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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수서(水書)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원 발명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온라인 수서문자·도형인식장치의 전체블록구성도.

제2도는 수서스트로크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제3도는 제2도에 나타낸 수서스트로크의 입력순서를 나타낸 도면.

제4도는 스트로크좌표에서 특징량의 추출예를 나타낸 도면.

제5도는 제2도에 나타낸 수서스트로크의 모든 스트로크에 대한 투영길이를 나타낸 도면.

제6도는 인식모드의 상태천이를 나타낸 도면.

제7도는 본원 발명의 포인트인 제1도에 나타낸 모드식별부(3)의 구체적 처리플로도.

제8도는 제7도에 있어서의 처리스텝(3C)의 최소, 최대치 계산의 상세플로도.

제9도는 제1도에 있어서의 수서문자·도형인식부(4)의 서브플로도.

제10도는 본원 발명에 사용되는 버퍼의 스트로크테이블.

제11도는 수서도형스트로크의 예를 나타낸 도면.

제12도는  제11도에  나타낸  수서도형스트로크를  도형스트로크로서  식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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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도는 제7도에 제12도의 생각을 채용한 경우의 처리플로도.

제14도는 제9도에 제12도의 생각을 채용한 경우의 서브플로도.

제15도는 특징량으로서 스트로크길이를 취한 경우의 본원 발명의 일실시에의 처리플로도.

제16도는 스트로크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도면.

제17도는 입력일체화 디스플레이의 일실시예도.

제18도는  제17도에  입력일체화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경우의  제7도에  대응하는  처리플로의 일실시예
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  발명은  수서(手書)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에  관한  것이며,  특히 수서스트로크
의 문자, 도형분리에 필요한 인식모드의 지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본국  특개소  55(1980)-143681호  공보  「타블렛(tablet)을  사용한  수서워드프로세서」에는 문자·
도형  등의  인식모드를  지정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키를  설치하고,  이것을  오퍼레이터가 스타일러스펜
으로  눌러  설정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이  지정방법은  수서입력할  때마다  기능키보드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되어  기계의  작업성이  나빴다.  또,  문자인식  중  인식모드,  즉  영수자(英數字),  가다가나, 
한자,  히라가나  등의  인식모드  지정에  관해서는  일본국  특공소  58(1983)-42513호  공보  「실시간 수
서문자인식장치」가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입력획수를  조사하여,  소정치  이상에서는  인식모드를 자
동적으로 한자, 히라가나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한편,  문자와  도형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일본국  특개소  57(1982)-105084호 공보「문자
와  도형의  분리방식」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문자·도형의  혼합된  도면  등을  스캐너(scanner)로 
읽고,  읽은  화상의  확대/축소를  반복하여,  문자와  도형을  분리하는  오프라인의  문자·도형의 분리방
식이  개시되어  있다.  이  방식은  일단  종이에  쓰고,  그  다음에  스캐너  입력하여  인식하는  이른바 오
프라인  인식에  관한  것으로  실시간(實時間)의  수서인식으로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종래는 
온라인으로  수서인식장치의  문자,  도형의  인식모드를  자동적으로  지정하고,  천이하는  유효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특히  문자가  섞인  도면의  작성에서는  모드지정을  오퍼레이터가  의식하지  않으면  안되어 
기계의 작업성이 나빴다.

따라서,  본원  발명의  목적은  수서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를  자동적으로  지정가능한 인식모드
지정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원  발명은  수서문자의  스트로크는  작은  장방형  영역내에  쓰여진다고  하는  점에  착안하여, 스트로
크좌표에서  문자·도형식별을  위한  특징량을  추출하고,  이  특징량을  근거로  하여  문자인식모드  또는 
도형인식모드를  자동지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주요  특징량으로서는  스트로크좌표의  x축,  y축에의 
투영길이중  최대의  것이나  스트로크길이를  들  수  있다.  또한,  본원  발명에서는  특징량추출을 스트로
크 정보가 입력될 때마다 하는 점도 특징의 하나이다.

다음에, 본원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에  있어서,  (1)은  수서(手書)의  좌표를  검출하기  위한  입력수단(1a)과  문자·도형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수단(1b)이  일체화  구조로  이루어진  입력일체화  디스플레이이고,  예를들면  입력수단으로서 
전자유도타블렛,  표시수단으로서  액정표시장치가  사용된다.  입력일체화  디스플레이로서는, 액정표시
장치 위에 투명 타블렛을 접합한 구조라도 된다.

(2)는 수서입력하기 위한 스타일러스펜이며, 펜의 업, 다운정보(스위치)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6)은  문자·도형의  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모드식별부(3),  수서문자·도형인식부(4),  문자·도형을 
표시수단(1b)에  표시하기  위한  문자·도형표시부(5)를  포함하는  문자·도형인식장치이고, 구체적으

로는 마이크로프로세서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에,  동작개요를  간단히  기술한다.  입력수단(1a)상에  스타일러스펜(2)으로  쓰인  스트로크정보는 
모드식별부(3)에  입력되고,  여기서  이  스트로크정보에  포함되는  스트로크좌표에서  특징점이 추출되
며,  추출된  특징으로  문자  또는  도형인식모드를  설정하고,  이  설정된  인식모드로  수서문자  또는 도
형을 인식하고, 이 결과를 문자·도형표시부(5)를 통해 디스플레이(1b)에 표시한다.

본원 발명의 포인트는 모드식별부(3)이고, 다음에 상세히 설명한다.

제2도는  수서스트로크의  예이며,  장방형내에  "文字"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한  경우의  예이다. 수서문
자  또는  도형의  입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력수단을  일정한  크기의  칸(△x,△y)으로  구획한다. 
그리고, 이 작은 장방형영역에는 설명의 편의상 번호(No.1~15)가 붙어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수서한  것을  제3도와  같은  스트로크 S1~S13 로  입력한  경우,  어느  스트로크가 문자

스트로크이고, 어느 스트로크가 도형스트로크인지 불분명하다.

본원  발명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스트로크좌표에서  제4도에  나타낸  바와같은  특징량을  구한다. 예
를  들면  스트로크번호 S1 의  좌표 P0~P4 에서  x축에의  투영길이 △u1 ,  y축에의  투영길이 △v1 를  구하고, 

이들 △u1 , △v1 중  최대의  투영길이를  특징량으로  한다.  투영길이는  스트로크의  x좌표의  Min-Max와 y

좌표의 Min-Max에서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제2도의 스트로크의 전부에 대해 투영길이를 구하면 제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된다.

제5도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문자스트로크라고  예상되는  스트로크 S1~S10 의  투영길이는  짧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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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스트로크라고  예상되는  스트로크 S11~S13 의  그것은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이 투영길

이를  소정한계치와  비교하여,  투영길이가  소정한계치보다  작을  때  문자스트로크  즉  문자인식모드로, 
역의  조건일때  도형스트로크  즉  도형인식모드로  설정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자인
식에서는  특히  입력된  스트로크를  적당한  수로  구획하는  이른바  분할이  필요하므로,  제2도에서 전술
한  바와  같이  입력수단을  적당한  칸으로  구획하고  이  칸에서  분할을  행한다.  즉,  동일한  칸내의 스
트로크는 동일문자의 스트로크로서 분할한다.

제6도는  인식모드의  상태천이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모드로서  NULL(무)모드,  문자인식모드, 도형인
식모드의  3의  인식모드가  있다.  NULL  모드는  문자,  도형모드  이외의  모드이고,  스트로크정보를 버퍼
에  격납하고  있는  상태이든가  아니면  스트로크정보가  없는  경우의  상태(인식이  모두  종료하고  있을 
때)이다.

먼저,  RESTART(1)일  때,  NULL  모드로  되어  스트로크정보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  NULL 모드로부터
는  (2),(3),(5)의  조건으로  모드  천이한다.  즉,  특징량의  투영길이는  ℓm,  소정한계치를 ℓTH , 스트

로크의 시절이 동일문자칸내에 있을 때의 조건을 FLM, 역의 조건일 때는 으로 나타내면,

(2)의 천이조건:FLM·(ℓm〈ℓTH)

(3)의 천이조건: ·(ℓm〈ℓTH)

(5)의 천이조건:ℓm≥ℓTH

로 된다.

여기서,  (3)의  천이조건은  문자스트로크가  분할되기까지  메모리의  버퍼에  스트로크가  격납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도형에  대해서는  도형과  접속선의  1스트로크로  계속해서  쓸  경우가  많으므로, 
(5)의 조건과 같이 특징량이 소정치보다 크면 도형모드로 천이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  문자  또는  도형모드에서  인식이  종료한  경우,  RESULT(4),(6)에서  NULL  모드로  되돌아간다. 
문자인식모드에서  인식결과가  리젝트(사전과  부합되는  문자  없음)(REJECT)(7)되었을때, 도형인식모
드로  천이하여,  다시  도형인식을  한다.  이것은  특수도형  등에서  문자가  사전에  없는  스트로크일  때 
유효하다.

제7도는 제1도의 블록구성의 (3),(4),(5)를 실현하기 위한 처리플로이다. 다음에 상세히 
설명하지만,  수서문자·도형인식부(4)  및  문자·도형표시부(5)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지의 기술
이므로,  상세히  설명을  생략한다.  따라서,  다음의  설명에서는  본원  발명의  포인트인  제1도의 모드식
별부(3)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7도에 있어서, 모드식별부(3)의 구체적 처리플로는 3a~3i의 스텝이다.

먼저,  테이블클리어나,  스트로크의  특징량계산을  위한  초기치설정등의  이니셜처리가  행해지며(스텝 
3a),  다음에  수서스트로크의  입력과  버퍼에의  격납처리를  한다(스텝  3b).  버퍼는  제10도의  STROKE 
테이블에 나타낸 바와 같은 링버퍼로 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스트로크 S1~S4 로  차례로 격납한다. 스

트로크가 입력되는 입력포인터 INP는 갱신된다. 한편, 인식이 완료되면 출력포인터 OUTP가 
갱신된다.  입력포인터  INP는  출력포인터  OUTP를  추출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  있다.  즉,  버퍼가  모두 
차면  오래된  스트로크는  버린다.  일반적으로  버퍼에는  충분히  큰  용량을  할당하기(예를  들어  4K 바
이트)때문에, 스트로크데이터를 버리는 일은 없다.

다음에,  상기  스트로크테이블  STROKE에  격납된  스트로크좌표에서  모드식별에  필요한  특징량을  스텝 
3c~3e에서  계산한다.  즉,  스트로크좌표에서  최소치의  좌표 Pmin 와  최대치를  좌표 Pmax 를  계산하고(스텝 

3c), 다음에 x축, y축에의 투영길이 △u, △v,

△u=xmax-xmin

△v=xmax-xmin…………………………………………(1)

을 구하고(스텝 3d), 이들의 투영길이중 최대의 것, 즉

ℓm=max｛△u, △v｝…………………………… (2)

를 구하여, 이것을 특징량 ℓm으로 한다(스텝 3e).

다음에,  이  특징량  ℓm과  소정한계치 ℓTH 를  비교하여(스텝  3f),  만일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때(ℓm

〉ℓTH ),  도형인식모드로  설정한다(스텝  3i).  한편,  조건이 성립했을때(ℓm〉ℓTH ),  다음에 스트로크

의  시점이  앞서의  스트로크와  동일  칸내에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스텝  3g).  즉,  이  체크로  문자를 
분할하고  있다.  스텝  3g에서  동일칸내일  때,  스텝  3b로  점프하며,  역시  스트로크의  입력과  격납을 
한다.  제10도는  제2도의  "文"의  4스트로크가  칸번호(7)에  있을  때의  스트로크테이블의 데이터격납상
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字"의  제1스트로크를  입력했을  때,  이  스트로크의  시점이 다
음의  칸번호(8)로  이행하므로,  제7도의  스텝  3g의  판정에서는  조건이  불성립으로  되어  스텝  3h로 진
행하여 문자인식모드를 선정한다.

이상의  모드식별이  종료하면,  이  모드식별의  데이터를  근거로,  수서문자·도형인식처리를  한다(스텝 
4). 다음에, 인식한 결과의 문자 또는 도형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한다(스텝 5).

그리고, 스텝 3c의 최소, 최대치 계산의 상세플로의 일예를 제8도에 나타낸다.

16-3

93-004060



또,  스텝  4의  수서문자·도형인식처리의  서브플로를  제9도에  나타낸다.  제9도에서는  수서문자를 인
식할 결과가 리젝트되었을 때, 수서도형인식처리를 하고 있다(제6도의 모드천이도 참조).

이상, 본원 발명의 일실시예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다음에 이 실시예의 효과를 기술한다.

본원 발명의 상기 실시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먼저,  제1의  효과로서,  스트로크정보에서  문자  및  도형모드식별을  위한  특징량을  얻고,  이것과 한계
치를  비교하여  자동적으로  모드설정을  하므로서,  수서입력할  때,  사용자는  문자  및  도형의  모드를 
인식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종래와  같이  가능스위치를  조작하는  일이  없으므로  ,  더욱  자연스럽게 
문자와 도형을 입력할 수 있고, 기계의 작업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제2의  효과로서,  스트로크단위로  모드식별을  하여  문자  및  도형을  인식하므로,  종래의  방법  즉 문자
나 도형을 모두 입력한 후 인식하는 방법에 비해 응답성이 좋다.

제3도의  효과로서,  모드식별을  위한  특징량으로서  스트로크의  투영길이를  사용하므로,  스트로크의 
복잡성 및 스트로크길이와는 무관계로 되며, 효과적으로 문자와 도형을 식별할 수 있다.

제4의  효과로서,  문자스트로크의  절출(切出)을  칸(입력프레임)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간단히  문자를 
절출할 수 있다.

제5의  효과로서,  수서문자인식의  결과가  리젝트되었을  때,  수서도형인식모드로  천이하므로, 문자스
트로크와 같은 짧은 스트로크길이의 특수도형에서도 인식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른  효과로서,  입력과  표시가  일체구조로  된  입력일체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래의  종이와  연필과  같은  방법으로  문자  및  도형을  입력할  수  있어서  기계의  작업성이  대폭 향상
된다.

다음에, 본원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제11도~제16도에 따라서 설명한다.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제11도의 S3~S6 의  스트로크와  같은  장방형의  칸이  입력되었을  경우,  이들 스트

로크의 문자스트로크로서 식별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본원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도형스트로크,  예를  들면 S2 가  입력되었을  경우,  제1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트로크 S2 를 수서도형

인식으로  직선화한  다음,  이  직선을  중심으로  하여  폭  d의  에리어  As를  배설한다.  이것을 도형밴드
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  도형밴드내에  스트로크의  시점  Po  또는  종점의  좌표가  있는  여부를 판정한
다. 만일 있으면, 이것은 도형스트로크라고 식별한다.

이상의  처리는  제7도의  플로스텝  3f의  다음에,  제13도에  나타낸  스텝  3f'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된다.  도형밴드의  생성은  제9도의  플로스텝  4d  다음에,  제14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스텝  4e을 추가하
면 된다.

이  밖의  실시예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장방형의  칸이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도형스트로크로
서 식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제1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특징량으로서  스트로크길이  ℓm를  구하고,  이 스
트로크길이 ℓm와 소정한계치 ℓTH를 비교판정해도 된다.

스트로크길이는  제16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스트로크  번호 S1 의  경우,  좌표 P0-P1 , P1-P2 , 

P2-P3, P3-P4의 거리를 구하여 모두 가산하면 용이하게 구해진다.

이  밖의  실시예에서도  문자스트로크는  도형스트로크에  비해  일반적으로  짧다고  하는  특징을 사용하
고 있으므로, 전술한 실시예와 대략같은 효과를 갖는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제17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좌표입력수단(1)의  좌표입력영역에  문자인식모드, 
도형인식모드를  강제적으로  지정가능하도록  기능영역(1d),(1e),(1f)을  배설한다.  (1d)에는  수동에 
의한  문자입력모드지정용,  (1e)에는  도형입력모드지정용,  (1f)에는  강제지정에서  지정모드에서 지정
용을  할당한다.  따라서,  자동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자  또는  도형인식모드를  지정하면 강제
적으로  문자  또는  도형인식  모드로  설정된다.  이  상태는  수동모드이며,  자동모드에는 기능영역(1f)
을 지정하면 된다. 그리고, 스트로크입력은 영역(1c)에 의해 행한다.

제17도에  의거한  경우의  제7도에  대응하는  처리플로를  제18도에  나타낸다.  제7도와  다른  곳은  스텝 
3b', 3b"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특히  스트로크좌표만으로  모드지정을  할  수  없을  때에  유효하다.  예를  들면  큰 문
자나, 작은 도형등을 입력하는 경우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서(手書)문자  및  도형을  샘플링하여,  스트로크정보를  변환하는  입력수단으로부터의 스트로크정보
를  근거로  지정된  문자인식모드  또는  도형인식모드에  의해  문자  및  도형을  인식하고, 문자·도형코
드로  변환하는  수서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수단에  의해 스트로
크정보가  입력될  때마다  그  스트로크좌표에  의거하여  문자·도형의  특징량을  추출하고,  이  추출된 
특징량과  소정의  한계치를  비교하여,  이  비교결과에  의거하여  문자인지  도형인지를  식별하고,  이 식
별결과에  따라서  문자인식모드  및  도형인식모드중  한쪽을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서문자·
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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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특징량의  추출은  스트로크정보가  입력될  때마다  행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서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특징량의  하나는  스트로크정보에  포함되는  좌표에서  추출한  x축,  y축에의 투영길이
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서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특징량의  하나는  스트로크정보에  포함되는  좌표에서  추출한  x축,  y축에의 투영길이
로  하고,  x축,  y축에의  각  투영길이중  최대의  투영길이와  수서문자입력을  위해  미리  설정된 소정한
계치를  비교하여,  상기  최대투영길이가  소정한계치보다  작을  때  문자인식모드,  클때  도형인식모드로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서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순차  입력되는  스트로크의  시점이  문자를  절출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칸내에 있을
때,  순차  입력된  스트로크의  좌표를  기억하고,  스트로크의  시점이  동일칸  밖으로  되었을때  지금까지 
기억한  복수의  스트로크좌표를  1문자의  스트로크  좌표군으로서  문자인식처리에  보내도록  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수서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최대의  투영길이가  소정한계치보다  클  때,  당해  스트로크를  선분화(線分化)하여, 
그  선분을  소정폭으로  둘러싸는  도형밴드를  생성하고,  당해  도형밴드내에  스트로크의  시점과  종점이 
있을때,  당해  스트로크길이에  관계없이  인식모드를  도형인식모드로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
서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특징량의  하나는  스트로크정보에  포함되는  좌표에서  추출한  스트로크길이이고,  이 
스트로크길이와  소정한계치를  비교판정하여,  문자·도형인식모드를  지정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수서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스트로크길이가  소정한계치보다  작을  때  문자인식모드,  소정한계치보다  클때 도형
인식모드로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서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문자인식모드를  지정하여  문자인식을  할  수  없을  경우,  인식모드를  도형인식모드로 
변경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서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지정모드로서  NULL  모드,  문자인식모드,  도형인식모드를  가지고,  스트로크정보를 
격납하고 있는 상태 및  인식이 모두 종료한 상태에서 NULL  모드로 되어서,  일정한 조건이 성립한 단
계에서  문자인식모드  또는  도형인식모드로  되고,  문자인식모드에  있어서  인식결과가  리젝트되었을 
경우  인식모드를  도형인식모드로  천이하여  재차  도형인식을  행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서문
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

청구항 11 

수서문자  및  도형을  샘플링하여,  스트로크정보로  변환하는  입력수단으로부터의  스트로크정보를 근거
로  지정된  문자인식모드  또는  도형인식모드에  의해  문자  및  도형을  인식하고,  문자·도형코드로 변
환하는  수서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에  있어서,  자동모드의  지정하에  있어서는 스트
로크좌표에서  문자·도형의  특징량을  추출하고,  이  추출된  특징량을  근거로  하여  문자인식모드  및 
도형인식모드를  지정하고,  수동모드의  지정하에  있어서는  특징량과는  관계없이  수동으로  지정된 문
자인식모드  또는  도형인식모드에  의해  인식모드를  지정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서문자·도
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문자인식모드에  있어서  인식결과가  리젝트되었을  경우,  인식모드를 도형인식모드
로  천이하여  재차  도형인식을  행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서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
지정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자동모드의  지정하에  있어서,  문자인식모드  또는  도형인식모드를  지정하여 문자인
식,  도형인식이  종료한  경우,  종료시마다  인식모드를  문자인식모드,  도형인식모드  이외의  제3의 모
드인  NULL모드로  하여,  재차  스트로크정보의  특징에  의거하여  인식모드를  지정하도록  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수서문자·도형인식장치의 인식모드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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