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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a

명세서

[발명의 명칭]

문자 생성 방법 및 그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부분 패턴의 시점 벡터의 데이타량 삭감을 위한 개략 설명도.

제2도는 본 발명의 부분 패턴의 축소 또는 확대 또는 확대 처리의 품질 보정을 위한 개략 설명도.

제3도는 본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1실시예 프린터의 제어부의 블록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공통 시점 위치 정보의 설명도.

제5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각 엘리먼트의 상대 위치 데이타의 설명도.

제6도는 제4도, 제5도의 데이타에 의한 문자 생성 처리 플로우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문자의 부분 패턴의 설명도.

제8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문자 패턴의 설명도.

제9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공통파일의 구성도.

제10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명조체문자의 데이타 구성 설명도.

제11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고딕체문자의 데이타 구성 설명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폰트파일의 구성도.

제13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문자 생성 처리 플로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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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동작 설명도.

제15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폰트파일의 구성도.

제16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의 폰트파일의 구성도.

제17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의 공통 파일의 설명도.

제18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의 명조체 문자의 데이터 설명도.

제19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의 고딕체 문자의 데이타 설명도.

제20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의 문자 생성 처리 플로우도.

제21도는 제20도의 처리에 있어서의 힌트처리의 처리 플로우도.

제22도는 제20도의 문자 생성 동작 설명도.

제23도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의 공통 파일의 설명도.

제24도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의 명조체 문자의 데이타 설명도.

제25도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의 고딕체 문자의 데이타 설명도.

제26도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의 문자 생성 처리 플로우도.

제27도는 제26도의 문자 생성 동작 설명도.

제28도는 본 발명의 제7실시예의 폰트 파일의 구성도.

제29도는 본 발명의 제8실시예의 폰트 파일의 구성도.

제30도는 종래의 문자를 부분 패턴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설명도.

제31도는 제30도의 문자 생성 데이타의 설명도.

제32도는 확대/축소 처리의 설명도.

제33도는 확대/축소 처리에 있어서의 문자 스트로크의 일그러짐을 설명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호스트                          2 : 호스트 인터페이스 처리부

3 : 명령 처리부                   4 : 도형 처리부

5 : 문자 처리부                   6 : 공통 서체 격납 메모리

7 : 서체 정보 격납 메모리     8 : 비트 데이타 전개부

9 : 비트 맵 메모리                10 : 프린터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문자 패턴을 생성하는 문자 생성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문자 패턴을 구성하는 
복수의 부분 패턴으로 분할하여 격납하고, 소망하는 문자의 부분 패턴을 꺼내고 꺼낸 복수의 부분 패턴을 
소정의 시점위치에 배치하여 문자 패턴을 생성하는 문자 생성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문자를 표시, 인쇄하는 장치에서는 문자 패턴을 격납해두고 문자 코드에 대응한 문자 패턴을 생성하여 표
시, 인쇄한다. 이 문자 패턴의 격납에 비트 맵에 의한 문자 격납 형식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
자등의 문자수가 많은 것에서는 각 문자 페턴을 비트 맵 형식으로 격납하면 메모리의 용량이 커진다. 이 
때문에 문자 패턴을 복수의 부분 패턴(엘리먼트, 스토로크 또는 파트)으로 분할하여 격납하고 부분 패턴
을 공용하여 문자 패턴을 생성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격납한 부분 패턴을 복수의 문자로 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폭으로 메모리용량을 삭감할 
수 있다.

제30(a)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컨대 한자「森」은 연속한 형상의 엘리먼트(부분패턴)인 3개의「木」이
란 엘리먼트 1, 2, 3으로 분할하고, 3개의 이 엘리먼트의 형상을 격납한다. 한편 문자의 보디의 절대 좌
표원점을 좌하단에 취하고, 각 엘리먼트의 배치위치를 원점에서 각 엘리먼트의 시점으로의 변위량(시점 
벡터 a, b, c)으로 표시하여 각 엘리먼트에 대응하여 격납해둔다. 이 시점 벡터는 원점을 (0, 0)으로 하
고, 원점으로부터의 X, Y 좌표로 표시되고 보디 사이즈를 1023×1023으로 하면, X, Y의 각각에 2바이트의 
데이타가 필요하다.

또 제30(b)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각 엘리먼트의 형상은 2개의 포인트의 차분 벡터로 표현하고, 이 벡터의 
연속으로 엘리먼트의 윤곽선을 표현하는 데이타 형식을 취하고, 필요한 메모리 용량을 압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자「森」의 문자 데이터는 제31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각 엘리먼트의 시점 벡터 데이타(X, Y)와, 
각 엘리먼트의 윤곽 데이타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데이타 형식에서는 엘리먼트가 동일 배치한 다른 문자, 예컨대 제31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한자
의 명조체 문자「森」에서도, 한자의 고딕체「森」에 대해서도 동일한 데이타 형식을 취하고 각 엘리먼트
의 시점 벡터와, 각 엘리먼트의 윤곽 데이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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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래 이러한 문자 패턴을 이용하는 프린터 장치등에서는 고해상도(예컨대, 400dpi)가 요구되고 
있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위에 다수 사이즈의 문자를 생성하는 멀티 폴트화하여도 문자를 미려하게 
표현하려면 문자의 보디 사이즈를 크게할 필요가 있고 예컨대 문자의 설정 좌표계를 256×256도트 이상으
로 하고 있다. 다서체화, 다문자수화의 요구도 강하다.

이 때문에 종래 기술로는 부분 패턴이 달라도 부분 패턴의 배치가 동일한 한자는 많이 있다. 예컨대, 한
자「森」와 한자「品」자는 분분 패턴「木」과 「口」로 상위하나 배치는 동일하며, 기타 부수(말씀언 변 
'言', 삼수변 '(스캔작업)'등)가 동일한 것도 같다. 이와같은 경우도 각 문자에 대하여 문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 패턴에 2바이트의 시점 벡터를 할당하지 않으면 안되고 데이타 압축은 불가능하다.

이와같이 동일한 한자라도 서체가 다른 경우에는 제30도, 제31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부분 패턴의 형상이 
다를 뿐이며, 부분 패턴의 배치가 동일한 문자이다.

예를들면, 명조체 문자와 고딕체 문자 등이고, 각 문자에 대하여 각 부분 패턴에 2바이트의 시점 벡터를 
할당하지 않으면 안되고 데이터 압축이 불가능하다.

또 이와같은 문자패턴의 생성에 있어서 문자의 확대/축소를 행하는 일이 많다.

제32(a)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원문자 패턴에 있어서의 각각 4도트(픽셀) 폭의 2개의 선(l1, l2)을 0.7배 

축소하면, Y 방향에서 윤곽 좌표 18에서 22의 선(l1)은 윤곽 좌표 12.6, 15.4가 되고 라운딩 처리로 양자

화하면 윤곽 좌표 13에서 15의 2도트 폭이 되고 Y 방향에서 윤곽 좌표 10에서 14의 선(l2)은 윤곽 좌표 

7.0, 9.8이 되고 라운딩 처리로 양자화하면, 윤곽 좌표 7에서 10의 3도트 폭이 된다.

이와같이 윤곽 데이터를 축소/확대하여 문자를 생성하면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좌표형식이 양자화 좌표
형식(정수치이외를 갖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이른바 라운딩의 오차에 의해 문자 품질이 저하한다. 예컨대 
명조체 문자 '悲'에서는 제32(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횡선의 선폭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와같은 경향은 다른 문자에서도 동일한 바, 이 제33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예컨대 명조체 문자「森」에
서도 축소하면 각 엘리먼트 A, B, C의 「木」부분의 횡선의 장식 형상이 큰 틀의 본래의 형상에서 사선과 
같이 다르고 선폭도 다르다.

이와같은 문자의 형상을 축소/확대해도 보존하는 종래기술로서 제34도에 도시한 바와같은 품질 보정 정보
를 윤곽 데이터에 부가하여 라운딩 처리시에 품질 보정 정보로 보정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예컨대, 제34(a)도에서는 문자의 횡선 선폭 보정의 예를 도시하는데, 좌는 보정전 우는 보정후이고, 모눈
은 출력 디바이스의 좌표계, 검은선은 출력해상도에 축소된 서체 데이터, 4각에 붙은 윤곽점은 보정되는 
점이다.

이 경우 대상으로 하는 선이 문자의 횡선이므로 화살표가 붙은 횡선의 아래측에 위치하는 2점을 기준으로 
하여 좌표계의 근접 정수치로 움직이고, 다른 횡선의 상부에 위치하는 2점을 상대점으로하고 기준점에 대
하여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의해 왼쪽 도면과 같이 2픽셀의 선폭을 확보한다.

이 대상으로 하는 선이 종(세로)선의 경우에는 이동 방향이 좌우로 된다.

제34(b)도는 문자중에서 곡선(붓끝으로 위로채는 운필, 삐침 변등)의 보정예를 도시하고 원칙적인 처리는 
제34(a)도와 동일하고 구부러진 선(스트로크)이 거의 서있는 경우는 종선과 같이 좌우(X)방향으로 보정되
고 곡선이 거의 누워있는 경우는 동일하게 상하(Y)방향으로 보정된다.

여기서, 기하학적인 형상의 보정을 제외하고는 문자의 품질이란 대상의 선(스트로크)의 문자구조에 관한 
역할(횡선, 종선, 삐침 변등)에 의하여 기본적인 취급이 결정된다.

종래기술에서는 이 문자의 구조를 문자의 윤곽선 데이터에서 패턴인식의 수법을 사용하여 판정하고 있었
다.

이 종래의 문자의 구조를 패턴인식하는 수법에서는 예컨대, 제34(c)도의 왼쪽에 도시한 스트로크에서는 
문자의 횡선의 일부인데 세로길이의 윤곽선을 지니므로 종선으로 오인하든가 제34(c)도의 우측에 도시하
는 스트로크에서는 문자의 종선의 일부이나 가로길이의 윤곽선을 지니므로 횡선으로 오인하든지 하여 인
식의 착오를 발생하여 정확한 품질 보정이 불가능하다.

또, 복잡한 형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인식처리가 대규모로 되고 염가의 장치에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의 목적은 전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자 생성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2의 목적은 문자를 구성하는 부분 패턴의 시점 위치 표시를 위하여 데이터를 압축하여 문자
를 생성하기 위한 문자 생성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3의 목적은 문자를 구성하는 부분 패턴을 세분화하지만 부분 패턴이 시점 위치 표시를 위한 
데이터를 압축하여 문자를 생성하기 위한 문자 생성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4의 목적은 축소 또는 확대하지만 생성문자 패턴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자 생성 방법과 
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5의 목적은 축소 또는 확대하지만 정확히 생성 문자 패턴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자 생성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문자 패턴을 복수의 부분 패턴으로 분할하고, 상기 복수의 부분 패턴을 격납해두고, 
격납한 부분 패턴에서 문자 코드로 요구된 문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 패턴을 선택하고, 선택한 각 부분 패
턴을 소망하는 문자 좌표계에 있어서의 각 시점위치에 배치하고,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도트구성의 문자 
패턴을 생성하는 문자 생성 방법으로서, 문자 패턴을 구성하는 부분 패턴의 배치가 동일한 복수 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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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부분 패턴의 공통의 시점 절대 위치를 설정하고 원점 위치로부터의 좌표로서 표시하는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문자 부분 패턴의 상기 공통 시점 위치로부터의 위치를 상대 위치로 표시하
는 상대 위치 데이터와,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를 격납한 저장 수단에서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문
자의 각 부분 패턴의 공통 시점위치 데이터와, 상기 문자의 각 부분 패턴의 상대 위치 데이터와 형상 데
이터를 꺼내는 단계와, 상기 각 부분 패턴의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와 상기 상대 위치 데이터에서 상기 
요구된 문자의 각 부분 패턴의 시점 절대 위치 좌표를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시점위치 절대좌표로 표시
하는 상기 소망하는 문자 좌표계에서의 위치를 시점으로하여 상기 형상데이터에 따르는 부분 패턴을 배치
하여 상기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문자 패턴을 생성하는 단계를 갖는다.

본 발명에서는 각 문자에 대하여 시점 벡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패턴은 상이하나 부분 패턴이 동
일한 배치의 복수의 문자에 대하여 제1(a)도와 같이 각 부분 패턴의 공통시점위치 a, b, c를 설정하고, 
각 문자의 각 부분 패턴에 대해서는 제1(b)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이 공통시점 위치를 원점으로 한 상대위
치(오프셋값)을 격납한다.

이와같이 하면 공통시점 위치로서는 2바이트 필요하게 되나 상대위치는 1바이트로 된다. 이 때문에 예컨
대 전술한 복수의 문자수를 3으로 하고, 각 문자의 부분 패턴수를 3으로하면 시점 벡터에 종래 1문자당 
12바이트 필요로 하고, 3문자로 36바이트 필요하나, 본 발명에서는 공통시점 위치에 12바이트 3문자의 오
프셋값에 6바이트가 되어 계 18바이트로 되어 절반의 용량으로 해결된다.

이것이 한자와 같이 약 7000문자를 대상으로 하면 방대한 데이터량 삭감이 가능해지고 메모리 용량을 작
게 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문자 패턴을 복수의 부분 패턴으로 분할하고 상기 복수의 부분 패턴을 격납하여 두
고, 격납한 부분 패턴에서 문자 코드에서 요구된 문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 패턴을 선택하고, 선택한 각 
부분 패턴을 소망하는 문자 좌표계에 있어서의 각 시점 위치에 배치하여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도트 구성
의 문자 패턴을 생성하는 문자 생성 방법으로서, 상기 부분 패턴으로서 상기 문자의 스트로크 또는 파트
를 윤곽점 데이터와,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종류를 나타내는 구조 정보와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
의 품질 보정을 행하기 위한 윤곽점 데이터의 품질 보정 정보를 격납한 저장 수단에서 문자 코드에 대응
하는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윤곽점 데이터와, 구조 정보와, 품질 보정 정보를 인출하는 단계와, 문자의 
확대 또는 축소요구에 대하여 상기 윤곽점 데이터에 확대 또는 축소 배율을 곱한 윤곽점 데이터를 연산하
는 단계와, 상기 연산한 윤곽점 데이터를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구조 정보와 품질 보정 정보에서 양
자화 보정하는 단계와, 상기 양자화 보정한 윤곽점 데이터에 의하여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를 형성하여 
상기 확대 또는 축소된 문자 패턴을 생성하는 단계를 갖는다.

본 발명에서는 각 문자의 각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구조 정보를 미리 격납해두고 문자의 확대 또는 축소
에 대하여 윤곽점 데이터에 확대 또는 축소 배율을 곱한 윤곽점 데이터를 연산하고, 이 윤곽점 데이터를 
스트로크의 구조 정보와 품질 보정 정보에 의하여 양자화 보정하여 각 스트로크를 형성하고 확대된 또는 
축소된 문자 패턴을 생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패턴인식에 의한 스트로크의 오인이 생기지 않으므로 정확
하게 품질 보정이 가능하고 더우기 메모리에 격납하기만 하면 되므로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과 이점 첨부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용이해질 것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를 위한 프린터 제어부의 블록도, 제4도 및 제5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설
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동일 문자를 나타내는 상이한 서체의 문자 데이터를 도시하고 있다.

제3도에 있어서 (1)은 호스트로서 퍼스널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등으로 구성되고 프린터 제어부(10)에 
인쇄 데이터를 송출하는 것이고, (10)은 프린터 제어부로서 호스트(1) 및 도시를 생략한 프린터 기구부에 
접속되어 호스트(1)의 지시에 따라 인쇄 데이터를 작성하여 프린터 기구부에 송출하는 것이다.

프린터 제어부(10)에 있어서, (2)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처리부로서 호스트(1)와의 인터페이스 제어를 행
하는 것이고, (3)은 명령 처리부로서 호스트(1)로부터의 인쇄 데이터가 도형 데이터인지 문자 데이터인지
를 판별하는 것이며, (4)는 도형 처리부로서, 명령 처리부(3)로부터의 도형 데이터에 따라서 도형의 비트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고, (5)는 문자 처리부로서 명령 처리부(3)로부터의 문자 데이터(문자 코드, 문자 
사이즈, 서체명)에 따라서 후술하는 공통서체 정보 격납 메모리(6), 서체 정보 격납 메모리(7)에서 필요
한 공통시점 위치, 구조 정보등과 서체에 고유의 서체 데이터를 판독하여 출력하고 아우트라인 형식의 문
자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다.

(6)은 공통서체 정보 격납 메모리로서 각 문자의 서체에 공통적인 정보(공통 시점 정보, 구조 정보등)를 
격납하는 것이고, (7)은 서체 정보 격납 메모리로서 각각의 서체에 고유한 서체 데이터를 격납하는 것이
며, (8)은 비트 데이터 전개부로서 아우트라인 폰트 발생기(후지쓰주식회사 제MB89412)로 구성되어 아우
트라인 형식의 문자 데이터를 문자 비트 데이터로 전개하는 것이고, (9)는 비트 맵 메모리로서 도형 비트 
데이터와 문자 비트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이며 도시를 생략한 프린터 기구부에 출력하여 인쇄시키는 것이
다.

또 명령 처리부(3), 도형 처리부(4), 문자 처리부(5)는 하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MPU)(11)로 구성되고, 
이들 각 부(3), (4), (5)는 마이크로 프로세서(11)가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블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공통서체 정보 격납 메모리(6)에는 제4(a)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1023×1023의 좌표계에서 문자의 골격에 
있어서의 각 부분 패턴인 엘리먼트의 각 공통 시점 위치 a, b, c가 원점(0, 0)으로부터의 절대 위치좌표
(X, Y)로 격납되어 있다.

예컨대, 제4(a)도에 도시한 바와같은 한자「森」를 예로하면 한자「森」의 골격을 구성하는 3개의 엘리먼
트에 대하여 제5(b)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각 엘리먼트의 식별자(윤곽선 코드)와 3개의 엘리먼트의 공통
시점 좌표 a, b, c가 한자「森」의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격납되어 있다.

한편, 서체 정보 격납 메모리(7)에는 제4(b)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명조체의「森」에 대해서는 상기 공통 
시점 위치에서 명조체 문자의「森」의 각 엘리먼트의 윤곽선 시점까지의 변위량(오프셋값) X, Y로 명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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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의 각 엘리먼트의 시점위치를 나타낸다. 동일하게 제5(a)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고딕체의「森」에 대
해서는 상기 공통 시점 위치에서 고딕체 문자「森」의 각 엘리먼트의 윤곽선 시점까지의 
변위량(오프셋값) X, Y로 고딕체 문자의 각 엘리먼트 시점 위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제5(b)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서체 파일(7)에 명조체 문자에 대하여 각 엘리먼트의 윤곽선 코드와 그 오프셋값과 엘리먼트의 
윤곽선 데이터를 격납하고, 고딕체 문자에 대하여 각 엘리먼트의 윤곽선 코드와 그 오프셋값과 엘리먼트
의 윤곽선 데이터를 격납한다.

제6도에 의하여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문자 생성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호스트(1)에서 프린터 
제어부(10)로 인쇄 데이터가 송신된다.

이 인쇄 데이터는 서체, 문자, 문자 사이즈의 지정과 도형의 지정이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처리부(2)는 이 인쇄 데이터를 해독하고 데이터를 명령 처리부(3)로 보낸다. 명령 처
리부(3)는 데이터를 해독하여 도형의 인쇄 데이터는 도형 처리부(4)로, 문자의 인쇄 데이터는 문자 처리
부(5)로 보낸다.

도형 처리부(4)는 도형 데이터를 도형의 비트 데이터로 전개하고 비트 맵 메모리(9)에 기록한다.

한편 문자 처리부(5)는 제6도의 처리에 의하여 문자를 전개한다.

① 문자 처리부(5)는 문자코드와 서체명과 문자 사이즈를 판독 입력하고 문자 코드로 공통 정보 격납 메
모리(공통 파일이라 한다)(6)에서 대응하는 윤곽선(엘리먼트)코드와 각 엘리먼트의 공통 시점 위치를 판
독 입력하고, 문자 코드와 서체명으로 서체 격납 메모리(서체 파일이라 한다)(7)에서 대응하는 윤곽선 코
드와 오프셋값과 윤곽 데이터를 판독입력한다.

② 문자 처리부(5)는 각 엘리먼트의 시점 위치를 공통 시점 위치에 오프셋값을 가산하여 산출하고 이 시
점 위치와 배치 원점으로서 윤곽선 데이터와 상기 시점 위치를 아우트라인 데이터로서 비트 데이터 전개
부(8)로 보낸다.

이때 문자 사이즈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에 맞추어서 윤곽선 데이터와 상기 시점위치에 축소/확대 배율을 
곱하고 좌표를 축소 확대한다.

③ 문자 처리부(5)는 1문자내의 모든 엘리먼트에 대하여 종료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종료하고 있지 않으면 
단계 ②로 되돌아가고 종료하고 있으면 종료한다.

다음에 비트 데이터 전개부(8)는 주어진 배치 원점에서 윤곽선 데이터에 따라 윤곽을 그대로 그려내고 내
부를 빈틈없이 칠하여 도트 구성의 문자 패턴을 생성하고 비트 맵 메모리(9)에 기록한다.

비트 맵 메모리(9)에 1페이지분의 비트 데이터가 기록되면 1페이지분의 비트 데이터를 인쇄 기구부로 보
내서 인쇄시킨다.

이와같이 하여 1문자의 각 서체에 대하여 문자를 구성하는 각 엘리먼트의 공통의 시점위치를 공통 파일
(6)에 격납하고 각 서체 개별로 각 엘리먼트의 오프셋값과 엘리먼트의 형상 데이터를 격납해둔다. 이 공
통 파일(6)은 현실의 여하한 문자 디자인을 반영할 필요없고 가독 문자를 격납할 필요도 없이 단지 문자
의 골격에 있어서의 윤곽선 요소의 시점 위치 정보만으로 족하고 서체 파일(7)의 각 서체에서는 오프셋값
을 위치 정보로해도 된다.

이 때문에 제4도 제5도의 1023×1023 도트의 한자「森」의 예로 도시하면 공통 시점 위치로서 3개의 윤곽
선 요소(엘리먼트)에 대하여 각각 X, Y에 2바이트씩 12바이트를 필요로 한다. 또 오프셋값으로서 각 서체
에 대하여 3개의 윤곽선 요소에 대하여 각각 X, Y에 1바이트씩의 6바이트를 필요로 하므로 서체수가 「3
」이면, 30바이트로 되고 종래의 36바이트에 비하여 필요한 기억 용량을 삭감할 수 있고 서체수가 늘수록 
삭감의 효과가 크고, 예컨대 서체수「6」에서는 이 실시예에서는 48바이트로 되나 종래 기술에서는 72바
이트를 필요로 하여, 삭감의 효과가 크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는 상기 문자를 분할한 부분 패턴을 파트로한 것인바 아래에 설명한다.

제7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문자는 연속한 부분 패턴이고 또 부수 방(旁)에 준하는 엘리먼트로 분할 수 
있다. 이 엘리먼트는 운필에 준하는 스트로크로 분할할 수 있다. 이 스트로크는 하나의 필이 만들어내는 
디자인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좌단 부분, 직선 부분, 우단 부분등의 파트로 분할할 수 있다. 제7도에서는 
한자「舞」의 엘리먼트, 스트로크, 파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문자를 계층적으로 분할해가면 차차 문자 사이에서 공통의 부분 패턴이 증가하고 공용가능한 부
분 패턴의 수가 많아지고 그만큼 메모리를 삭감할 수 있다. 이 파트에 제1실시예의 사상을 적용한 것이 
본 실시예이다.

제8(a)도는 제4도에의 한자「森」을 여러개의 파트로 분할한 것을 도시한 것으로, 예컨대 엘리먼트 A(「
木」)에서는 횡선은 좌단 A1, 직선 A2, 우단 A3의 파트로, 종선은 상단 A4, 직선 A5, 하단 A6의 파트로, 
사선은 각각 사선 A7과 장식 A8의 파트 및 사선 A9와 장식 A10의 파트로 분할된다.

이 각 파트의 공통시점 위치는 제8(b)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파트 A1, A2, A3, A4, A5, A6, A8, A7과 A9, 
A10의 공통 시점 위치 a, b, c, d, e, f, g, i, h로 된다.

또 여기서는 제8(b)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설정 문자 사이즈 1023×1023의 1/4인 255×255의 좌표계로 공
통 시점 위치를 설정하여 공통 시점 위치 좌표의 X, Y가 각각 1바이트로 끝나도록 되어 있다.

이 공통 시점 위치를 격납하는 공통 파일(6)의 구성은 제9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파일의 길이를 나타내는 
파일 길이와 헤더의 길이를 나타내는 헤더 길이와, 문자 세트, 폰트 타입, 보디 사이즈로 이루어지는 헤
더부와 포인터 길이, 문자 포인터로 이루어지는 포인터부와, 엘리먼트 디렉토리를 지닌다.

엘리먼트 디렉토리는 문자를 구성하는 엘리먼트 블록(T2)를 나타내고, 엘리먼트 블록(T2)은 문자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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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엘리먼트의 분류코드와 그 엘리먼트를 구성하는 스트로크를 나타내는 블록(T3)으로 이루어진다. 스
트로크 블록(T3)은 스트로크의 분류코드와 스트로크를 구성하는 파트를 나타내는 파트 블록(T4)으로 이루
어진다. 파트 블록(T4)은 파트의 분류 코드와 그 공통 지정 위치 좌표 X, Y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제8(b)도의 예에서는 엘리먼트는 A, B, C이고 스트로크는 엘리먼트 A에서는 횡선, 종선, 사선, 
사선이고, 파트를 횡선에서는 A1, A2, S3이고 각각 공통 시점 위치(XA1, YA1), (XA2, YA2), (XA3, YA3)가 
격납된다.

다음에 서체 파일(7)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0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명조체 문자의 「森」은 문자 보디 
사이즈 1023×1023의 좌표계에 있어서 공통 시점 위치 a, b, c, d, e, f, g, i, h로부터 A1, A2, S3, A4, 
A5, A8, A7과 A9, A10의 시점으로의 상대 변위량으로 표시하면 된다.

예컨대 파트 A1는 공통 시점 위치 a에서 파트 A1의 시점 위치로의 상대 변위량(X 오프셋, Y 오프셋)과 파
트 A1의 윤곽 정보로 구성되고 파트 A2 이하에 대해서도 같다.

동일하게 제11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고딕체 문자「森」은 문자 보디 사이즈 1023×1023의 좌표계에 있어
서 도면의 흑점으로 표시한 공통 시점 위치 a, b, c, d, e, f, g, i, h에서 각 파트 A1', A2', A3', A4', 
A5', A6', A8', A7'와 A9', A10'의 시점으로의 상대 변위량으로 표시하면 된다. 예컨대 파트 A1'는 공통 
시점 위치 a에서 파트 A1'의 시점 위치로의 상대 변위량(X 오프셋, Y 오프셋)과 파트 A'의 윤곽 정보로 
구성되는바, 파트 A2'이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서체 파일(7)은 제12(a)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헤더와 포인터부(T5)와 파트 포인터부(T6)와 윤곽 
정보부(T7)로 구성된다. 이 포인터부(T5)는 제12(b)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문자 코드와 서체명에 대응한 
파트 포인터부(T6)의 선두 어드레스를 표시하고, 파트 포인터부(T6)는 당해 문자를 구성하는 각 파트의 
윤곽 정보부(T7)의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윤곽 정보부(T7)는 제12(c)도에 보이는 바와같이 각 파트의 X 오프셋, Y 오프셋과 그 파트의 윤곽 정보로 
구성된다.

제13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처리 플로우도이며, 제14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동작 설명도이다. 

이 예에 있어서도 하드웨어의 구성은 제3도의 블록의 것과 동일하다.

먼저 포스트(1)에서 프린터 제어부(10)로 인쇄 프린터가 보내진다. 이 인쇄데이터는 서체, 문자, 문자 사
이즈와 도형에 관한 지정이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처리부(2)는 이 인쇄 데이터를 해독하고 해독한 인쇄데이터를 명령 처리부(3)로 보낸
다. 명령 처리부(3)는 도형의 인쇄 데이터는 도형 처리부(4)로, 문자의 인쇄 데이터는 문자 처리부(5)로 
보낸다.

도형 처리부(4)는 도형 데이터를 도형의 비트 데이터로 전개하고 비트 맵 메모리(9)에 기록한다.

한편 문자 처리부(5)는 제13도의 처리에 의하여 문자를 전개한다.

① 문자 처리부(5)는 코드와 서체명 및 문자 사이즈를 판독 입력하고, 문자 코드로 공통 파일(6)에 대응
하는 각 파트 코드와 그 공통 시점 위치를 판독 입력하고, 문자 코드와 서체명으로 서체 파일(7)에서 대
응하는 각 파트 코드와 오프셋값 및 윤곽 정보를 판독 입력한다.

② 문자 처리부(5)는 공통 시점 위치가 제8(b)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설정 문자 좌표계의 1/4의 좌표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파트의  시점의  위치를  공통  시점  위치와  오프셋값으로부터  하기식으로 
산출한다.

시점위치 X=공통 시점 위치 X×4＋오프셋값 X

시점위치 Y=공통 시점 위치 T×4＋오프셋값 Y

이 시점위치를 배치 원점으로하여 윤곽 정보와 함께 아우트라인 데이터로 하여비트데이터 전개부(8)에 기
록한다.

이때 문자 사이즈가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점 위치를 축소/확대 배율에 축소, 확대한다.

③ 문자 처리부(5)는 1스트로크내의 모든 파트에 대하여 종료하였는가를 공통 파일(6)의 스트로크 블록
(T3)에 의하여 조사하고 종료되어 있지 않으면 단계 ②로 되돌아간다.

④ 1스트로크내의 모든 파트에 대하여 종료하고 있으면 다음에 문자 처리부(5)는 1엘리먼트내의 모든 스
트로크에 대하여 종료하였는가를 공통 파일(6)의 엘리먼트 블록(T2)에 의하여 조사하고 종료하고 있지 않

으면 단계 ②로 복귀한다.

⑤ 1엘리먼트내의 모든 스트로크에 대하여 종료하고 있으면 다음에 문자 처리부(5)는 1문자내의 모든 엘
리먼트에 대하여 종료하였는가를 공통 파일(6)의 엘리먼트 디렉토리에 의하여 조사하고 종료하고 있지 않
으면 단계 ②로 복귀하고 종료하고 있으면 종료한다.

다음에 비트 데이터 전개부(8)는 주어진 배치 원점에서 윤곽 정보에 따라 윤곽을 묘사하고 내부를 빈틈없
이 모두 칠하여, 문자 패턴을 생성하고 비트 맵 메모리(9)에 기록한다. 비트 맵 메모리(9)에 1페이지분의 
비트 데이터가 기록되면 1페이지분의 비트 데이터를 인쇄 기구부에 보내서 인쇄시킨다.

이것을 제14도에 의거 설명한다. 문자 코드(여기서는 한자「森」으로, JIS코드는 「3F39」)를 받으면 공
통 파일(6)의 포인터부(T1)의 문자 코드 대응의 포인터를 찾고 그 포인터가 엘리먼트 블록(T2)의 한자「
森」을 구성하는 엘리먼트의 선두에 어드레스를 가리킨다.

엘리먼트 블록(T2)은 엘리먼트 코드와 그 엘리먼트를 구성하는 스트로크 블록(T3)을 가지고, 여기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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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森」이 3개의 「木」이라는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木」의 엘리먼트 코드와 스트로크 블록
이 각각 3개 있고 이 엘리먼트는 필순에 따라 늘어서 있다.

스트로크 블록(T3)은 엘리먼트 블록(T2)내에 있고 스트로크 코드와 그 스트로크를 구성하는 파트에 관한 
정보(파트 블록(T4))를 갖는다. 여기서는 한자「森」의 첫째의 엘리먼트「木」이 4개의 스트로크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4개의 스트로크 코드(횡선, 종선, 좌삐침, 우삐침)와 각각의 파트 블록(T4)을 가지는데 이 
스트로크도 필순에 따라 늘어서 있다.

파트 블록(T4)는 스트로크 블록(T3)내에 있고 그 스트로크를 구성하는 파트도 그 위치 정보를 격납하고 
있고, 여기서는「木」의 1획째에 착안하면 제8(a)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이 횡선은 입필부(入筆部)(점 a), 
송필부(送筆部)(점 b), 종필부(終筆部)(점 c)의 3개의 파트로 구성되고 각각의 파트 코드와 위치 정보(X, 
Y)를 갖는다.

이 위치 정보의 좌표치는 상기와 같이 255×255의 좌표계로 표현되며 파트는 운필의 방향에따라서 늘어서 
있다.

이와 같이 한자「森」의 파트 블록에는 합계 30의 파트 코드와 위치 정보가 격납되어 있고, 이것은 필순
과 같다.

다음에 서체 파일(7)에 있어서는 서체명과 문자 코드를 받으면, 포인터부(T5)의 대응하는 포인터가 파트 
포인터부(T6)의 서체「森」를 구성하는 파트 포인터의 선두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파트 포인터부(T6)는 문자마다 그 문자를 구성하는 파트 수분만큼 포인터가 격납되어 있다. 여기서 한자
「森」은 30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 포인터가 30개 연속하여 격납되어 있고 이것은 필순
에 따르고 있다. 즉 1획째의 입필부의 파트 포인터, 송필부의 파트 포인터, 종필부의 파트 포인트, 2획째
의 입필부의 파트 포인터 …라는 순이고, 이것은 공통 파일(6)의 파트의 순번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파트 포인터는 그 파트의 위치 정보(X, Y) 및 윤곽 정보를 가지는 윤곽 정보부(T7)를 가리키고, 위치 정
보는 공통 파일(6)이 갖는 절대 위치로부터의 오프셋값으로 표현된다. 예컨대, 파트 포인터(1)가 가리키
고 있는 윤곽 정보부(T7)가 갖는 위치정보는 공통 파일(6)의 점(a)으로부터의 오프셋값(상대 
변위량)이다.

이와같이 하면 공통 파일(6)의 공통 시점 위치 정보와 서체 파일(7)의 서체별의 오프셋값이 
판독입력되면, 각 파트의 절대 시점 위치가 산출되고 이 절대 시점 위치에 파트의 윤곽 정보에 따라 파트
를 기록함으로써 문자 패턴이 생성된다.

이와같이 각 서체에 공통의 시점 좌표를 설정하고 서체별로 오프셋값을 설정하므로, 이 예에서는 1023×
1023 도트의 한자「森」의 예로 표시하면 공통 시점 위치로서 30개의 파트에 대하여 각각 X, Y에 1바이트
씩의 60바이트를 오프셋값으로 하여 1서체에 대하여 30개의 파트 요소에 대하여 각각 X, Y에 1바이트씩의 
60바이트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서체수가 「3」이면, 240바이트로 끝나고 종래의 360(30×4×3)바이트에 
비하여 필요한 기억용량을 삭감할 수 있고 서체수가 늘수록 삭감의 효과가 크고, 예컨대 서체수가 「6」
에서는 이 실시예에서는 420바이트면 족하나 종래 기술에서는 720바이트 필요로 하여 메모리 용량 삭감의 
효과가 크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대하여 제15도에 따라 설명한다. 제15도는 서체 파일(7)의 다른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예에서는 윤곽 정보부(T7)를 오프셋 정보부(T71)와 윤곽 정보부(T72)로 나누고 파트 포인터부(T6)에 
의하여 오프셋 정보부(T71)와 윤곽 정보부(T72)를 지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같이 한 것은 제2실시예에서는 오프셋값과 윤곽 정보가 일체이므로 윤곽이 동일해도 오프셋이 상이하
면 문자 사이에서 공용할 수 없으므로 오프셋 정보와 윤곽정보를 나누고 윤곽이 동일한 것은 윤곽 정보를 
공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렇게 하면 윤곽 정보의 수를 대폭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이 오프셋 정보부를 파트 포인터부(T6)에 갖게 한 것이 제16도의 본 발명의 제4실시예이다. 즉 파트 
포인터부(T6)는 윤곽 정보부(T7)를 나타내는 파트 포인터 1, 2, 3, …과, 이 파트 포인터가 나타내는 파
트의 오프셋값(ax, ay), (bx, by), …를 격납하고 있다.

이렇게 제15도의 오프셋 정보부(T71)를 따로 가질 필요가 없고 메모리 용량을 보다 삭감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부분 패턴을 엘리먼트, 파트로 나타냈으나 동일하게 스트로크에 적용해도 된다. 형
상 데이터를 윤곽 정보로 표시하고 있으나 도트 패턴이나, 중심선과 폭, 길이 정보에 의한 것등을 사용해
도 좋다. 부분 패턴이 다르고 부분 패턴의 배치가 동일한 복수의 문자로서 서체가 다른 문자를 예로 설명
하였으나 말씀언변, 삼수변등 부수가 동일한 문자는 동일하게 부분 패턴이 상이하고 부분 패턴의 배치가 
동일하므로 이들에 적용해도 좋다.

제1실시예에 있어서도 공통 시점 위치 좌표계를 문자의 좌표계의 1/n로 나타내고 좌표 산출시에 n배 함으
로써 공통 시점 좌표를 1바이트로 표시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5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예에서도 하드웨어의 구성은 제3도로 도시한 것과 동일하다.

공통 서체 정보 격납 메모리(6)에는, 제17(a)도에 도시한 한자문자「森」을 예로 들면, 제17(b)도에 도시
한 바와같이「木」이란 3개의 엘리먼트 A, B, C의 문자 요소 블록 코드와 3개의 엘리먼트의 문자 요소의 
특징인 엘리먼트를 구성하는 각 스트로크의 구조 정보가 격납되어 있다.

이 예에서는 엘리먼트「木」은 횡선, 종선, 좌삐침, 우삐침의 4개의 구조의 스트로크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서체 정보 격납 메모리(7)에는 제18도, 제19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명조체 서체, 각(│角│) 고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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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각(│角│) 스트로크의 품질 보정 정보와 윤곽 데이터가 격납되어 있다.

예컨대 제18(a)도의 명조체 서체「森」에 대하여는 제18(b)도에 도시한 스트로크(1)의 각각의 윤곽점 a∼
f에 대하여 제18(c)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각 윤곽점 a, f의 X, Y좌표 Xa∼Xf, Ya∼Yf가 격납되어 있다.

그리고 각 윤곽점 좌표에 대하여 품질 보정 정보가 설정되고 스트로크(1)는 횡선이기 때문에 제18(c)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제18(b)도의 아래 2점 e, f에 기준점의 「0」을, 나머지의 4점 a∼d에 상대점의「1」을 
설정하고 있다.

제19(a)도의 각각의 고딕서체「森」에 대하여는 제19(b)도에 도시하는 스트로크(1)의 각 윤곽점 a∼d에 
대하여 제19(c)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각 윤곽점 a∼d의 X, Y좌표 Xa∼Xd, Ya∼Yd가 격납되어 있다.

그리고 각 윤곽점 좌표에 대하여 품질 보정 정보가 설정되고 스트로크(1)는 횡선이기 때문에 제19(c)도에 
보이는 바와같이 제19(b)도의 아래 2점 c, d에 기준점의「0」을, 나머지 2점 a∼b에 상대점의「1」을 설
정하고 있다.

제20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의 문자 전개 처리 플로우도, 제21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의 힌트 처리 
플로우도, 제22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의 동작 설명도이다.

먼저 호스트(1)에서 프린터 제어부(10)에 인쇄 데이터가 송신된다. 이 인쇄 데이터는 서체, 문자, 문자 
사이즈의 지정과 도형의 지정에 관한 것이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처리부(2)는 이 인쇄 데이터를 해독하여 
명령 처리부(3)로 보낸다. 명령 처리부(3)는 도형의 인쇄 데이터는 도형 처리부(4)로, 문자의 인쇄 데이
터는 문자 처리부(5)로 보낸다. 도형 처리부(4)는 도형 데이터를 도형의 비트 데이터로 전개하고, 비트 
맵 메모리(9)에 기록한다.

한편 문자 처리부(5)는, 제20도의 처리에 의하여 문자를 전개한다.

①문자 처리부(5)는 문자 코드와 서체명과 문자 사이즈를 판독입력하고, 문자 코드를 공통 정보 격납 메
모리(공통 파일이라 한다)(6)에서 대응하는 문자의 스트로크 구조 정보를 판독 입력하고, 문자 코드와 서
체명으로 서체 격납 메모리(서체 파일이라 한다)(7)에서 대응하는 문자의 윤곽점 정보와 품질 보정 정보
를 판독입력한다.

② 문자 처리부(5)는 각 스트로크의 윤곽점 정보에 대하여 문자 사이즈로 결정되는 배율을 곱한 뒤에 각 
엘리먼트의 각 스트로크에 대하여 제21도의 힌트처리를 실행한다.

스트로크가 횡선, 가로삐침이면, 제2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준점 e, f를 Y 정수치로 라운딩하고, 상대
점 a∼d의 Y좌표를 라운딩한 후 최후에 모든 점의 X 좌표를 라운딩한다.

동일하게 스트로크가 종선, 세로 삐침이면 기준점을 X 정수치로 라운딩하고 상대점의 X좌표를 라운딩하고 
최후로 모든점의 Y좌표를 라운딩한다.

또 스트로크가 이들 이외이면 기준점의 라운딩 상대점의 라운딩을 행한다.

이와같이 하여 각 스트로크의 품질 보정된 윤곽 좌표를 비트 데이터 전개부(8)에 기록한다.

③ 문자 처리부(5)는 1문자내의 모든 엘리먼트에 대하여 종료하는가를 조사하여 종료하고 있지 않으면 단
계 ②로 복귀하고 종료하고 있으면 종료한다.

다음에 비트 데이터 전개부(8)는 제22도에 보이는 바와같이, 주어진 윤곽 정보에 따라 윤곽을 묘사하여 
그려내고 내부를 빈틈없이 모두 칠하여 문자 패턴을 생성하고, 비트 맵 메모리(9)에 기록한다.

비트 맵 메모리(9)에 1페이지분의 비트 데이터가 기록되면 인쇄 기구부로 보내서 인쇄시킨다.

이와같이 각 문자의 각 스트로크의 구조 정보를 격납하였으므로 스트로크의 구조에 의한 품질 보정 정보
에 따른 품질 보정 처리를 정확히 실행할 수 있고 문자의 품질을 유지한 확대/축소 처리가 가능케 되는 
동시에 각 스트로크의 구조 정보를 격남함로써 실현할 수 있으므로 쉽게 실현할 수 있다.

또 이 실시예에서는 이와같은 품질 보정 정보를 갖게 하면 필연적으로 메모리 용량이 증대하는데 동일한 
문자에 대하여는 각 스트로크의 구조 정보를 공통 파일(6) 격납하고 각 서체 특유의 윤곽 정보와 품질 보
정 정보를 서체별로 갖게 하는 구성을 취하였으므로 각 스트로크의 구조 정보를 각 서체마다 갖지 않아도 
되고 대폭으로 메모리 용량을 삭감할 수 있다.

각 스트로크의 구조 정보에 1바이트 필요로 하면 각 스트로크의 구조 정보는 서체수에 불구하고 1바이트
로 끝나나, 각 서체마다 갖게 하면 서체수 m분인 m바이트 필요로 한다. 예컨대 문자「森」의 예에서는 스
트로크가 16이므로 16바이트로 끝나나, 각 서체별로 갖게 하면 서체수가「6」에서는 96바이트 필요로 하
여, 1문자에 대하여 80바이트의 삭감이 가능하고, 문자수가 3000문자에서는 240킬로 바이트의 삭감이 가
능해진다.

또 품질 보정 정보를 1비트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품질 보정 정보도 적은 용량으로 실현할 수 있고 특히 
한자 등의 다서체(多書體)의 것에서 효과가 크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6의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23도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의 설명도, 제24도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의 공통 파일의 설명도, 제25도 
및 제26도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의 서체 파일의 설명도이다.

제23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문자는 연속한 부분 패턴이고, 부수, 방에 준하는 엘리먼트로 분할할 수 있고 
엘리먼트는 운필에 준하는 스트로크로 분할할 수 있고 스트로크는 하나의 필이 만들어내는 디자인적인 특
징을 나타내는 좌단 부분, 직선 부분, 우단 부분등이 파트로 분할할 수 있다. 

이와같이 문자를 계층적으로 분할해가면 점점 문자 사이에서 공통의 부분 패턴이 증가하여 공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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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 패턴의 수가 많아지고 그만큼 메모리를 삭감할 수 있다.

이 파트에 제5실시예의 사상을 적용하고, 다시 공통 파일(6)의 이점을 윤곽점 좌표의 삭감에 이용한 것이 
본 실시예이다.

제23(a)도는 제17도의 문자「森」을 파트로 분할한 것이며, 예컨대 엘리먼트 A「木」에서 스트로크 횡선
부분은  좌단  A1,  직선  A2,  우단  A3의  파트로,  스트로크  종선  부분은  상단  A4,  직선  A5,  하단  A6의 
파트로, 스트로크 경사 부분은 각각 사선 A7과 장선 A8의 파트로 분할된다.

이 각 파트의 공통 시점 위치는 제23a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파트 A1, A2, A3, A4, A5, A6, A8, A7과 A9, 
A10의 공통 시점 위치 a, b, c, d, e, f, g, i, h로 된다.

또 여기서는 실시의 문자 사이즈 1023×1023도트의 1/4의 255×255도트의 좌표계로 공통 시점 위치를 설
정하고 공통 시점 위치 좌표의 X, Y가 각각 1바이트로 끝나도록 하고 있다.

이 공통 시점 위치를 격납하는 공통 파일(6)의 구성은 제23(b)도 도시한 바와같이 엘리먼트 코드와 스트
로크 코드(여기서는 횡선)와 파트 코드와 그 시점 a의 위치(절대좌표)로 구성한다.

예컨대 문자 「森」의 예에서는 3개의 엘리먼트 「木」의 코드와, 각 엘리먼트의 스트로크(「木」에서는 
횡선, 종선, 좌삐침, 우삐침)의 코드와 각 스트로크의 파트 코드와, 각 파트의 공통 시점 위치로 구성되
고 횡선의 스트로크에 대하여는 좌단의 파트 코드와, 좌단의 시점 a의 위치(ax, ay)와, 직선의 파트 코드
와, 직선의 시점 b의 위치(bx, by)와, 우단의 파트 코드와 우단의 시점 c의 위치(cx, cy)를 지닌다.

다음에 서체 파일(7)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24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명조체 문자 「森」는 문자 보디 사이즈 1023×1023의 좌표계에 있어서 공통 
파일(6)의 공통 시점 위치 a, b, c, d, e, f, g, i, h 에서 명조체의 각 파트 A1, A2, A3, A4, A5, A6, 
A8, A7과 A9, A10의 시점까지의 상대 변위량으로 표시하면 된다.

예컨대 명조체의 파트 A1은 공통 시점 위치 a에서 파트 A1의 시점 위치로의상대 변위량(X 오프셋 rax, Y 
오프셋 ray)과 파트 A1의 윤곽 정보로 구성되는바 파트 A2 이하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즉 제24(b)도에 도시한 좌단 파트 A1은 4개의 윤곽점 a1∼d1으로 표현되므로 제24(c)도에 도시한 바와 같
이 문자 「森」의 문자 코드 「3F39」에 대하여, 각 파트의 포인터를 설치하고 포인터의 위치에 파트 A1
에서는 공통 시점 a에서 파트 A1의 시점 위치로의 상대 변위량(X 오프셋 rax, Y 오프셋 rby)과 파트 A1의 
윤곽 정보인 윤곽점 a1∼d1의 상대 변위량 Xa∼Xd, Ya∼Yd와 그 품질 보정 정보(기준점은 「0」, 상대점
은 「1」)를 격납하면 된다.

동일하게 제2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고딕체의 문자 「森」은 문자 보디 사이즈 1023×1023의 좌표계
에 있어서 공통 시점 위치 a, b, c, d, e, f, g, i, h에서 각 파트 A1', A2', A3', A4', A5', A6', A8', 
A7'와 A9', A10'로의 상대 변위량으로 표시하면 된다.

예컨대 각 고딕체의 파트 A1'는 공통 시점 위치 a에서 파트 A1'의 시점 위치로의 상대 변위량(X 오프셋 
rax, Y 오프셋 ray)과 파트 A1'윤곽 정보로 구성되고 파트 A2'이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즉 제25(b)도에 도시한 좌단 파트 A1'은 4개의 윤곽점 a1∼d1으로 표현되므로 제25(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문자「森」의 문자 코드 「3F39」에 대하여 각 파트의 포인터를 설치하고 포인터의 위치에 파트 A
1'에서는 공통시점 a에서 파트 A1의 시점 위치로의 상대 변위량(X 오프셋 rax, Y 오프셋 ray)과, 파트 
A1'의 윤곽 정보인 윤곽점 a1∼d1의 파트 A1'에서의 상대 변위량 Xa∼Xd, Ya∼Yd와 그 품질 조정 정보(기
준점은 「0」, 상대점은 「1」)를 격납하면 된다.

따라서 서체 파일(7)은 제24(c)도, 제25(c)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포인터부(T5)와, 파트 포인터부(T6)와, 
윤곽 정보부(T7)로 구성되고, 포인터부(T5)는 문자 코드와 서체명에 대응한 파트 포인터부(T6)의 선두 어
드레스를 표시하고 파트 포인터부(T6)는 당해 문자를 구성하는 각 파트의 윤곽 정보부(T7)의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윤곽 정보부(T7)는 각 파트의 X 오프셋, Y 오프셋과 그 파트의 윤곽 정보와 품질 보정 정보로 구성된다.

제26도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의 처리 플로우도, 제27도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의 동작 설명도이다.

이 예에서도 하드웨어의 구성은 제3도의 것과 동일하고 먼저 호스트(1)에서 프린터 제어부에 인쇄 데이타
가 송신된다. 이 인쇄 데이타는 서체, 문자, 사이즈의 지정과 도형의 지정에 관한 것이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처리부(2)는 이 인쇄 데이타를 해독하고 명령 처리부(3)로 보낸다. 명령 처리부(3)는 
도형의 인쇄 데이타는 도형 처리부(4)로, 문자의 인쇄 데이타는 문자 처리부(5)로 보낸다.

도형 처리부(4)는 도형 데이타를 도형의 비트 데이타로 전개하고 비트 맵 메모리(9)에 기록한다.

한편 문자 처리부(5)는 제26도의 처리에 의하여 문자를 전개한다.

① 문자 처리부(5)는 문자 코드와 서체명과 문자 사이즈를 판독 입력하고 문자 코드에서 공통 파일(6)로
부터 대응하는 각 엘리먼트 코드와, 각 스트로크 코드(스트로크의 구조 정보)와, 각 파트 코드와, 그 공
통시점 위치를 판독입력하고 문자 코드와 서체명으로 서체 파일(7)에서 대응하는 각 파트 코드와 오프셋
값과, 윤곽 정보와 품질 보정 정보를 판독입력한다.

② 문자 처리부(5)는 각 파트의 시점의 위치를 공통 시점 위치와 오프셋값으로부터 하기식으로 산출한다.

시점위치 X=공통 시점 위치 nx×4+오프셋값 rnx

시점위치 Y=공통 시점 위치 ny×4+오프셋값 r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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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 위치와 배치원점으로서 파트의 각 윤곽점의 좌표를 1023×1023의 좌표계의 좌표로 계산한다.

③ 다음에 힌트 처리가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 문자 사이즈의 배율을 각 윤곽점 좌표에 곱하여 지정 문자 
사이즈의 각 윤곽점 좌표를 얻어 제7도의 힌트처리를 실행한다.

즉, 각 파트의 스트로크 코드(구조 정보)에 의하여 스트로크가 횡선, 가로삐침이면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준점 e, f를 Y 정수치에 라운딩하고 상대점 a∼d의 Y좌표를 라운딩한 후 최후에 모든점의 X좌표를 
라운딩한다.

동일하게 스트로크가 종선, 세로삐침이면 기준점을 X 정수치로 라운딩하고, 상대점의 X좌표를 라운딩한 
후 최후에 모든점의 Y좌표를 라운딩한다.

또 스트로크가 이들 이외이면 상대점을 라운딩하고, 비교점의 라운딩을 행한다.

이와같이 하여 각 스트로크의 품질 보정된 윤곽 좌표를 비트 데이터 전개부(8)에 기록한다.

④ 문자 처리부(5)는 1스트로크내의 모든 파트에 대하여 종료하였는가를 공통 파일(6)의 스트로크 블록
(T3)(제10도 참조)에 의하여 조사하고 종료하고 있지 않으면 단계 ②로 복귀한다.

⑤ 1스트로크내의 모든 파트에 대하여 종료하고 있으면 다음에 문자 처리부(5)는 1엘리먼트내의 모든 스
트로크에 대하여 종료하였는가를 공통 파일(6)의 엘리먼트 블록(T2)에 의하여 조사하고 종료하고 있지 않
으면 단계 ②로 복귀한다.

⑥ 1엘리먼트내의 모든 스트로크에 대하여 종료하고 있으면 다음에 문자 처리부(5)는 1문자내의 모든 엘
리먼트에 대하여 종료하였는가를 공통 파일(6)의 엘리먼트 디렉토리에 의하여 조사하고, 종료하고 있지 
않으면 단계 ②로 복귀하고 종료하고 있으면 종료한다.

다음에 비트 데이터 전개부(8)는 주어진 배치 원점으로부터의 윤곽 정보에 따라서 윤곽을 묘사하여 그려
내고 내부를 빈틈없이 철하여 문자 패턴을 생성하고, 비트 맵 메모리(9)에 기록한다.

비트 맵 메모리(9)에 1페이지분의 비트 데이터가 기록되면 인쇄 기구부로 보내서 인쇄시킨다.

이것을 제27도에 의하여 설명하면 문자 코드(여기서는 문자「森」이고, JIS 코드는「3F39」)를 받으면 공
통 파일(6)의 포인터부(T1)의 대응하는 포인터를 찾아, 그 포인터가 엘리먼트 블록(T2)의「森」을 구성하
는 엘리먼트의 선두 어드레스를 지시한다.

엘리먼트 블록(T2)은 엘리먼트 코드와 그 엘리먼트를 구성하는 스트로크 블록(T3)을 지닌다. 여기서는「
森」이 3개의「木」이란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木」의 엘리먼트 코드와 스트로크 블록이 각각 3
개 있고 이 엘리먼트는 필순에 따라 늘어서 있다.

스트로크 블록(T3)은 엘리먼트 블록(T2)내에 있고 스트로크 코드와 그 스트로크를 구성하는 파트에 관한 
정보(파트 블록(T4))를 가진다. 여기서는「森」의 첫째 엘리먼트「木」이 4개의 스트로크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4개의 스트로크 코드(횡선, 종선, 좌삐침, 우삐침)와 각각의 파트 블록(T4)을 가지고, 이 스트
로크도 필순에 따라 늘어서 있다.

파트 블록(T4)은 스트로크 블록(T3)내에 있고 그 스트로크를 구성하는 파트와 그 위치 정보가 격납되어 
있고 여기서는「木」의 1획째에 착안하면 이 횡선은 압필부(점 a), 송필부(점 b), 종필부(점 c)의 3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각각의 파트 코드와 위치 정보(X, Y)를 갖는다.

이 위치 정보의 좌표치는 상기와 같이 255×255의 좌표계로 표현되는바 파트는 운필의 방향에 따라 늘어
서 있다.

이와같이 문자「森」의 파트 블록에는 합계 30의 파트 코드와 위치 정보가 격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순
과 같다.

다음에 서체 파일(7)에 있어서는 서체명과 문자 코드를 받으면 포인터부(T5)가 파트 포인터부(T6)의 서체
「森」을 구성하는 파트 포인터의 선두 어드레스를 표시한다.

파트 포인터부(T6)는 문자마다 그 문자를 파트 수분만큼 포인터가 격납되어 있고, 여기서는「森」은 30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  포인터가  30개  연속하여  격납되어  있으며,  이것은  필순에  따르고 
있다.

즉, 1획째의 입필부의 파트 포인터, 송필부의 파트 포인터, 종필부의 파트 포인터, 2획째의 입필부와 파
트 포인터…의 순서이고 이것은 공통 파일(6)의 파트의 순번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파트 포인터는 그 파트의 시점 위치 정보(X, Y) 및 윤곽 정보(품질 보정 정보를 포함)을 갖는 윤곽 정보
부(T7)를 지시하고 시점 위치 정보는 공통 파일(6)이 갖는 절대 위치로부터의 오프셋값으로 표현되어, 예
컨대 파트 포인터(1)가 가리키고 있는 윤곽 정보부(T7)가 갖는 위치 정보는 공통 파일(6)의 점 a로부터의 
오프셋값(상대 변위량)이다.

이와같이 하여 공통 파일(6)의 공통 시점 위치 정보와 서체 파일(7)의 서체별의 오프셋값이 
판독입력되면, 각 파트의 절대 시점 위치가 산출되고, 이 절대 시점 위치를 확대/축소 처리하고 힌트 처
리하여 파트를 기록함으로써 문자 패턴이 생성된다.

이와같이 각 서체에 공통의 시점 좌표를 설정하고, 서체별로 오프셋값을 설정하므로 이 예에서는 1023×
1023도트의「森」의 예로 표시하면 공통 시점 위치로서 30의 파트에 대하여 각각 X, Y에 1바이트씩의 60
바이트를 오프셋값으로 하여 각 서체에 대하여 30의 파트 요소에 대하여 각각 X, Y 에 1바이트식의 60바
이트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서체수가「3」이면, 240바이트로 끝나고 종래의 각 서체마다 절대위치로 표시하고, X에 2바이트, 
Y에 2바이트 필요한 것에서는 360(30×4×3)바이트 필요하고, 필요한 기억 용량을 삭감할 수 있고,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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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늘수록 삭감효과가 크고, 예컨대 서체수가「6」에서는 이 실시예에서는 420바이트로 족하나 종래 기
술에서는 720바이트 필요하여 삭감의 효과가 크다.

제28도는 본 발명의 제7실시예의 설명도로서 서체 파일(7)의 다른예를 표시하고 있다.

이 예에서는 윤곽 정보부(T7)를 오프셋 정보부(T71)와 윤곽 정보부(윤곽 정보와 품질 보정 정보)(T72)로 
나누고, 파트 포인터부(T6)에 의하여 오프셋 정보부(T71)와 윤곽 정보부(T72)를 지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제6실시예에서는 오프셋값과 윤곽 정보가 일체이기 때문에 윤곽이 동일해도 오프셋이 다
르면 문자 사이에서 공용이 불가능하므로 오프셋 정보와, 윤곽 정보를 나눠서 윤곽이 동일한 것은 윤곽 
정보를 공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렇게 하면 윤곽 정보의 수가 대폭 감소될 수 있다.

또 이 오프셋 정보부를 파트 포인터부(T6)에 갖게 한 것이 제29도의 본 발명의 제8실시예이다. 즉, 파트 
포인터부(T6)은 윤곽 정보부(T7)를 나타내는 파트 포인터 1, 2, 3, …과, 이 파트 포인터가 표시하는 파
트의 오프셋값(ax, ay), (bx, by), …를 격납하고 있다.

이와같이 하면 제28도의 오프셋 정보부(T71)를 따로 가질 필요가 없이 보다 메모리 용량을 삭감할 수 있
다.

이 구조 정보를 스트로크 단위로 표현하고 있으나 파트 단위로 표현해도 좋다.

이와같이 각 문자의 각 스트로크의 구조 정보를 미리 격납해 두고 문자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하여 윤곽
점 데이터에 확대 또는 축소 배율을 곱한 윤곽점 데이터를 연산하고 이 윤곽점 데이터를 스트로크의 구조 
정보와 품질 보정 정보에 의하여 양자화 보정하여 각 스트로크를 형성하여 확대된 또는 축소된 문자 패턴
을 생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패턴 인식에 의하는 것같은 스트로크의 오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품질 보정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여러 상이한 실시예를 본 발명의 사상과 개요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명백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첨부된 특허 청구 범위에 정의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정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문자 패턴을 복수의 부분 패턴으로 분할하여 상기 복수의 부분 패턴을 격납하고, 격납한 부분 패턴으로부
터 문자 코드로 요구된 문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 패턴을 선택하며, 선택한 각 부분 패턴을 소망의 문자 
좌표계에 있어서의 각 시점 위치에 배치하여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도트 구성의 문자 패턴을 생성하는 문
자 생성 방법에 있어서, 문자 패턴을 구성하는 부분 패턴의 배치가 동일한 복수 문자의 상기 각 부분 패
턴의 공통의 시점 절대 위치를 설정한 원점 위치로부터의 좌표로 표시하는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와, 상
기 복수 문자의 부분 패턴의 상기 공통 시점 위치로부터의 위치를 상대 위치로 표시하는 상대 위치 데이
터와,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를 격납한 저장 수단으로부터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문자의 각 부분 
패턴의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와, 상기 문자의 각 부분 패턴의 상대 위치 데이터와 형상 데이터를 꺼내는 
단계와, 상기 각 부분 패턴의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와 상기 상대 위치 데이터로부터 상기 요구된 문자의 
각 부분 패턴의 시점 절대 위치 좌표를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시점 위치 절대 좌표로 표시하는 상기 소
망의 문자 좌표계에서의 위치를 시점으로 하여 상기 형상 데이터에 따르는 부분 패턴을 배치하여, 상기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문자 패턴을 생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의 배치가 동일한 복수의 문자는 동일한 문자를 나타내는 서체가 상이한 
문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에 격납되는 상기 각 부분 패턴의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는 상기 문자 패
턴의 설정 좌표계의 1/n의 좌표계로 설정되고, 상기 산출 단계는 상기 1/n의 좌표계로 설정된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를 n배한 상기 설정 좌표계에서의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와 상기 상대 위치 데이터에 의하여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꺼내는 단계는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문자 코드에 의하여 상기 공
통 시점 위치 데이터를 인출하여, 상기 문자 코드와, 서체명에 의하여 상기 각 부분 패턴의 상대 위치 데
이터와, 상기 형상 패턴을 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에 있어서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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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가 윤곽선 데이터이고, 상기 배치 단계는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로부터 상기 윤곽선 데이터에 따라서 그려내어 상기 부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에 격납되는 상기 각 부분 패턴의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는 상기 문자 패
턴의 설정 좌표계의 1/n의 좌표계에서 설정되고, 상기 산출 단계는 상기 1/n의 좌표계로 설정된 공통 시
점 위치 데이터를 n배한 상기 설정 좌표계에서의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와 상기 상대 위치 데이터에 의하
여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꺼내는 단계는 상기 저장수단으로부터 상기 문자 코드에 의하여 상기 공
통 시점 위치 데이터를 인출하고, 상기 문자 코드와 서체명에 의하여 상기 각 부분 패턴의 상대 위치 데
이터와 상기 형상 패턴을 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에 있어서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를 분할
한 파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가 윤곽선 데이터이고, 상기 배치 단계는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로부터 상기 윤곽선 데이터를 따라 그려내서 상기 부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
자 생성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꺼내는 단계는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문자 코드에 의하여 상기 공
통 시점 위치 데이터를 인출하고, 상기 문자 코드와 서체명에 의하여 상기 각 부분 패턴의 상대 위치 데
이터와 상기 형상 패턴을 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에 있어서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를 분할
한 파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가 윤곽선 데이터이고, 상기 배치 단계는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로부터 상기 윤곽선 데이터에 따라서 그려내어 상기 부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에 있어서의 연속되는 형상의 엘리먼트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가 상기 엘리먼트의 윤곽선 데이터이고, 상기 배치 단계
는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로부터 상기 윤곽선 데이터에 따라서 그려내어 상기 부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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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가 상기 스트로크의 윤곽선 데이터이고, 상기 배치 단계
는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로부터 상기 윤곽선 데이터에 따라서 그려내 상기 부분 패턴을 형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를 분할
한 파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가 상기 파트의 윤곽선 데이터이고, 상기 배치 단계는 상
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로부터 상기 윤곽선 데이터에 따라서 그려내어 상기 부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가 윤곽선 데이터이고, 상기 배치 단계는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로부터 상기 윤곽선 데이터에 따라서 그려내어 상기 부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27 

문자 패턴을 복수의 부분 패턴으로 분할하여 상기 복수의 부분 패턴을 격납하고, 격납한 부분 패턴으로부
터 문자 코드로 요구된 문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 패턴을 선택하고 선택한 각 부분 패턴을 소망의 문자 좌
표계에 있어서의 각 시점 위치에 배치하고,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도트 구성의 문자 패턴을 생성하는 문
자 생성 장치에 있어서, 문자 패턴을 구성하는 부분 패턴의 배치가 동일한 복수의 문자의 상기 각 부분 
패턴의 공통의 시점 절대 위치를 설정한 원점 위치로부터의 좌표로 표시하는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를 격
납하는 공통 파일과, 상기 복수의 문자 부분 패턴의 상기 공통 시점 위치로부터의 위치를 상대 위치로 표
시하는 상대 위치 데이터와,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를 격납하는 개별 파일을 구비하는 저장 수단
과,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문자의 각 부분 패턴의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와, 상
기 문자의 각 부분 패턴의 상대 위치 데이터와 형상 데이터를 꺼내어 상기 각 부분 패턴의 공통 시점 위
치 데이터와 상기 상대 위치 데이터로부터 상기 요구된 문자의 각 부분 패턴의 시점 절대 위치 좌표를 산
출하여 상기 시점 위치 절대 좌표로 표시하는 상기 소망의 문자 좌표계에서의 위치를 시점으로 하여 상기 
형상 데이터에 따르는 부분 패턴을 배치하여 상기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문자 패턴을 생성하는 문자 생성
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의 배치가 동일한 복수의 문자는 동일한 문자를 표시하는 서체가 상이한 
문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각 부분 패턴의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를 상기 문자 패턴의 설
정 좌표계의 1/n의 좌표계로 설정하여 격납하고, 상기 문자 생성부는 상기 1/n의 좌표계로 설정된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를 n배한 상기 설정 좌표계에서의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와 상기 상대 위치 데이터에 의
하여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 생성부는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문자 코드에 의하여 상기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를 산출하고 상기 문자 코드와 서체명에 의하여 상기 각 부분 패턴의 상대 위치 데이터와 상
기 형상 패턴을 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에 있어서의 연속한 형상의 엘리먼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32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33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를 분할
한 파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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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를 윤곽선 데이터로 격납하고, 상기 문
자 생성부는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로부터 상기 윤곽선 데이터에 따라서 그려내어 상기 부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35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각 부분 패턴의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를 상기 문자 패턴의 설
정 좌표계의 1/n의 좌표계로 설정하여 격납하고, 상기 문자 생성부는 상기 1/n의 좌표계로 설정된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를 n배한 상기 설정 좌표계에서의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와 상기 상대 위치 데이터에 의
하여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 생성부는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문자 코드에 의하여 상기 공통시점 
위치 데이터를 인출하여 상기 문자 코드와 서체명에 의하여 상기 각 부분 패턴의 상대 위치 데이터와 상
기 형상 패턴을 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에 있어서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39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를 분할
한 파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40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를 윤곽선 데이터로 격납하고, 상기 문
자 생성부는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로부터 상기 윤곽선 데이터에 따라서 그려내어 상기 부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41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 생성부는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문자 코드에 의하여 상기 공통 시점 
위치 데이터를 인출하여 상기 문자 코드와 서체명에 의하여 상기 각 부분 패턴의 상대 위치 데이터와 상
기 형상 패턴을 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에 있어서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44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를 분할한 파트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45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를 윤곽선 데이터로 격납하고, 상기 문
자 생성부는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로부터 상기 윤곽선 데이터에 따라서 그려내어 상기 부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46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에 있어서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를 상기 엘리먼트의 윤곽선 데이터로 
격납하고, 상기 문자 생성부는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로부터 상기 윤곽선 데이터에 따라서 그려내어 
상기 부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4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40-14

1019930000968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를 상기 스트로크의 윤곽선 데이터로 
격납하고, 상기 문자 생성부는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로부터 상기 윤곽선 데이터에 따라서 그려내어 
상기 부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5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이 상기 문자 패턴의 연속된 형상의 엘리먼트를 분할한 스트로크를 분할
한 파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를 상기 파트의 윤곽선 데이터로 격납
하고, 상기 문자 생성부는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로부터 상기 윤곽선 데이터에 따라서 그려내어 상기 
부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5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부분 패턴의 형상 데이터를 윤곽선 데이터로 격납하고, 상기 문
자 생성부는 상기 시점 절대 위치 좌표로부터 상기 윤곽선 데이터에 따라서 그려내어 상기 부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53 

문자 패턴을 복수의 부분 패턴으로 분할하여 상기 복수의 부분 패턴을 격납하고, 격납한 부분 패턴에서 
문자 코드로 요구된 문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 패턴을 선택하여 선택한 각 부분 패턴을 소망의 문자 좌표
계에 있어서의 각 시점 위치에 배치하고,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도트 구성의 문자 패턴을 생성하는 문자 
생성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각 부분 패턴으로서 상기 문자의 스트로크 또는 파트를 윤곽점 데이터와,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종류를 표시하는 구조 정보와,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품질 보정을 행하기 위
한 각 윤곽점 데이터의 품질 보정 정보를 격납한 저장 수단에서 문자 코드에 대응되는 스트로크 또는 파
트의 윤곽점 데이터와, 구조 정보와, 품질 보정 정보를 인출하는 단계와, 문자의 확대 또는 축소 요구에 
대하여 상기 윤곽점 데이터에 확대 또는 축소 배율을 곱한 윤곽점 데이터를 연산하는 단계와, 상기 연산
된 윤곽점 데이터를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구조 정보와 품질 보정 정보로부터 양자화 보정하는 단계
와, 상기 양자화 보정한 윤곽점 데이터에 의하여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를 형성하고 상기 확대 또는 축
소된 문자 패턴을 생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품질 보정 정보는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윤곽점 데이터에 대하여 상기 양자
화 보정의 기준점이 되는 윤곽점을 지정하는 기준점 정보와 라운딩 처리를 하는 윤곽점이 되는 윤곽점을 
지정하는 상대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55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인출 단계는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종류를 표시하는 구조 정보를 공통 파일
에 격납하고 각 서체 마다에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윤곽점 데이터와 상기 각 윤곽점 데이터의 품질 
보정 정보를 서체 파일에 격납한 저장 수단에 대하여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각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구
조 정보를 인출하고, 문자 코드와 서체명에 대응하는 각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윤곽점 데이터와 상기 각 
윤곽점 데이터의 품질 보정 정보를 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56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인출 단계는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종류를 표시하는 구조 정보를 공통 파일
에 격납하고, 각 서체마다에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윤곽점 데이터와 상기 각 윤곽점 데이터의 품질 
보정 정보를 서체 파일에 격납한 저장 수단에 대하여 문자 코드에 대응한 각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구조 
정보를 인출하여 문자 코드와 서체명에 대응한 각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윤곽점 데이터와 상기 각 윤곽점 
데이터의 품질 보정 정보를 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방법.

청구항 57 

문자 패턴을 복수의 부분 패턴으로 분할하여 상기 복수의 부분 패턴을 격납하고, 격납한 부분 패턴으로부
터 문자 코드로 요구된 문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 패턴을 선택하고, 선택한 각 부분 패턴을 소망의 문자 
좌표계에 있어서의 각 시점 위치에 배치하여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도트 구성의 문자 패턴을 생성하는 문
자 생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부분 패턴으로서 상기 문자의 스트로크 또는 파트를 윤곽점 데이터와,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종류를 표시하는 구조 정보와,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품질 보정을 행하기 위
한 각 윤곽점 데이터의 품질 보정 정보를 격납한 저장 수단과,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스트로크 또는 파트
의 윤곽점 데이터와, 구조 정보와, 품질 보정 정보를 인출하고 문자의 확대 또는 축소 요구에 대하여 상
기 윤곽점 데이터에 확대 또는 축소 배율을 곱한 윤곽점 데이터를 연산하고, 상기 연산한 윤곽점 데이터
를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구조 정보와 품질 보정 정보로부터 양자화 보정하고, 상기 양자화 보정한 
윤곽점 데이터에 의하여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를 형성하여, 상기 확대 또는 축소된 문자 패턴을 생성
하는 문자 생성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58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품질 보정 정보로서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윤곽점 데이터
에 대하여 상기 양자화 보정의 기준점이 되는 윤곽점을 지정하는 기준점 정보와, 라운딩 처리를 하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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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점이 되는 윤곽점을 지정하는 상대점 정보를 격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청구항 59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종류를 표시하는 구조 정보를 공통 파일
에 격납하고, 각 서체마다에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윤곽점 데이터와 상기 각 윤곽점 데이터의 품질 
보정 정보를 서체 파일에 격납하고, 상기 문자 생성부는 상기 저장 수단에 대하여 문자 코드에 대응하는 
각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구조 정보를 인출하고, 문자 코드와 서체명에 대응한 각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윤곽점 데이터와 상기 각 윤곽점 데이터의 품질 보정 정보를 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
치.

청구항 60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종류를 표시하는 구조 정보를 공통 파일
에 격납하고, 각 서체마다에 상기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윤곽점 데이터와 상기 각 윤곽점 데이터의 품질 
보정 정보를 서체 파일에 격납하고, 상기 문자 생성부는 상기 저장 수단에 대하여 문자 코드에 대응한 각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구조 정보를 인출하고, 문자 코드와 서체명에 대응하는 각 스트로크 또는 파트의 
윤곽점 데이터와 상기 각 윤곽 데이터의 품질 보정 정보를 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생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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