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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응용분야가 광범위하고, 높은 인식율과 빠른 처리속도를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던 오프라

인 필기체 인식 중 디지털 펜을 위한 새로운 필기체 문자 인식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화상 채팅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

의 문자 인식에 필요한 처리는 체인코드에 기반하며 유니코드와 획 코드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필기체 문자 인식 시스템으로, 일
반적으로 터치 패널이 없는 데스크 탑 과 노트북에서도 터치 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펜을 위한 필기체 문자 인식 시스

템이며 화상 채팅은 WSAEventSelect Model을 사용하여 제작한 시스템이다.

키워드: 디지털 펜(digital pen), 체인코드(chain code), 유니코드(uni code), 획 코드(stroke code), 화상 채팅(video 
chatting)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PDA, 타블렛, 휴대폰, 컴퓨터 등 다양한 정보기기

의 발전과 더불어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잘 축적하

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서정보를 컴퓨터로 받아들여 자동

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동인식기술이 필요하다[1]. 그 중 오프라인필

기체 인식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높은 인식율과 빠른 처리속

도를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오프라인 필기체 인식은 

복잡한 패턴인식 시스템으로서, 필기자 개개의 필체에 따라 문자, 
숫자의 패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높은 인식률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인식 분야이다. 필기체 인식은 우편번호 인식, 문서 해독 

및 생산 자동화 등 그 응용분야가 광범위하여 그 동안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인식률 향상을 위해 계속적

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2,3].
또한 자동인식기술 중 하나인 디지털 펜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펜으로, 터치 패널이 없는 일반적인 데스크 

탑 과 노트북에서 터치펜 기능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디지털 펜은 

일반 펜처럼 모니터에 글자를 쓰면, 펜에 내장된 메모리에 필기한 

내용이 저장되고, 이를 다시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컴퓨터로 전송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기능만을 가진 디지털 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펜에 필기체 문자 인식 시스템을 더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화상 채팅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 하였다. 이 시스템의 

필기체인식 기술은 윤곽선을 이용하는 방법인 체인코드를 이용하여 

입력된 필기체의 특징을 수치상으로 추출 한 후 획 코드로 변환 

과정을 거쳐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리 및 인식한다. 인식된 결과를 

유니코드 조합 식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한글로 완성하고, 완성된 

문자를 출력하는 방법인 디지털 펜을 위한 필기체 인식과 이를 이용

하여 WSAEventSelect Model로 만들어진 화상채팅 시스템을 기술

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디지털 펜 기술

디지털 펜 기술은 크게 펜의 움직임을 초음파나 적외선을 이용해 

삼각측량법으로 인식하는 삼각측량 방식, Wacom과 같은 제조업체

가 생산한 그래픽 타블렛 방식, 디지털 카메라가 내장된 펜과 절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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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인식할 수 있는 패턴이 인쇄된 종이를 이용하는 DPP(Digital 
Pen and Paper) 방식이 있다[4].

삼각측량 방식은 초음파나 적외선으로 디지털 펜 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력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해상도 및 정확도가 떨

어지고, 문서양식을 적용할 수 없어 개인용 학습 보조도구나 엔터테

인먼트 등의 BtoC(Business to Consumer)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래픽 타블렛 방식은 일반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입력 정보의 인식 

해상도 및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나 문서양식 적용을 위한 개발 

비용이 높고, 이동성이 낮아 의료 분야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DPP 방식은 절대좌표를 인코딩한 정교한 패턴과 이를 

디코딩하는 디지털 펜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 정보의 인식 해상도

와 정확도가 높고, 문서양식의 자동 인식이 가능하여 의료, 건설, 
건축, 교육 공공 등의 BtoB(Business to Business) 분야에 적용되

고 있다[5].
본 논문에서 필기체 문자 인식 시스템을 적용한 디지털 펜은 초음

파와 적외선을 사용하는 삼각측량 방식에 DPP 방식을 혼합한 디지

털 펜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III. 필기체인식과 화상채팅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필기체 문자 인식 시스템과 

화상채팅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제안하는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법인 체인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기반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유니코드와 획 코드를 

이용하여 필기체 문자 인식을 제시하는지 와 WSAEventSelect 
Model을 사용하여 화상채팅을 설계하였는지 설명한다.

3.1 체인 코드 (Chain Code)

체인코드는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윤곽선의 임의의 한 

점에서 시작하여 화소간의 연결 상태에 따라 경계선을 일정한 방향

으로 약속한 기본방향코드들의 리스트로 표시하며, 체인 코드의 방

향코드는 8개의 절대 방향(1-8)으로 나타낸다[6]. 사용자가 획을 

입력하면 11가지 기본 획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된다. 특정 길이 이하

이면 점으로 인식, 획의 전체 길이와 시작점, 끝점과의 관계를 비교

하여 이것이 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며 시작점과 끝점의 방향을 

분석하여 8방향 획 중 어느 방향인지 인식한다.

그림 1. 체인코드와 11가지 기본 획

Fig. 1. Chain code and 11 kinds of basic strokes

3.2 유니코드 (Unicode)

한글은 유니코드에서 초성 19개, 중성 21개, 종성 28개 총 11172
자를 지원한다. 유니코드에서 한글의 범위는 0xAC00부터 0xD7A3
까지 있다. 그림 2는 글자 앞의 숫자가 유니코드에서 해당 초성, 
중성, 종성에 몇 번째로 맵핑되었는지 나타낸다.

그림 2. 유니코드상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Fig. 2. Hangul on Unicode

유니코드에서 한글의 조합식인 그림 3을 이용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입력하게 되면 유니코드상 해당 글자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 유니코드 조합식

Fig. 3. Unicode Hangul combination formula

3.3 획 코드 (Stroke Code)

각 초성, 중성, 종성은 기본 획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초성 ‘ㄱ’은 동쪽으로 가는 획과 남쪽으로 가는 획으로 연결되

어있다.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쪽 획은 기본 획의 ‘3’으
로 남쪽 획은 기본 획의 ‘5’로 매핑된다. 되어 있다. 따라서 초성 

‘ㄱ’은 획 코드 ‘35’와 기울기를 고려한 ‘36’으로 매핑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35’ 코드와 그 밖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여 초성

‘ㄱ’을 인식한다(그림 4).

그림 4. 초성의 획 코드

Fig. 4. Strok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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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상채팅

서버는 WSAEventSelect Model을 사용하여 제작하여 제작하였

으며, 중계서버로 사용한다. 그림 5와 같이 중계서버에서 정보들을 

관리하고,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화상회의를 지원하며 본 논문의 시

스템의 화상회의는 1대1로 한다.

그림 5. 서버 개요도

Fig. 5. Server overview

송신부에서는 캠에서 나오는 영상과 음성을 받아 320*240으로 

해상도를 변경하고, SmartTeeFilter를 이용하여 출력을 자신이 전

송할 수 있게 H.264 인코더를 거쳐 SampleGrapher에서 RTP 프로

토콜에 맞게 버퍼를 전송한다. 수신부는 VHatRtpRecv FIlter를 제

작하였고, 디코더는 H.264, 음성은 AC3필터를 사용한다. 그림 6과 

같이 소스필터에서 RTP로 영상을 받아 각각 영상과 음성을 인코딩

과 디코딩과정을 거쳐 출력시킨다. 

그림 6. 필터 그래프

Fig. 6. Filter graph

푸시 필터는 DShowFilter위저드를 통해서 제작하였다. 그림 7과 

같이 Output에서 CPushSourceStream 클래스의 다른  Type멤버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여 필터로 전달하는 처리를 한다. CSourceStream 
클래스 자체가 스레드와 관련된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받은 

CPushSourceStream 클래스 에서는 CSourceStream::FillBuffer() 
순수 가상 멤버함수를 오버라이딩한다. GetBuffer()함수를 이용해 

버퍼의 포인터를 얻어 데이터를 기록하면 자동으로 출력 핀  으로 

전달된다.

그림 7. 출력 타입

Fig. 7. Output type

그림 8. 출력 버퍼

Fig. 8. Output buffer

 

IV. 화상 채팅 시스템 구현

구현에 사용된 실험 환경은 Windows 7 Ultimate K(64Bit), 
12.0GB RAM, Microsoft Visual Studio 2010으로 C언어(MFC)
를 이용하였다. 디지털 펜(그림 9)은 수신부 기기에서 초음파와 적외

선 수신센서를 이용하여 모니터에 디지털 펜 인식 영역을 주어 사용

자의 필기를 인식 가능 하게 해 주는 장치에 필기체 문자 인식 시스

템을 구현하였다. 

그림 9. 디지털 펜

Fig. 9. Digital pen

필기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림 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의 Dialog에 5개의 필기 인식 View를 갖추고 있다. 각각의 

View에 4개의 영역을 따로 두어 한글 외에 영어, 숫자도 인식 가능하

게 하였으며 비슷한 문자의 중복을 방지하여 인식률을 향상시켰다.

그림 10. 필기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10. Handwriting recognition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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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의 화상 채팅의 UI에서 왼쪽 화면은 현재 사용자의 영상

이며, 오른쪽 화면 부분은 상대방 영상을 출력할 부분이다. 우측상단

은 접속자리스트이며 좌측하단의 화면은 그림판과 같은 역할을 한

다. 두 명의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그림을 그리며 서로 자신의 메시지

를 표현 할 수 있고, 디지털 펜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림 11. 화상 채팅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11. Video chatting user interface

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펜에 필기체 문자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할 수 있는 화상 채팅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 하였다 . 필기체 

문자 인식 시스템은 사용자의 필기체를 체인 코드를 이용하여 비교

적 빠른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획의 특성을 이용하여 맵핑된 

획 코드로 유니코드 조합식을 이용한 한글 인식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여러 문자의 인식과, 이 과정에서 비슷한 문자의 중복을 방지

하는 인식률 향상을 위해 하나의 인식 View에 문자에 따른 공간을 

두어 각각 달리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화상 채팅은 디지털 펜기술

과 필기체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1대1클라이언트 간의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필기체 인식에서

인식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유사문자로 인한 오인식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과 필기자의 습관에 다른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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