,  2N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합본형식의  양면  기재  문서의  등록이 
종료한다.

이면측의  입력도  표면측과  마찬가지로  입력된  화상의  매수를  체크하고  마찬가지의  처리를  실행한다. 
또,  실제  입력에서는  몇건이나  되는  문서를  연속해서  등록하는  일이  많다.  이  경우,  여러개의 문서
의  한쪽을  연속해서  입력하게  된다.  입력의  순서를  제6도에  도시한다.  여기서,  (600)은  1건째의 문
서의  헤더시이트,  (601)~(603)은  1건째의  문서,  (609)는  1건째의  트레일러시이트,  (610)은  2건째의 
문서의  헤더시이트,  (611)~(613)은  2건째의  문서,  (619)는  2건째의  트레일러시이트,  (620)은 3건째
의  문서의  헤더시이트,  (621)~(623)은  3건째의  문서,  (629)는  3건째의  트레일러시이트를  각각 나타
낸다.

1건째의  문서의  등록은  상술한  방식에  의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1건째의  트래일러시이트(609)를 확
인하고  화상메모리(130)내의  데이타를  화상데이타베이스(18  0)에  등록한  후,  2건째의 헤더시이트
(610)이  리드된다.  여기에서,  장치는  식별부  (140)에  의해서  헤더시이트(610)의  확인을  실행한다. 
확인방법은  트레일러시이트  (609)의  확인과  마찬가지이지만,  기재되어  있는  문서인식데이타를 리드
하는  것  등에  의해서  트레일러시이트(609)와의  식별을  실행한다.  2건째의  헤더시이트(610)이  확인된 
후에는 1건째와 동일한 방식으로 2건째의 문서의 화상(611)~(613)을 입력한다.

한편,  여기서  2건째의  헤더시이트(610)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장치는  차례로  화상을  리드하면서 
다음의  헤더시이트(620)을  계속  찾는다.  그리고,  헤더시이트  (620)이  입력될  때까지  리드된 화상데
이타는  등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2건째의  문서는  등록되지  않는다.  오퍼레이터는 문서정보메모리
(145)의  내용이  출력부(160)에  표시하는  것에  의해  2건째의  데이타가  등록되지  않는  것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또,  1건째의  문서에  대해서  트레일러시이트(609)의  식별미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별미스의  확인 
후,  리드되는  각  화상에  대해서  2건째의  헤더시이트(610)의  확인을  실행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오퍼레이터는  문서정보메모리(145)의  내용을  표시부  (160)에  표시하는  것에  의해  1건째의  데이타가 
등록되지 않은 것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이상  기술한  방식에  의해서,  여러개의  문서를  연속해서  입력한  경우라도  오퍼레이터는  각  문서가 바
르게 입력되었는지 아닌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다.

합본형식의  한쪽면  기재  문서를  등록하는  경우의  처리도  거의  마찬가지이며,  기입란(212)의  인식에 
의해 기호 G가 확인되면 생성되는 페이지번호가 N,N-1,…,2,1로 된다.

다음에  단표형식의  문서를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  1매의  문서화상으로  이루어진 
문서를  여러건  연속해서  입력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각  문서마다  문서번호가  다르지만 페이지번
호는 생성할 필요가 없다.

제7도는  단표형식의  등록수순을  도시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트레일러시이트의  검출미스가  발생했을 
때에는  합본형식의  입력을  실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는  예로서  분류클래스가  동일한 여
러  문서를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입력은  단표형식의  문서를  등록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
호  SG를  기입란  A(212)에  기입한  헤더시이트(210)에  의해  실행된다.  식별부(140)은  기입란  A(212)의 
내용으로서  기호  SG를  인식하면  다음에  기입란  B(213)의  내용에  대해서  문자인식을  실행하고 분류클
래스를  인식한다.  이후,  트레일러시이트(250)이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모든  문서에는  그 분류클래스
가  할당된다.  계속해서,  순차  문서를  입력하고  화상데이타베이스를  축적하지만  이때  문서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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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도  입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표형식  문서를  등록하는  경우,  헤더시이트와  동일형식의 
입력시이트(720)의  기입란  C(214)에  문서번호만을  기입하고나서  등록하는  단표의  원문서 화상(730)
을  첨부하여  입력한다.  식별부(140)은  2매째  이후의  문서에  대해서  먼저  기입란  A(212)를  조사해서 
트레일러시이트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문서인  경우는  기입란  C(214)에  문자인식을  실행하고 문서번
호를  인식한다.  이  문서번호와  분류클래스에서  합본형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사항 데이타베이
스(180)상의 등록데이타와 화상을 대응시킬 수가 있다.

이와같이 해서, 등록해야 할 문서의 형식, 기재방식에 관계없이 효율좋게 등록할 수 있다. 

이상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화상데이타베이스상의  화상과  등록사항 데이타베
이스상의  등록사항을  자동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으므로,  2개의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입력작업을 따
로따로  일괄해서  실행할  수  있다.  또,  합본형식의  문서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자동용지공급장치에 의
한 연속입력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결과, 화상등록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문서를  찾는  인덱스데이타를  구비하고,  키보드(170)에  의해  코드데이타로써  입력되며  등록될  문서의 
등록데이타와  상기  등록데이타에  따라  상기  문서를  인식하며  키보드(170)에  의해  코드데이타로써 입
력되는  접속데이타를  저장하는  제  1  메모리수단  (130),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의해  저장된  상기 
등록데이타에  따라  문서화상을  인식하는  접속데이타(214)를  구비하는  문서인식데이타(211)와  상기 
문서에  대응하는  문서화상을  화상데이타로써  입력하는  리드수단(110),  접속데이타를  구비한  상기 문
서인식데이타를  식별하는  식별수단(140),  상기  식별수단에  의해  식별된  접속데이타를  구비하는  상기 
문서인식데이타와  상기  문서화상을  저장하는  제  2메모리수단(145)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메모리수
단에  저장된  상기  문서화상은  상기  제  2  메모리수단에  저장된  상기  접속데이타의  사용에  의해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저장된 동일 접속데이타를 갖는 상기 등록데이타와 연관된 문서등록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데이타는 상기 문서에 관한 서지적 데이타를 또 구비하는 문서등록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메모리수단에  의해  저장된  상기  접속데이타는  상기  문서의  분류클래스 
및 문서번호를 구비하는 문서등록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인식데이타는  페이지수,  형식,  기재방법등의  상기  문서에  관한 형식데이
타를 또 구비하는 문서등록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는  상기  문서의  기재의  종료를  나타내는  데이타를  또  포함하는  문서등록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기재의  종료를  나타내는  상기  데이타가  검출될  때까지  페이지수를  카운트하고 상
기  카운트된  수와  형식데이타에  의해  지시된대로  상기  식별수단에  의해  식별된  상기  페이지수를 비
교하는  수단을  또  구비하고,  상기  카운트된  페이지수가  상기  비교동작에  의해  지시된대로  상기 식별
수단에  의해  식별된  상기  페이지수와  일치할  때  상기  문서화상이  상기  제  2메모리수단에  저장되고, 
상기  식별수단에  의해  식별된  상기  페이지수와  일치할  때  상기  문서화상이  상기  제  2메모리수단에 
저장되고,  상기  카운트된  페이지수가  상기  비교동작에  의해  지시된대로  상기  식별수단에  의해 식별
된 상기 페이지수와 일치하지 않을 때 알람이 표시부상에 표시되는 문서등록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상기  문서인식데이타는  헤더시이트에  의해  입력되고,  상기  문서의  개지의  종료를 
나타내는 상기 데이타는 트레일러시이트에 의해 입력되는 문서등록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는 합본형식의 문서인 문서등록장치.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는 단표형식의 문서인 문서등록장치.

청구항 10 

등록데이타가  문서를  찾는  인덱스데이타를  구비하고,  접속데이타가  상기  등록데이타에  따른  상기 문
서를  인식하며,  상기  등록데이타와  접속데이타가  코드데이타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키보드로 입력
하고,  등록될  문서의  상기  등록데이타와  상기  접속데이타를  제  1메모리수단에  저장하는  스텝,  상기 
제  1메모리수단에  의해  저장된  상기  등록데이타에  따라  문서화상을  인식하는  접속데이타를  구비하는 
문서인식데이타와  상기문서에  대응하는  문서화상을  화상데이타로써  리드수단으로  입력하는  스텝, 접
속데이타를  구비한  상기  문서인식데이타를  식별수단에  의해  식별하는  스텝,  상기  식별스텝에  의해 

10-5

특1995-0007393



식별된  상기  접속데이타와  상기  문서화상을  제  2메모리수단에  저장하는  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제2
메모리수단에  저장된  상기  문서화상은  상기  제2메모리수단에  저장된  상기  접속데이타의  사용에  의해 
상기 제 1메모리수단에 저장된 동일접속데이타를 갖는 상기 등록데이타와 연관된 문서등록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데이타는 상기 문서에 관한 서지적 데이타를 또 구비하는 문서등록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메모리수단에  의해  저장된  상기  접속데이타는  상기  문서의  분류클래스 
및 문서번호를 구비하는 문서등록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인식데이타는  페이지수,  형식,  기재방법  등의  상기  문서에  관한 형식데
이타를 또 구비하는 문서등록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는  상기  문서의  기재의  종료를  나타내는  데이타를  또  포함하는 문서등록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기재의  종료를  나타내는  상기  데이타가  검출될  때까지  페이지수를  카운트하는 스
텝과  상기  카운트한  수와  상기  형식데이타에  의해  지시된대로  상기  식별스텝에  의해  식별된  상기 페
이지수를  비교하는  스텝을  또  구비하고,  상기  카운트된  페이지수가  상기  비교동작에  의해  짓된대로 
상기  식별스텝에  의해  식별된  상기  페이지수와  일치할  때  상기  문서화상이  상기  제  2메모리수단에 
저장되고,  상기  카운트된  페이지수가  상기  비교동작에  의해  지시된대로  상기  식별스텝에  의해 식별
된 상기 페이지수와 일치하지 않을 때 알람이 표시부상에 표시되는 문서등록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인식데이타는  헤더시이트에  의해  입력되고,  상기  문서의  기재의  종료를 
나타내는 상기 데이타는 트레일러시이트에 의해 입력되는 문서등록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는 합본형식의 문서인 문서등록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는 단표형식의 문서인 문서등록방법.

청구항 19 

등록데이타가  등록될  문서에  관한  서지적  데이타와  상기  문서를  찾는  키워드를  구비하고,  상기 등록
데이타와  상기  접속데이타가  키보드에  의해  코드데이타로써  입력되는  것에  있어서,  상기  등록데이타 
및  상기  등록데이타와  연관된  상기  접속데이타를  저장하는  제  1메모리수단,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의해  저장된  상기  등록데이타와  상기  문서화상을  연관시키는  접속데이타를  포함하고  상기  문서에 관
한  문서인식데이타  및  상기  문서에  대응하는  문서화상을  화상데이타로써  입력하는  입력수단,  상기 
식별수단에  의해  식별된  접속데이타를  구비하는  상기  문서인식데이타에  관한  상기  문서화상을 저장
하는 식별수단을 포함하는 문서등록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제  1메모리수단에  의해  저장된  상기  접속데이타는  상기  문서의  분류클래스  및 문
서번호를 구비하는 문서등록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인식데이타는  페이지수,  형식,  기재방법  등의  상기  문서에  관한 형식데
이타를 구비하는 문서등록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는  상기  문서의  기재의  종료를  나타내는  데이타를  또  포함하는 문서등록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기재의  종료를  나타내는  상기  데이타가  검출될  때까지  페이지수를  카운트하고 상
기  카운트한  수와  상기  형식데이타에  의해  지시된대로  상기  식별수단에  의해  식별된  상기 페이지수
를  비교하는  수단을  또  구비하고,  상기  카운트한  페이지수가  상기  비교동작에  의해  지시된대로  상기 
식별수단에  의해  식별된  상기  페이지수와  일치할  때  상기  문서화상이  상기  제  2메모리수단에 저장되
고,  상기  카운트한  페이지수가  상기  비교동작에  의해  지시된대로  상기  식별수단에  의해  식별된  상기 
페이지수와 일치하지 않을때 알람이 표시부상에 표시되는 문서등록장치.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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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인식데이타는  헤더시이트에  의해  입력되고,  상기  문서의  기재의  종료를 
나타내는 상기 데이타는 트레일러시이트에 의해 입력되는 문서등록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는 합본형식의 문서인 문서등록장치.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문서는 단표형식의 문서인 문서등록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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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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