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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린트 장치에서, 프린트 헤드의 쌍방향 주사에 의한 프린트에 기인하고, 주사 범위의 특히 양단부에서 생기는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 간의 토출 시간 차에 기인하는 불균일한 농도를 전체 프린트 속도를 상당히 저하시키지 않고서도 

저감할 수 있어, 고화질의 프린트를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프린트 장치에서는, 하나의 대역을 메인 주사 

방향을 따라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영역에 분사되는 흑색 잉크 및 컬러 잉크의 도트 수가 카운트된다. 흑

색 및 컬러 양쪽이 각각의 임계치를 초과하는 임의의 영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역 수를 카운트하고, 그 수가 소정의

수 이상일 때는, 상술한 불균일한 농도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할 경우 쌍방향 프린트로부터 단방향 프린트로 

프린트 모드가 전환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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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잉크젯 프린터의 주요 부분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사시도.

도 2는 도 1의 잉크젯 프린터의 제어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럭도.

도 3은 도 1에 도시된 프린터에 사용된 헤드 카트리지의 프린트 헤드의 토출 포트의 표면을, 각 잉크별로 도시하는 개

략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프린트 헤드의 흑색 잉크용 노즐의 컬럼과 컬러 잉크의 컬럼 사이의 배열 관계를 자세히 보여주

는 상세도.

도 5a 및 도 5b는 쌍방향 주사에 의해 컬러 모드 시의 프린트가 수행될 때, 농도의 차이 발생 즉, 불균일한 컬러를 나

타내는 도면.

도 6은 제1 실시예에 따른 잉크젯 프린터에서, 이미지 데이터로서 회색(gray)의 중간 계조값인, 입력 레벨에 기초하

여 프린트가 수행될 때 흑색 잉크 도트와 컬러 잉크 도트들의 각 토출 레이트(효율)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 7은 도 5a에 도시된, 128개의 도트와 동등한 폭을 갖는 한 밴드의 잉크 토출량의 관리를 위한 처리를 나타내는 흐

름도.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영역 개수 결정을 위한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9a 및 도 9b는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간의 토출 시간차를 변화시킴으로써 프린트 용지에 프린트가 수행될 때 인쇄

결과를 나타내는 개략도.

도 10a 및 도 10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시간차 결정(time difference determination)에 대한 처리를 나타

내는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프린트 헤드

200 : 컨트롤러

210 : 호스트 장치

230 : 센서군

240 : 헤드 드라이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잉크젯 프린트 장치 및 잉크젯 프린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본 발명은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를 기록

하는데 양자의 기록 시간 차이 즉, 기록 헤드의 쌍방향 주사에 의해 프린트를 행하는 것에 기인하여 생기는 시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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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색 얼룩을 경감하는 잉크젯 프린트 장치, 프린트 방법, 상기 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및 상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기억 매체에 관한 것이다.

잉크젯 방식의 프린트 장치에서는, 통상의 용지와 같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프린트 매체에 대하여 컬러 프린트를 행

할 때, 기록 속도의 향상과 화질의 향상은 달성하는 것이 어려웠었다.

기록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기록 헤드를 길게 하여 1회의 주사로 기록할 수 있는 영

역의 사이즈를 크게 하는 방법과, 기록 헤드의 기록(구동) 주파수를 향상시키는 방법, 및 기록 헤드의 쌍방향 주사에 

의해 프린트를 행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쌍방향 프린트'는, 단방향의 주사에 의해 수행되는 프린트(즉, 단

방향 프린트)를 행하는 경우에 비교하여, 소정의 처리량을 얻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시간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전

체 시스템면에서 비용이 적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쌍방향 프린트를 행하는 경우, 화소를 형성하는 흑색 잉크 및 컬러 잉크들의 토출 순서는 기록 헤드의 주행(ad

vance) 주사 방향과 복귀(return) 주사 방향에서 상이하다. 이것은, 흑색 및 컬러 잉크에 대한 토출구들(이하, 노즐이

라고 함)가 주사 방향으로 배열되고, 이런 배열 방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흑색 및 컬러 잉크의 토출의 순서가 주행 방

향과 복귀 방향 간에 다른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흑색 및 컬러 잉크의 토출 순서가 다르면, 주행 방향 주사로 

기록된 영역과 복귀 방향 주사로 기록된 영역간에는 색의 차이가 생겨, 화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예컨대, 밴드형태의 

색 얼룩이 프린트된 컬러 화상 전체에 대해 생겨 화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예컨대, 일본특원

평11-313790호에서는, 흑색 및 컬러 잉크의 노즐 열이 그 주사 방향에 관하여 대칭적으로 배치되도록 헤드를 구성

함으로써, 상술한 색 얼룩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한편, 고화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구성으로서, 통상의 용지에 텍스트 등을 프린트할 때는, 안료계(pigment-based)

의 흑색 잉크를 이용하는 잉크젯 프린트 장치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히 흑색 문자의 고품위화, 고농도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구성에서, 안료계의 흑색 잉크는, 종이의 조직들(fabrics)을 따라 잉크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이에 

대하여 비교적 불침투성의 조성 성분이 종종 제공된다. 또한, 흑색 잉크의 노즐과 컬러 잉크의 노즐이 기록 헤드의 주

사 방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직교하는 방향에 배치되도록 구성되는 기록 헤드가 많이 이용된다. 저침투성의 흑색 잉

크를 토출하는 노즐과, 침투성이 소정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는 고침투성의 컬러 잉크(이하, 고침투성의 잉크를 '초

침투성(super-permeable) 잉크'라고 함)를 토출하는 노즐을, 그 주사 방향에 따라서 배치하는 구성(이하, 측노즐 배

열(lateral nozzle-arrangement)이라고 함)의 경우, 소정 영역을 프린트할 때에 일 주사의 사이에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가 동일한 주사 영역에 대하여 분사되기(impart) 때문에,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의 분사 시간 차가 적게 된다. 그 

결과, 예를 들면 황색 컬러로 프린트된 영역에 흑색의 음영 패턴을 프린트할 때에는, 흑색 잉크로 프린트되는 영역과 

컬러 잉크로 프린트되는 영역의 경계 부분에서 블리딩(bleeding)이 생기거나, 또는 고농도의 흑색 패치를 황색 컬러

로 가장자리에 붙이는(fringed) 패턴을 프린트할 때에는, 저침투성 잉크의 후퇴(retreat)에 의한 농도 저하를 나타내

는, 소위 화이트 헤이즈(white haze) 현상이 생긴다. 상기 블리딩 및 화이트 헤이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흑색 노즐

과 컬러 노즐이 주사 방향에 대하여 직교하는 방향을 따라 오프셋되도록 배열(이런 배열을 세로(longitudinal) 노즐 

배열이라고 함)되는 기록 헤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회색 컬러와 같이, 흑색 잉크 도트와 컬러 잉크 도트가 혼재되는 컬러가 상술된 세로 노즐 배열을 갖는 기록 

헤드를 이용하여, 쌍방향 프린트에 의해 프린트될 때, 각 주사 영역의 우단부와 좌단부에서,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와

의 토출 시간이 다르게 된다. 이는 특히 상술한 양단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각각의 주사 영역(이하, 대역(band)이

라고 함)마다, 컬러가 소정의 회색이라도 색조에 차이가 생긴다. 이것에 의해서, 프린트를 행하는 전체 지면에 걸친 

대역마다 줄무늬형(streak-like) 색 얼룩을 생길 수 있다.

상술된 세로 노즐 배열에서는, 기록 헤드의 주사 동안에, 흑색 잉크 노즐과 컬러 잉크 노즐 각각이 대응하는 주사 영

역이 서로 다르게 된다. 따라서, 흑색 잉크 노즐은 앞선 주사(제1 주사)동안의 소정의 주사 영역에 대응하며, 컬러 잉

크 노즐은 뒤의 주사(제2 주사)동안의 소정의 주사 영역에 대응하며, 반대로, 컬러 잉크 노즐은 앞선 주사(제1 주사)

동안의 소정의 주사 영역에 대응하며, 흑색 잉크 노즐은 뒤의 주사(제2 주사)동안의 소정 주사 영역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흑색 잉크 노즐이 주행 방향으로의 제1 주사(예를 들면,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의 주사) 동안 소정의 주사 영역

에 대응하며, 컬러 잉크 노즐이 복귀 방향으로의 제2 주사(예를 들면, 우측에서 좌측으로의 주사)동안 소정의 주사 영

역에 대응하는 경우를 생각한다. 이 경우, 상기 소정의 주사 영역에서의 우단부에서는, 주행 방향으로의 제1 주사의 

끝날 때 흑색 잉크가 토출되고, 그 직후에 수행되는 복귀 방향으로의 제2 주사가 시작될 때 컬러 잉크가 토출된다. 그 

결과,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 각각의 토출 시간 차는 짧다. 한편, 상기 소정의 주사 영역에서의 좌단부에서는, 주행 방

향으로의 제1 주사가 시작될 때 흑색 잉크가 토출되고, 제1 주사 직후에서 수행되는 복귀 방향으로의 제2 주사가 끝

날 때 컬러 잉크가 토출된다. 그 결과,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들 사이의 토출 시간 차는 크다. 즉, 상기 세로 노즐 배열

을 갖는 헤드를 사용하여 쌍방향 프린트를 행하면, 흑색 잉크 노즐에 의해서 흑색 잉크의 주사가 끝날 때 토출되며 그

직후에 주사 방향이 변하여 즉시 컬러 노즐로부터 컬러 잉크가 토출되는 부분과, 주사가 시작될 때 흑색 잉크 노즐에 

의해서 흑색 잉크가 토출되고 상술한 주사의 왕복 후에 컬러 잉크 노즐에 의해서 컬러 잉크가 토출되는 부분이 발생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상술한 시간 차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저침투성의 흑색 잉크가 먼저 토출되고, 그때부터 바로 초침투성의 컬러 잉크가 토출될 때는, 흑색 잉크가

도팅되어(dotted) 용지에 침투하기 전에 컬러 잉크가 주입되기 때문에, 흑색 잉크는 종이 안으로 압입되어 농도(dens

ity)가 감소하게 된다. 즉, 용지의 우단부와 좌단부에서 동일한 순서로, 또한 동일한 주입량으로 프린트를 행하여도, 

상술한 시간 차에 의해서 농도 차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시간 차에 의한 농도 차가 하나의 대역에서 발생하면, 

그 농도차의 정도(degree)는 기록 헤드의 주사 방향을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인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농도차가 지면 전체 상의 수개의 대역들에서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특히 좌우의 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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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각 대역마다 상술의 시간 차의 장단(長短)이 반복되게 되고, 대역들 사이에서의 농도 차가 눈에 띠게 되어, 화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시간 차에 의한 불균일한 컬러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

고, 그 판단에 따라서 쌍방향 프린트와 단방향 프린트를 선택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전체 프린트 속도를 상당히 저하

시키지 않고서 고화질의 프린트를 실현할 수 있는, 잉크젯 프린트 장치, 프린트 방법, 상기 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및 상기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억 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를 토출하기 위해 프린트 헤드의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main scan)와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양자를 통해 프린트 매체상에 프린트를 행하는 쌍방향 프린트 모

드, 및 상기 프린트 헤드의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또는 상기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중의 하나에 의해서만 

프린트 매체상에 프린트를 행하는 단방향 프린트 모드를 수행할 수 있는 잉크젯 프린트 장치를 제공한다. 이 장치는, 

상기 프린트 매체 상의 소정 영역에 대응하는 프린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에 대하여 상기 소

정 영역에 분사되는 각각의 잉크량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 수단; 및 상기 취득 수단에 의해 취득된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의 분사량이 각각의 잉크에 대응하여 정해진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을 포함한다. 여기서, (a) 상기 판정 수단이,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 잉크 각각에 대한 

모든 분사량이 상기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한다고 판정하면, 상기 소정의 영역에 대한 프린트가 상기 단방향 프린트 

모드로 수행되고, (b) 상기 판정 수단이,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 잉크의 각각의 분사량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소정량

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상기 소정의 영역에 대한 프린트가 상기 쌍방향 프린트 모드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를 토출하기 위해 프린트 헤드의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와 복귀 방향으

로의 메인 주사 양자를 통해 프린트 매체상에 프린트를 행하는 쌍방향 프린트 모드와, 상기 프린트 헤드의 주행 방향

으로의 메인 주사 또는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중의 하나에 의해서만 프린트 매체상에 프린트를 행하는 단방향 

프린트 모드 중 어느 하나의 모드로 프린트를 행하는 잉크젯 프린트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방법은, 상기 프린트 매체 

상의 소정 영역에 대응하는 프린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에 대하여 상기 소정 영역에 분

사되는 각각의 잉크량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 단계; 및 상기 취득 단계에서 취득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

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의 분사량이 각각의 잉크에 대응하여 미리 정해진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

정하는 판정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판정 단계에서는, (a)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 잉크 각각에 대한 모든 분사량이 상

기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한다고 판정되면, 상기 소정 영역에 대한 프린트가 상기 단방향 프린트 모드로 수행되고, (b)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의 부사량 중의 적어로 하나가 상기 소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상

기 소정 영역에 대한 프린트가 상기 쌍방향 프린트 모드로 수행된다.

또한, 본 발명은,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프린트 헤드를 이용하여 프린트 매체 상에 프린트를 행하

는 잉크젯 프린트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상기 프린트 매체 상의 소정 영역

에 대응하는 프린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에 대하여 상기 소정 영역에 분사되는 각각의 

잉크량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 단계; 및 상기 취득 단계에 의해서 취득된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들 각각의 분사량이 각각의 잉크들에 대응하여 미리 정해진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판정 단계에서는, (a)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에 대한 모든 분사량이

상기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한다고 판정되면, 상기 프린트 헤드의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또는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중 하나에 의해서만 프린트를 행하는 단방향 프린트 모드가 선택되고, (b)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에 대한 분사량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소정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상기 프린트 헤드의 주행 방향으

로의 메인 주사와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모두에 의해 프린트를 행하는 쌍방향 프린트 모드가 선택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제어 프로그램을 저장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억 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를 토출하기 위해 프린트 헤드의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와 복귀 방향으

로의 메인 주사 모두에 의해 프린트 매체상에 프린트를 행하는 쌍방향 프린트 모드와, 상기 프린트 헤드의 주행 방향

으로의 메인 주사와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중 하나에 의해서만 프린트 매체상에 프린트를 행하는 단방향 프린트

모드 중 하나에 의해 프린트를 행하는 잉크젯 프린트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상기 프린트 매체 상의 소정 영역에

대응하는 프린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에 대하여 상기 소정 영역에 분사되는 각각

의 잉크량의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 단계; 상기 취득 단계에 의해서 취득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의 분사량이 각각의 잉크에 대응하여 결정된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단계; 및

상기 판정 단계에서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에 대한 분사량이 상기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

정되면, 상기 쌍방향 프린트 모드로부터 상기 단방향 프린트 모드로, 사용되는 프린트 모드를 전환하는 전환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다른 종류의 잉크가 토출되는 소정의 영역에 있어서,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에 대한 분

사량이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할 때, 상기 소정의 영역에 대한 프린트는 쌍방향 프린트 모드(주행 주사와 복귀 주사 양

자를 통해 프린트)로 수행하는 대신에 단방향 프린트 모드(주행 주사와 복귀 주사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만 프린트)로

수행된다. 이로써, 상술한 다른 종류의 잉크들에 대하여, 상술한 소정량을 초과하는 잉크 분사량을 사용하는 프린트가

쌍방향 주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이는 쌍방향 프린트 시 발생되는 토출 시간차에 의해 유발되는 불

균일한 컬러(불균일한 밀도)가 제거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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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이하의 설명을 통해 명백

하게 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 예를 들면 보조 주사 방향을 따라 투과율이 낮은 흑색 잉크를 토출하는 노즐의 컬럼과, 

흑색 잉크의 투과율과는 상이한 투과율 즉, 초투과율(super-permeability)을 가진 컬러 잉크를 토출하는 노즐의 컬

럼이 수직 배열로 배열되어 있는 구성을 갖는 기록 헤드를 이용하여 쌍방향 프린팅을 수행하려고 할 때, 프린트 데이

터를 각 밴드에 대한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각 영역에 있어서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의 각 분사량을 취득하고, 각

분사량이 각각의 소정값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초과한다면, 쌍방향 프린트에서 단방향 프린트로 전

환함으로써 프린트가 수행된다.

이러한 구성을 이용함으로써, 시간차로 인한 불균일한 컬러가 발생될 때에는, 불균일한 컬러가 단방향 프린트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불균일한 컬러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컬러 문자를 포함한 텍스트가 프린트될

때, 쌍방향 프린트가 수행되기 때문에 기록 속도가 최소한도로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흑색 및 컬러 사이

의 시간차에 의해 유발되는 불균일한 컬러의 발생을 방지하면서 기록 속도의 감소를 필요한 최소치로 억제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1 실시예

장치의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잉크젯 프린터의 주요 부분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헤드 카트리지(1)는 카트리지(2) 상에 착탈 가능하게 장착되어, 사용된 헤드 카트리지는 새로운 것

으로 대체될 수 있다. 헤드 카트리지(1)는 프린트 헤드와 이 프린트 헤드에 공급되는 잉크를 저장하는 잉크 탱크를 포

함하며, 프린트 헤드와 잉크 탱크 양자는 일체화되어 형성되고, 프린트 헤드와 탱크는 서로 착탈가능하도록 구성된다.

헤드 카트리지(1)의 프린트 헤드는, 예컨대, 이것과 프린터 바디사이에 잉크를 토출하도록 프린트 헤드를 구동하기 

위한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커넥터(도시되지 않음) 또한 포함한다.

후술되는 바와 같이, 헤드 카트리지(1)의 프린트 헤드는 흑색 잉크(K)와 사이안(C), 마젠타(M), 및 황색(Y)의 복수의 

컬러 잉크의 잉크 토출 포트(노즐)가 배열되어 있는 구성을 갖는다. 프린트 헤드는 그것의 각 노즐에 대해, 전열 변환

기로 구성된 토출 헤더를 갖고, 헤드를 구동하여 헤더에 의해 발생된 열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잉크 내에 버블을 생

성하도록 구성되고, 이로써 버블의 압력 하에서 잉크가 토출된다. 여기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방법은 열 에너지를 

이용한 방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 대신에 압전 소자와 같은 전자 기계적 소자에 의해 잉크가 토출되는 방

법과 같은, 다른 방법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적용에는 잉크젯 프린트 장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발

명은 프린트 시의 시간차에 의해 색조 차이가 발생되는 임의의 타입의 프린트 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헤드 카트리지(1)는 카트리지(2)에 관계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카트리지(2)는 각 헤드에 구동 신호 등

을 전송하기 위한 커넥터 홀더(전기 접속부)를 갖는다. 카트리지(2)는, 프린터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연장되고 장치 

본체에 고정된 2개의 가이드 샤프트(3)를 따라, 왕복적으로 가이드 지지된다. 가이드 샤프트를 따라 이동하는 카트리

지(2)의 움직임은, 모터 도르래(5), 폴로우어 도르래(follower pulley)(6), 타이밍 벨트(7)와 같은 구동 메카니즘을 통

해 카트리지 모터(4)의 구동력을 카트리지(2)에 전송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카트리지(2)의 위치 및 움직임의 제어는 

도 2에서 후술될 제어기에 의해 수행된다. 이 움직임은 프린트 매체(8) 상에 프린트를 위한 주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

한, 카트리지(2)가 주사 범위를 벗어나 있는 소정 위치에 배치된 쉴드 플레이트(36)의 위치에 도달할 때, 쉴드 플레이

트(36)에 의해 블로킹되는 광 경로에 의해 카트리지(2)의 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 광학적 홈-위치 센서(30)를 갖는다.

프린트 용지나 플라스틱 박판 등의 프린트 매체(8)는, 급지 모터(35)의 구동력을 기어 열을 통해 픽업 롤러(31)에 전

하여 픽업 롤러(31)가 회전함으로써, 자동급지기(이하, ASF라고 함)(32)에 의해 한 장씩 분리되어 급지된다. 이어서, 

LF 모터(34)의 구동력에 의해서 회전되는 반송 롤러(9)와 이와 쌍이 되는 핀치 롤러에 의해서 헤드 카트리지(1)의 토

출 구면과 대향하는 위치(프린트부)를 통하여 반송된다. 그 때, 프린트 매체(8)가 소정 위치에까지 급지되었는지 여부

의 판정과 개시 위치 검출은 페이퍼 엔드 센서(33)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또한, 프린트 매체(8)의 후단이 어디있는지 

검출할 때와 그때 실제의 후단으로부터 프린트 위치를 최종적으로 검출할 때에도 페이퍼 엔드 센서(33)가 이용된다. 

프린트 매체의 반송에 있어서, 프린트부의 하류측에는 반송 롤러와 비슷한 배지 롤러 및 박차가 설치되어, 상술한 프

린트 매체(8)의 반송과 관련된 배지가 수행될 수 있다.

프린트 매체(8)는 프린트부에서 평탄한 프린트면을 형성하도록, 그 이면을 플래튼(도시되지 않음)에 의해서 지지되도

록 배치된다. 캐리지(2)에 탑재된 헤드카트리지(1)는, 그 프린트 헤드의 토출 구면이 캐리지(2)의 프레임으로부터 아

래쪽으로 돌출되어, 반송 롤러와 배지 롤러 사이의 프린트 매체(8)와 평행하게 되도록 유지된다.

도 2는 상술한 잉크젯 프린터의 제어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컨트롤러(200)는 주 제어부이고, 예를 들면, 마이크로 컴퓨터 형태의 CPU(201), 프로그램, 요구되

는 테이블, 그 밖의 고정 데이터를 저장한 ROM(203), 화상 데이터가 전개되는 영역이나 작업용의 영역 등을 설치한 

RAM(205)을 포함한다. 컨트롤러(200)는, 도 7, 도 8, 및 도 10에서 후술하는 처리와 같은 본 실시예의 프린터에서의

처리와 동작 제어를 실행한다. 호스트 장치(210)는 프린트하여야 할 화상 데이터를 프린터에 공급한다. 그러므로, 이 

호스트 장치(210)는, 프린트하여야 할 문자, 화상 등의 데이터의 생성을 수행하고, 이 프린터가 이들 데이터를 프린트

하도록 처리를 행하는 컴퓨터로서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호스트 장치(210)는, 화상 판독을 행하는 판독기와 같

이, 적어도 프린터에게 화상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컨트롤러(200)는, 호스트 장치(210)와

의 사이에서 화상 데이터, 그 밖의 명령, 스테이터스 신호 등을 인터페이스(I/F)(212)를 통해 송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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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부로서, 조작자에 의한 지시 입력을 수용하는 스위치군이 설치된다. 조작부는 전원 스위치(222), 흡인 회복(sucti

on recovery)의 기동을 지시하기 위한 회복 스위치(226) 등을 포함한다. 상술한 홈 위치 센서(30), 프린트 매체의 유

무를 검출하기 위한 페이퍼 엔드 센서(33) 및 프린터 주변 온도를 검출하기 위하여 프린터 내에 적절한 부위에 설치된

온도 센서(234) 등을 포함한 센서군(230)이 프린트 장치의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군으로서 구비된다. 헤드 드라

이버(240)는, 상술된 바와 같이 호스트 장치(210)로부터 보내지고 컨트롤러(200)에 의해서 잉크 토출을 위해 소정의 

처리가 수행되는 프린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프린트 헤드(10)를 구동한다. 그 결과, 잉크를 토출하는 프린트 헤드 노

즐의 토출 히터(25)에 소정의 전압 펄스가 인가되고, 이를 통해 상술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 잉크가 토출된다. 상세

히는, 헤드 드라이버(240)는 각 노즐의 토출 히터(25)의 위치에 대응하는 프린트 데이터를 정렬시키는 시프트 레지스

터, 이 시프트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적절한 타이밍에서 래치하는 래치 회로, 구동 타이밍 신호에 동기하여 토출 히터(

25)에 전압 펄스를 인가하는 논리 회로 소자, 및 잉크 토출에 의해 도트가 형성될 위치의 정렬을 수행하기 위한 구동 

타이밍(토출 타이밍)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타이밍 설정부 등을 포함한다.

프린트 헤드(10)는 서브 히터(242)를 갖는다. 서브 히터(242)는 잉크의 토출 특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온도 조

정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토출 히터(25)와 동시에 기판 상에 형성된다. 이러한 구성 외에, 서브 히터는 프린트 헤

드 본체 또는 헤드 카트리지에 부착되는 구성 등과 같은 다른 구성을 가질 수 있다.

캐리지 모터(4)를 구동하는 드라이버로서, 모터 드라이버(250)가 제공되고, LF 모터(34)를 구동하는 모터로서, 모터 

드라이버(270)가 제공된다. 또한, 모터 드라이버(260)가 급지 모터(35)를 구동하는 드라이버로서 사용된다.

도 3은 헤드 카트리지(1)의 프린트 헤드(10)에서 각 잉크에 대한 토출 구면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인데, 흑색 잉

크의 헤드의 일부가 도면에서 생략되었고, 간략화를 위하여 실제 경우보다 적은 수의 노즐을 갖도록 나타내었다.

도 3을 참조하여, 참조 번호 100 및 101은 각각 흑색 잉크를 토출하는 K 노즐 열(K1 및 K2)을 나타낸다. 참조 번호 1

02는 컬러 잉크로서 시안 잉크를 토출하는 제1 C 노즐 열(C1)을 나타내고, 참조 번호 103은 마젠타 잉크를 토출하는

제1 M 노즐 열(M1)을 나타내고, 참조 번호 104는 황색 잉크를 토출하는 제1 Y 노즐 열(Y1)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참조 번호 105는 컬러 잉크로서의 황색 잉크를 토출하는 제2 Y 노즐 열(Y2)을 지칭하고, 참조 번호 106은 마젠타 잉

크를 토출하는 제2 M 노즐 열(M2)을 지칭하고, 참조 번호 l07은 시안 잉크를 토출하는 제2 C 노즐 열(C2)을 지칭한

다.

프린트 헤드(10)는 노즐 컬럼 그룹을 포함한다. 프린트 헤드(10)에서 각각의 노즐 열은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복수

의 잉크 토출구(노즐)를 갖는다. 흑색 잉크 및 컬러 잉크를 위하여 설치된 2개의 노즐 열은, 노즐의 배열이 도면의 상

하 방향으로 서로 반 피치만큼 벗어나도록 배열된다. 이에 따라, 흑색 및 컬러로 도트를 형성하는데, 각 노즐 열의 노

즐 배열 피치에 의한 프린트 밀도에 2배의 밀도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안 잉크를 토출하는 제1 C 노즐 열(1

02, C1)와 제2 C 노즐 열(107, C2)는 각각의 노즐(108 및 109)에 의한, 각 노즐 열의 노즐 배열 밀도 360 dpi에 2배

인 720 dpi의 밀도로 프린트를 수행할 수 있다. 흑색 잉크의 노즐 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흑색 잉크의 노즐 열

에서 각 노즐(110 및 111)의 배열 밀도 180 dpi는, 흑색 잉크의 두 노즐 열에 의해서 360 dpi가 되어, 그 밀도로 프린

트가 수행될 수 있다. 여기서, 흑색 잉크 노즐의 배열 밀도는 각 컬러 잉크의 절반이다. 이것은, 흑색 잉크의 각 노즐로

부터의 토출량이 각 컬러 잉크로부터의 토출량보다 많아서, 흑색 잉크 도트의 사이즈가 각 컬러 잉크 도트의 2배가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즐 배열은, 컬러 잉크의 도트와 흑색 잉크의 도트가 혼재해도 적절한 농도의 프린트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개의 노즐 열은, 노즐 열이 캐리지에 장착되었을 때 그 주사 방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직

교하는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구성된다. 각 노즐 열이 시분할 모드로 구동되기 때문에, 동일한 잉크의 노즐 열이라도 

노즐 열 간에 토출 타이밍은 상이하다. 그 결과,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들의 전체 노즐 열의 배열 방향이 주사 방향에 

직교하는, 상술한 방향으로부터 약간 벗어난다. 흑색 잉크 및 컬러 잉크 각각에 대한 이들 노즐 열은 캐리지에 장착되

었을 때, 주사 방향에 따라서 배열하도록 구성된다. 상세히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흑색 잉크 및 컬러 잉

크용의 노즐 열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주사 방향에 따라서 배열된다. 흑색 잉크용 K 노즐 열(100(K1) 및 101(K2)), 

시안 잉크용 제1 C 노즐 열(102(C1)),마젠타 잉크용의 제1 M 노즐 열(103(Ml)), 황색 잉크용의 제1 Y 노즐 열(104(

Yl)), 또한 황색 잉크용의 제2 Y 노즐 열(105(Y2)), 마젠타 잉크용의 제2 M 노즐 열(106(M2)), 및 시안 잉크용의 제2

C 노즐 열(107(C2))의 순으로 주사 방향에 따라서 배열된다.

본 실시예의 프린트 헤드에서는, 흑색 잉크를 토출하는 K 노즐 열(100(Kl), 101(K2))을 시안, 마젠타, 및 황색 잉크를

각각 토출하는 컬러 노즐 열(C1, C2, M1, M2, Y1, Y2)보다 길게 한다. 따라서, 모노크롬의 화상 등을 프린트하는 영

역에서는, K 노즐 열(100(K1), 101(K2))만을 이용하고, 그 전체 범위의 노즐을 이용하여 프린트를 행함으로써 프린

팅의 고속화를 실현할 수 있다.

한편, 흑색 잉크의 도트와 컬러 잉크의 도트가 혼재하는 영역에서는, 흑색 잉크를 토출하는 K 노즐 열(100(Kl), 101(

K2))에서 사용하는 노즐 범위를 제한하여 프린트를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도 4에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흑색 잉크용

노즐 열과 컬러 잉크용 노즐 열의 배열 관계는, 주사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을 따라 서로 어긋난 위치 관계 즉, 상술한 

세로 노즐 배열과 관련이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흑색 잉크 도트들과 컬러 잉크 도트들이 혼재하는 상술한 영역에 분사

될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 간의 분사 시간 차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특히, 본 실시예와 같이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

시안, 마젠타, 황색 잉크) 간의 침투도가 크게 다른 경우에, 이들 잉크를 동일한 주사에서 토출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

는 블리딩이나 화이트 헤이즈에 의한 화질 저하를 경감할 수 있다.

도 4는, 도 3에 나타낸 프린트 헤드에서 흑색 잉크용 노즐 열과 컬러 잉크용 노즐 열 간의 배치 관계를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는 상세도다.

도 3을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컬러 모드에서 프린트가 행해질 때는, 흑색 잉크용 노즐 열(100(Kl), 101(K2))의 

전체 노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노즐 중의 일부 노즐 즉, 도 4에서 '컬러 데이터가 수신될 때 사용되는 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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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된 노즐을 이용한다. 반면에, 모노크롬 화상 등을 프린트할 때는, 흑색 잉크용 노즐 열(100(Kl), 101(K2))의 

전체 노즐을 이용한다. 한편, 컬러 잉크의 각 노즐 열에 대해서는, 도 4의 '컬러 데이터가 수신될 때 사용되는 노즐'로

서 나타나는 노즐 즉, 모든 노즐을 이용한다. 이들 사용될 노즐은 흑색 잉크, 컬러 잉크 어느 경우에나 360 dpi의 밀도

배열과 동일한 128개의 도트가 형성될 수 있는 영역내에 배열되도록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흑

색 및 컬러 각각의 노즐 열의 노즐 배열 밀도면에서, 흑색 잉크용 노즐 열(100(Kl),101(K2))에서는 총 128개의 노즐

을 이용하는 반면, 각 컬러 잉크용 노즐 열에서는 각각 두개의 헤드에서 총 256개의 노즐을 이용한다.

상술한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2개의 흑색 잉크용 노즐 열과 컬러 잉크에 대한 2개의 노즐 열군 사이에 128개의 도트

에 해당하는 오프셋이 제공되고, 그에 따라 프린트 헤드의 주사동안 흑색 잉크용 노즐 열과 컬러 잉크용 노즐 열은 각

각 동일한 크기의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 메인 주사를 수행한다. 여기서, 메인 주사와 다음 메인 주사 사이에 128 도

트 길이에 상당하는 급지가 행해지고, 그에 따라 128 도트 폭의 주사 영역에 대한 프린트에 있어서, 흑색 잉크의 토출

과 컬러 잉크의 토출 사이에, 기본적으로 1 주사분의 시간 차가 제공된다.

상술된 프린트 헤드 구성 및 프린트 방법에 있어서, 흑색 잉크 도트와 컬러 잉크 도트가 혼재한다. 예를 들면, 회색과 

같은 색의 화상 등을 프린트하기 위해, 쌍방향 프린트(주행 방향 및 복귀 방향의 양 메인 주사에 의한 프린트)를 행하

면, 상술한 바와 같이, 128 도트 폭의 대역마다 특히 대역의 메인 주사 방향에 있어서 대역의 양단부에서 농도의 차이

, 즉, 불균일한 컬러가 나타날 수 있다.

도 5a 및 도 5b는 컬러 모드의 프린트를 쌍방향으로 행할 때의 농도의 차이의 발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여기서, 도 

5a에서는 흑색 잉크용 노즐 열과 컬러 잉크용 노즐 열과의 위치 관계가 도 3, 도 4에 도시된 것과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급지 방향을 기준이라고 하면 동일한 위치 관계임이 분명하다.

도 5a를 참조할 때, 1회째의 메인 주사(제1 주행 주사)에서, 128 도트 폭의 최상위 대역(제1 영역)에 대하여 흑색 잉

크용 노즐 열만이 대응하여, 흑색 잉크만의 토출이 행해진다. 다음으로, 상기 1회째의 메인 주사 후에, 128 도트 폭(1 

대역 폭)에 상당하는 급지가 행해져서, 복귀 방향으로의 2회째의 메인 주사가 행하여진다. 이 2회째의 메인 주사(제2 

복귀 주사)에서는, 상기 흑색 잉크가 토출된 최상위 대역(제1 영역)에 대하여 컬러 잉크용 노즐 열이 대응하여, 컬러 

잉크가 토출된다. 또한, 다음 대역(제2 영역)에 대해서는 흑색 잉크용 노즐 열이 대응하여, 흑색 잉크가 토출된다. 이 

경우, 최상위의 대역(제1 영역)에 있어서의 단부 영역 B는 프린트 헤드의 주사 방향이 전환하는 전후로 각각의 잉크

가 토출되는 영역이다. 한편, 단부 영역 A는 약 1왕복분의 시간 차를 가지며 각각의 잉크가 토출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쌍방향 프린트를 반복하는 경우, 특히 각 대역의 단부 부근에서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가 분사되는 시간이 크

게 다르게 된다. 도 5a에서, 각 대역의 단부 영역 A, C, 및 E는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의 분사 시간 차가 최대가 되는 

영역이며 한편, 단부 영역 B, D, F는 상기 시간 차가 최소가 되는 영역이다. 이들 단부 영역 이외에 대해서도, 그 위치

에 따른 시간 차를 갖고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가 분사된다. 이 경우,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 간의 분사 시간이 큰 영역

A, C, E 에서는 도 5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흑색 잉크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 컬러 잉크가 분사되어서, 농도가 높

은 회색이 프린트된다. 반대로,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가 분사되는 시간이 짧은 영역 B, D, F 에서는, 도 5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토출된 흑색 잉크가 아직 정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 침투성의 컬러 잉크가 그 위에 분사되고, 그에 

따라 초침투성의 컬러 잉크와 같이 흑색 잉크가 종이의 내부에 침투되어버려, 저농도의 회색이 프린트된다. 이와 같

이,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가 토출되는 시간 차에 따라, 대역 폭 단위로 특히 대역 내의 단부에서 '짙은', '엷은'의 농도 

차가 교대로 반복된다.

도 6은 본 실시예의 잉크젯 프린터에서, 화상 데이터로서의 회색의 계조 치인 입력 레벨에 기초하여 프린트한 경우의

흑색 잉크 도트와 컬러 잉크 도트 각각의 토출율(듀티)을 나타낸 그래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192/255의 입력 레벨까지의 계조치 영역에서는, 프로세스흑색 즉, C, M, Y 잉크 도트의 혼합만으

로 회색이 표현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저농도 영역에 존재하는 고농도 안료계 잉크인 흑색 잉크 도트에 의

해 발생되는 프린트 화상의 입상감(granularity)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초 침투성의 컬러 잉크만으로 회색이 프린트

되기 때문에, 균일한 화상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입력 레벨이 192/255 이상인 계조값 영역에서는, 컬러 잉크 

외에 저침투성의 흑색 잉크가 분사되기 때문에, 상술된 바와 같이, 토출 시간차에 의한 농도 얼룩이 생기기 쉽게 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프린트하여야 할 화상에 있어서의 128 도트 상당 폭의 주사 영역(1 대역)마다,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의 도출량을 판별하고, 도출량이 상술한 시간 차에 의한 농도 얼룩이 현저할 정도인 경우, 쌍방향 프린트에

서 단방향 프린트로 전환하여 프린트를 행하고, 이에 따라 특히 한 대역 내의 양단부에서의 흑백과 컬러사이의 토출 

시간차를 실질적으로 균일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하, 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설명한다.

도트 카운트 처리

도 7은 도 5a에 나타낸 128 도트 상당 폭의 주사 영역 즉, 1 대역에서의 잉크 도출량을 관리하는 처리를 나타내는 흐

름도이다.

우선, 단계 S61에서, 호스트 장치로부터 수신된 화상 데이터에서 상술한 대역에 상당하는 데이터가 소정 크기의 영역

들로 분할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 영역 사이즈를 128 도트(화소) ×320 도트(화소)로 한다. 도 5a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이 영역은, 대역에 대하여 그 폭 방향으로는 분할을 행하지 않고 메인 주사 방향으로 분할을 행하는 방식으로 형성

된다. 구체적으로는, A 사이즈에서, 9개의 균등 부분으로 분할되는 사이즈는 320 도트에 상당한다. 물론, 분할되는 사

이즈는 이 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후술되는 바와 같이, 단방향 프린트로 전환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장치의 사양 

등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따라서, 그 판단을 위한 영역의 사이즈도 위 상치의 사양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다음으로, 단계 S62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분할된 각 영역, 즉 각 '분할 영역'에 대하여, 분할 영역 각각에 대해 형성

될(도트되는) 도트의 수가 흑색 잉크 및 컬러 잉크 각각에 대하여 별개로 카운트된다. 이후, 이 카운트된 영역 각각에 

대한 도트 수 정보에 기초하여 처리가 행해지게 된다.

영역 수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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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얻은 정보를, 각 영역(각 분할 영역)에 대해 조사되고, 흑색 잉크 및 컬러 잉크 모두에 대해, 후술되

는 소정의 도트 수를 넘는 영역의 수를 판별한다. 소정 도트 수를 넘은 영역의 수가 소정값 이상일 때는 단방향 프린

트를 행하고, 소정값 이하일 때는 쌍방향 프린트를 행한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의 임계값은 1로 하는데, 그 이유는 본 실시예에서 비교적 이 영역의 사이즈를 크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흑색 잉크 및 컬러 잉크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소정 도트 수를 넘은 한 영역이 있기만 하면, 단방향 

프린트를 행한다. 여기서, 이 영역 수의 임계치는, 각 대역마다 프린트 데이터가 분할되는 각 영역의 사이즈와 관련된

다. 이러한 임계 수로서, 가령 시간 차에 따른 상술한 농도 얼룩이 시각적으로 인지되기 시작할 영역 수가 선택될 수 

있다. 이는, 임계 수가 각 대역마다 프린트 데이터가 분할되는 각 영역의 사이즈와 관련되기 때문에, 임계 수로서 프린

트 장치에 대한 고유한 값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영역마다의 도트 수의 임계값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도 6에 도시된 회색 프린트의 각 계조값에 있어서의 

토출율로부터, 토출율이 흑색 잉크에 대해서는 10％ 이상, 컬러 잉크에 대해서는 80％ 이상인 영역에서, 상술한 토출

시간차에 의한 농도 얼룩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영역에서의 도트 수의 임계값은, 흑색 잉크 도트에 

대해 128 ×320 ×10％ = 4096 도트, 컬러 잉크 도트에 대해 128 ×320 ×2 ×80％ = 65536 도트가 된다. 컬러 잉크

도트에 대하여 2배(×2)의 처리를 행하는 이유는, 컬러 잉크 헤드의 노즐의 배열 밀도가 흑색 잉크의 2배이고, 이에 

따라 상술한 도트 카운트에서의 1 도트는 2적(drop)의 잉크 토출에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술한 처리는 이것

을 임계값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다. 즉, 각 영역마다의 도트 카운트가, 각 잉크의 토출 데이터에 대하여 행하

기 위해서, 이러한 처리를 행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토출 시간 차는 대역에서의 위치에 따라 변동한다. 즉, 토출 시간 차기 대역의 한쪽 단부에서 최대

가 되고 다른쪽 단부에서 최소가 된다는 사실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토출 시간 차는 대역 내의 위치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는 도트 수를 판별하기 위한 영역의 분할 또는 상술한 도트 수의 임계값에 관해, 당해 영역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상술한 판단의 처리나 이것에 기초하는 제어를 보다 간

단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도 8a 및 도 8b는 상술의 영역 수 판별에 관한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8a는 영역 수의 판별을 행하여야 하는가를 판정하는 처리를 나타낸다. 본 처리에서는, 수신된 화상 데이터가 모노

크롬 데이터이면(S702), 컬러 얼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의 쌍방향 프린트를 행한다(S704). 한편, 컬

러 모드라고 판단했을 때는(S702), 영역 수 판별 처리를 행한다(S703).

도 8b는 영역 수 판별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이 처리는, 각 대역마다 행해지는 것이다. 도 5a에 도시한 바와 같

이, 프린트 헤드에 의한 1회의 주사에서는, 2 대역에 대하여 프린트가 행해진다. 이 처리에서, 2 대역 중 한 대역(이미

흑색 잉크가 토출되어 있는 대역)에 대해서는 이미 본 처리가 행해져 즉, 쌍방향 프린트를 행하여야 하는가 단방향 프

린트를 행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결정이 행해졌어야만 한다. 상술한 대역에 대해서는, 컬러 잉크 프린트에 대한 주사가

행해질 때, 상기한 결정에 따라 주사가 행해진다.

본 처리에서는, 먼저 단계 S705에서, 도 7에 나타낸 도트 카운트 처리가 수행되고, 다음으로 단계 S706에서 흑색 잉

크 및 컬러 잉크가 각각 임계값인 소정 도트 수를 넘은 영역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영역이 없다고 판단

했을 때는, 단계 S710에서 쌍방향 프린트를 행하고, 다음의 대역 처리로 이행한다.

단계 S706에서, 소정 도트 수를 넘은 영역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단계 S707에서 그 영역 수를 카운트하고, 그

영역 수가 소정 수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S708). 영역 수가 소정 수 이상일 때는, 단계 S709에서 단방향 프린트가 수

행되고, 소정 수 이하일 때는, 단계 S710에서 쌍방향 프린트를 수행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단계 S708의 판단 기준인 영역 수의 임계값이 1이고, 따라서 단계 S706의 판단

에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영역이 존재하면, 단계 S707 및 S708에서의 영역 수 카운트 처리를 생략할 수 있고, 단계 S

710의 쌍방향 프린트 설정으로 이행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르면, 프린트 헤드의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및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양자

에 의해 프린트 매체에 대하여 프린트를 행하는 쌍방향 프린트 모드와, 프린트 헤드의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또

는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중 하나에 의해서만 프린트 매체에 대하여 프린트를 행하는 단방향 프린트 모드를 선

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록 속도의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흑색 및 컬러 잉크 간의 분사 시간 차에 의한 농도 얼룩을 

억제할 수 있다.

제2 실시예

상술한 제1 실시예에서는,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의 각각의 도트 수가 소정 수를 넘는 영역이 소정 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흑색 잉크와 컬러 잉크의 도출 시간 차에 의한 농도 얼룩은 단방향 프린트에 의해 억제되었다. 그러나, 단방

향 프린트 자체가 쌍방향 프린트에 비교하여 프린트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본 실시예에서는, 화상 데이터에 따라 프린트 헤드의 주사 범위를 전체 용지 폭보다 작은 범위 즉, 프린트되어야 할 

화상이 존재하는 범위로 한정하는 주사 제어를 행하는 프린터에서, 소정 영역에서 먼저 흑색 잉크가 토출되고 나서 

컬러 잉크가 토출되기까지의 시간 차가 취득된다. 또한,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영역에서 흑색 및 컬러 둘 

다에 대한 각각의 도트 수가 각각의 소정 도트 수를 넘는 영역이 존재하는가를 판정하고, 이러한 해당 판정에 의해 소

정 도트 수를 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판정되고, 또한 상기 획득한 시간 차가 소정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쌍방향 프린

트로부터 단방향 프린트로 전환하는 제어를 행한다.

도 9a 및 도 9b는 프린트 용지에 흑색 및 컬러 잉크의 분산 시간 차를 바꾸면서 프린트한 경우의 프린트 결과를 도시

하는 모식도이다. 여기에서, 도 9a는 각 대역의 좌우 각각의 단부에서의 시간 차에 의한 농도 얼룩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도출량으로 기록을 행한 경우를 나타내고, 도 9b는 좌단부와 그곳에서 2인치 떨어진 중앙부상에 유사한 패턴을 

프린트한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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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에 도시된 예에서, 쌍방향으로 프린트한 경우, 이러한 위치에서 상기 시간 차가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좌단

부에서 보면 선두에서 '짙은 - 엷은'의 순서로 대역 형상의 농도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단방향 프린트가 행해진다. 한

편, 도 9b에 도시된 예에서는, 쌍방향 프린트를 행하여도, 좌단부와 그곳에서 2인치 떨어진 중앙부 사이에서만 주사가

행해져서 더 짧은 주사 폭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상기 시간 차가 비교적 작게 되어, 정확히 말해서는 대역 형상의 농

도 얼룩이 존재하고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정 도트 수를 넘은 영역이 존

재하고 있더라도, 단방향 프린트로의 전환은 행해지지 않고, 쌍방향 프린트를 계속하도록 제어된다.

도 10a 및 도 10b는 상술한 제2 실시예에 따른 시간 차 판별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0a는 도 8a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처리를 나타낸다. 단계 S902에서, 화상 데이터가 컬러 데이터라고 판단되었을 

때, 처리는 시간 차 판별 처리 단계 S903으로 진행한다.

도 10b는 이러한 시간 차 판별 처리를 나타낸다. 도 8b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단계 S905에서 도트 카운트 처리를 행

하고, 단계 S906에서 소정 도트 수를 넘은 영역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계

S907에서, 도트 수가 소정 도트 수를 넘은 영역 중에서 프린트 헤드의 주사 개시측에 가장 가까운 영역의 위치 정보 

Aria(X)가 취득된다. 또한, 다음 단계 S908에서는, 그 대역에서 프린트되는 화상 위치에 있어서, 프린트 개시 위치와 

그로부터 가장 먼 위치사이의 거리인 전체 주사 폭을 취득한다. 단계 S909에서, 이 전체 주사 폭과 단계 S907에서 취

득한 위치 정보 Aria(X)를 산출하고, 프린트 헤드의 주사 속도에 기초하여 도 9에서 설명된 토출 시간 차 Δt를 산출

한다. 그리고, 단계 S910에서는, 사전에 설정된 농도 얼룩이 허용되는 시간 차 Td와 상기 산출된 시간 차 Δt를 비교

한다. 산출한 시간 차 Δt가 Td보다 작을 때는 쌍방향 프린트를 행하고, 산출된 시간 차 Δt가 Td보다 클 때는 단방향

프린트를 행한다.

제1 실시예에서는 도 8(b)에 나타낸 처리가 1 대역마다 행해지는 반면에, 도 10b에 도시된 본 실시예에서는 이 처리

가 적어도 2 대역마다 행해진다. 즉, 주사 폭이 각 대역에서의 화상 데이터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흑색 잉크 및 

컬러 잉크마다 1회의 주사로 전체 2 대역의 프린트를 행할 때, 보다 큰 주사 폭에 대한 주사가 요구된다. 이 경우에, 

상술된 보다 큰 주사 폭에 대하여 상기 단계 S908의 처리를 행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화상 데이터에 따라 프린트 헤드의 주사 범위를 용지 폭 전체보다 작은 특정 범위로 제한하는 경

우에는, 선행하여 행해지는 흑색 잉크의 분사에서의 최대 시간 차와, 후속해서 행해지는 컬러 잉크의 분사에서의 최대

시간 차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시간 차를 판별하여 판별한 시간 차가 소정 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단방향 프린트를

행함으로써, 가능한 단방향 프린트를 적게 하고, 도출 시간 차에 의한 농도 얼룩을 저감시키면서 프린트의 고속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간단히 수신한 기록 데이터의 용지 폭 사이즈를 식별하여, 이 용지 폭 사이즈를 상기 주사 폭 정

보로서 이용함으로써, 이것에 따라서 쌍방향 프린트와 단방향 프린트 사이의 전환을 행할 수 있다.

상술한 두 실시예에서는, 각 대역에 대하여 흑색 잉크가 먼저 토출되고, 그 후 컬러 잉크가 토출되는 경우에 대해 설

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잉크의 토출 순서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각 대역에 대하여 컬러 잉크가 먼저 

토출되고, 그 후 흑색 잉크가 토출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대역들 사이에 교대로 생기는 농도 얼룩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역 영역 내에서 생기는 상기 시간 차

에 의한 농도 얼룩도 해소한다. 즉, 상술된 바와 같이 하나의 대역의 한쪽 단부의 농도가 높고, 다른 쪽 단부의 농도가 

낮은 하나의 대역 내의 농도 얼룩 또한 단방향 프린트로 프린팅을 전환하는 것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발명의 적용은 상술된 두 실시예에서 설명한 소위 세로 배열 헤드에 한하지 않고, 흑색 잉크 헤드와 컬러 잉크 헤

드가 주사 방향으로 배열된 프린트 헤드 구성을 이용하여, 예컨대 사전 주사에서 흑색 잉크를 토출하고, (급지를 하지

않고서) 복귀 주사에서 컬러 잉크를 토출하는 것과 같은 쌍방향 주사로 프린트를 행하는 방식에서도 발생하는 시간 

차에 의한 농도 얼룩을 저감할 수 있다.

제3 실시예

상기 제1 실시예 및 제2 실시예에서는, 각 노즐 열의 사용 노즐 폭에 해당하는 1 대역 폭(1 주사 영역 폭)을 메인 주사

방향을 따라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각 영역마다 상기 판정이 행해진다. 즉, 1 대역 내의 전 영역에 대해 상기 판

정이 행해진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흑색 및 컬러의 토출 시간 차에 의한 농도 얼룩이 눈에 띄기 쉬운 영역은 대

역 내의 양단부이고, 그 중앙 부분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본 실시예 3에서는, 전 영역에 대한 판정은 행하지 않고, 양단 부분에 대해서만 판정을 행한다. 또한, 다른 구

성들은 실시예 1 및 2의 구성과 동일하다. 이러한 구성으로, 상기 판정 처리가 양단부에 대해서만 행해지기 때문에, 

상술한 판정에 요구되는 시간은 전 영역이 판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단축될 수 있다.

제4 실시예

상기 제1 실시예 내지 제3 실시예에서는, 각 노즐 열의 사용 노즐 폭에 해당하는 1 대역 폭(1 주사 영역 폭)을 메인 주

사 방향을 따라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 영역에 대한 도트 수를 판정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제4 실시예에서는, 1 대역 폭을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하지 않고서, 1 대역 전체에 대한 도트 수를 판정하는 구성이

행해진다.

이러한 구성에 따르면, 흑색 및 컬러의 인쇄 듀티(printing duties)는 높지만, 동일한 위치에 분사되는 그들의 도출량

이 적은 경우 즉, 흑색과 컬러의 분사 시간 차에 의한 농도 얼룩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단방향 프린트가

수행된다. 따라서, 상기 제1 실시예 내지 제3 실시예에 비교하여 기록 시간은 길어지기 쉽지만, 항상 단방향 프린트를

행하는 경우보다는 기록 시간의 단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단방향 프린트를 행하는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기

농도 얼룩을 경감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제5 실시예

흑색 및 컬러의 분사 시간 차에 의한 농도 얼룩의 정도는 프린트 매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즉, 어떤 매체는 농도 얼

룩이 비교적 눈에 띄기 쉬운 특성을 갖고, 다른 매체는 농도 얼룩이 비교적 눈에 띄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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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제5 실시예에서는, 흑색 및 컬러의 각각의 도트 수가 소정값을 넘는가 아닌가를 판정할 때에 사용되는 '소

정' 값 즉, 단방향 프린트가 사용되어야만 하는지 혹은 쌍방향 프린트가 사용되어야만 하는지를 결정하는 '임계값'을, 

프린트 매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한다. 즉, 도 8b의 단계 S706과 도 10b의 단계 S906에서의 판정 처리에 이용되는

'소정 도트 수'의 값을, 프린트 매체의 종류에 대응하여 준비한다. 구체적으로는, 농도 얼룩이 비교적 눈에 띄기 쉬운 

특성을 갖는 매체(제1 프린트 매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임계값(제1 임계값)을 대응하는 한편, 농도 얼룩이 비교

적 눈에 띄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 매체(제2 프린트 매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임계값(제2 임계값)을 대응한다. 제

1 프린트 매체가 선택되는 경우에는, 상술된 제1 임계값을 이용하여 도트 판정 처리를 행하고, 제2 프린트 매체가 선

택된 경우에는 상기 제2 임계값을 이용하여 도트 판정 처리를 행한다.

이러한 구성에 따르면, 프린트가 단방향 프린트에 의해서 혹은 쌍방향 프린트에 의해서 수행되어야만 하는지를 결정

하는 '임계값'을 프린트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최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농도 얼룩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매체의 경우

에는 단방향 프린트로 전환하는 확률이 감소함에 따라, 기록 속도의 저하를 보다 억제하면서 농도 얼룩의 발생을 억

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6 실시예

본 발명은, 도 7, 도 8, 및 도 10에 도시된 각 처리를 잉크젯 기록 장치측에서 행하는 형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안으로서, 도 7, 도 8, 및 도 10에 도시된 처리를 잉크젯 기록 장치와 연결된 호스트 컴퓨터 측에서 행하는 구성을 

채택할 수 있다. 즉, 상술한 도트 수 판정 처리와 시간 차 판별 처리를 잉크젯 기록 장치를 제어하는 프린터 드라이버

가 설치된 호스트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구성들도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실시예의 기능을 실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드를 기록한 기억 매체를, 시스템 혹은 

장치에 공급하여, 그 시스템 혹은 장치의 컴퓨터 (또는 CPU나 MPU)가 기억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를 판독 실

행함으로써도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억 매체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 코드 자체가 상술한 실시예의 기능을 실현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 코

드를 기억한 기억 매체는 본 발명을 구성한다. 또한, 프로그램 자체도 본 발명을 구성한다.

프로그램 코드를 공급하기 위한 기억 매체로서는,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광 디스크, 광 자기 디스크, CD-ROM, 

CD-R, 자기 테이프, 불휘발성 메모리 카 드, ROM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가 판독한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상술한 실시예의 기능이 실현되는 경우와, 상기 프

로그램 코드의 명령에 기초하여, 컴퓨터 상에서 동작하고 있는 0S(operating system) 등이 실제 처리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수행하고, 이러한 처리에 의해서 상술한 실시예의 기능이 실현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기억 매체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 코드가, 기능 확장 보드나 컴퓨터에 접속된 기능 확장 유닛에 구비

된 메모리에 기입된 후, 그 프로그램 코드의 명령에 기초하여, 기능 확장 보드나 기능 확장 유닛에 제공된 CPU 등이 

실제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고, 이러한 처리에 의해서 상술한 실시예의 기능이 실현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을 상기 기억 매체에 적용하는 경우, 그 기억 매체에는, 예를 들면, 도 7, 도 8, 및 도 10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된 내용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다른 종류의 잉크가 토출되는 소정 영역에 대하여,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의 토출량이 각각의 소정량을 넘는 경우, 그 소정 영역에 대한 프린트는 쌍방향 프린트 모드(주행 주사 또는 복귀

주사 모두에 의한 프린트) 대신에, 단방향 프린트 모드(주행 주사 또는 복귀 주사 중의 하나에 의한 프린트)로 행해진

다. 이에 따라, 상기 서로 다른 종류의 잉크에 대하여, 상술된 소정량 이상의 잉크 분사량을 사용하여 프린트하는 것이

쌍방향의 주사로 행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쌍방향 프린트의 경우에 생기는 토출 시간 차에 의한 색 얼룩

(농도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

그 결과, 프린트 헤드의 쌍방향 주사에 기인한 농도 얼룩, 특히 한 대역 내의 메인 주사 방향으로의 양단부 사이에서의

농도 얼룩을, 전체 프린트 속도를 저하시키지않고서도 제거하여, 고화질의 프린트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은 현재 바람직한 실시예로 여겨진 것에 관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이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본 발명은 첨부되는 청구항의 사상 및 범위 내에 포함되는 다양한 

변형과 대등한 구성을 포함하는 것을 의도한다.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범위는 가장 넓은 해석에 따라 모든 변경 및 

대등한 구조와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프린트 헤드의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main scan)와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모두에 의해 프린트 매체에 대하여 프린트를 행하는 쌍방향 프린트 모드로 프린트할 수 있고, 상기 프린트 

헤드의 상기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또는 상기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중 하나에 의해 프린트 매체에 대하여 

프린트를 행하는 단방향 프린트 모드로 프린트할 수 있는 잉크젯 프린트 장치에 있어서,

상기 프린트 매체 상의 소정의 영역에 대응하는 프린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에 대하여 

상기 소정의 영역에 분사되는(imparted) 각각의 잉크량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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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취득 수단에 의해 취득된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의 분사량이 상기 각각의 잉

크에 대응하여 미리 정해진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

을 포함하고,

(a) 상기 판정 수단이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의 분사량 전부가 상기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한다고 판정하

면, 상기 소정의 영역에 대한 프린트가 상기 단방향 프린트 모드로 수행되고,

(b) 상기 판정 수단이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의 분사량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소정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고 판정하면, 상기 소정의 영역에 대한 프린트가 상기 쌍방향 프린트 모드로 수행되는 잉크젯 프린트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수단이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의 분사량 전부가 상기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한다고 판정하면, 상기 

소정의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주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취득하는 시간 취득 수단

을 더 포함하고,

상기 시간 취득 수단에 의해 취득된 시간이 소정의 시간 이상이면, 상기 소정의 영역에 대한 프린트는 상기 단방향 프

린트 모드로 수행되는 잉크젯 프린트 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영역은, 상기 프린트 헤드의 흑색 및 컬러의 노즐 열의 1회의 주사에 의해서 프린트가 수행될 수 있는 영

역을 메인 주사 방향을 따라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얻은 분할 영역들 중 하나이고,

상기 판정 수단은,

상기 복수의 분할 영역 중 적어도 하나의 분할 영역에 대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분사량 전부가 상기 각

각의 소정량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도트 수 판정 수단; 및

상기 각각의 분사량이 상기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한다고 판정된 상기 영역의 수가 소정의 수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영역 수 판정 수단

을 포함하며,

상기 영역 수 판정 수단이, 상기 영역 수가 상기 소정의 수를 초과한다고 판정하면, 상기 소정의 영역에 대한 프린트가

상기 단방향 프린트 모드로 수행되는 잉크젯 프린트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는 흑색 잉크와 상기 흑색 잉크 이외의 컬러 잉크인 잉크젯 프린트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프린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프린트 데이터가 모노크롬(monochrome) 프린트 데이터인지 또는 컬러 프린트 데이

터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모노크롬/컬러 판정 수단

을 더 포함하고,

상기 프린트 데이터가 모노크롬 프린트 데이터이면, 상기 도트 수 판정 수단에 의한 각각의 분할 영역에 대한 분사량 

판정 및 상기 영역 수 판정 수단에 의한 영역 수 판정을 스킵(skip)하는 잉크젯 프린트 장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도트 수 판정 수단은 상기 복수의 분할 영역 중 양단부에 위치하는 분할 영역에 대해서만 판정을 행하는 잉크젯 

프린트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수단에 의한 판정에서 이용되는 상기 소정량은, 사용될 프린트 매체의 종류에 따라 변경되는 잉크젯 프린

트 장치.

청구항 8.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프린트 헤드의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와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모두에 의해 프린트 매체에 대하여 프린트를 행하는 쌍방향 프린트 모드와, 상기 프린트 헤드의 상기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또는 상기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중의 하나에 의해 상기 프린트 매체에 대하여 프린트를 행하는 단방

향 프린트 모드 중의 한 모드로 프린트를 행하는 잉크젯 프린트 방법에 있어서,

상기 프린트 매체 상의 소정의 영역에 대응하는 프린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에 대하여 

상기 소정의 영역에 분사되는 각각의 잉크량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 및

상기 취득 단계에서 취득된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의 분사량 각각이 상기 각각의 잉크

에 대응하여 미리 정해진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판정 단계는,

(a)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의 분사량 전부가 상기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한다고 판정되면, 상기 소정의 영

역에 대한 프린트가 상기 단방향 프린트 모드로 수행되고,

(b)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의 분사량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소정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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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영역에 대한 프린트가 상기 쌍방향 프린트 모드로 수행되는 잉크젯 프린트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단계에서,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분사량 전부가 상기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한다고 판정되면, 상기 

소정의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주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취득하는 시간 취득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시간 취득 단계에서 취득된 시간이 소정의 시간 이상이면, 상기 소정의 영역에 대한 프린트는 상기 단방향 프린

트 모드로 수행되는 잉크젯 프린트 방법.

청구항 10.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영역은, 상기 프린트 헤드의 흑색 및 컬러의 노즐 열의 1회의 주사에 의해서 프린트가 수행될 수 있는 상

기 영역을 상기 메인 주사 방향을 따라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얻은 분할 영역들 중 하나이고,

상기 판정 단계는,

상기 복수의 분할 영역 중 적어도 하나의 분할 영역에 대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분사량 전부가 각각의 

상기 소정량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도트 수 판정 단계; 및

상기 각각의 분사량이 각각의 상기 소정량을 초과한다고 판정된 영역의 수가 상기 소정의 수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영역 수 판정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영역 수 판정 단계에서 상기 영역 수가 상기 소정의 수를 초과한다고 판정되면, 상기 소정의 영역에 대한 프린트

가 상기 단방향 프린트 모드로 수행되는 잉크젯 프린트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는 흑색 잉크와 상기 흑색 잉크 이외의 컬러 잉크인 잉크젯 프린트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프린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프린트 데이터가 모노크롬 프린트 데이터인지 또는 컬러 프린트 데이터인지를 판정

하는 모노크롬/컬러 판정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프린트 데이터가 모노크롬 프린트 데이터이면, 상기 도트 수 판정 단계에 의한 각각의 분할 영역에 대한 분사량 

판정 및 영역 수 판정 단계에 의한 영역 수 판정을 스킵하는 잉크젯 프린트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도트 수 판정 단계는, 상기 복수의 분할 영역 중 양단부에 위치하는 분할 영역에 대해서만 판정을 행하는 잉크젯

프린트 방법.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단계에 의한 판정에서 이용되는 상기 소정량은, 사용될 프린트 매체의 종류에 따라 변경되는 잉크젯 프린

트 방법.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프린트 헤드를 이용하여 프린트 매체에 프린트를 행하는 잉크젯 프린트 장

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 매체에 있어서,

상기 제어 프로그램은,

상기 프린트 매체 상의 소정 영역에 대응하는 프린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에 대하여 상

기 소정 영역에 분사되는 각각의 잉크량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 단계; 및

상기 취득 단계에서 취득한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의 분사량 각각이 상기 각각의 잉크

에 대응하여 미리 정해진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판정 단계는,

(a)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의 분사량 전부가 상기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한다고 판정되면, 상기 프린트 헤

드의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또는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중의 하나에 의해 프린트를 행하는 단방향 프린트 

모드를 선택하고,

(b)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의 분사량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소정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상기

프린트 헤드의 상기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및 상기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모두에 의해 프린트를 행하는 쌍

방향 프린트 모드를 선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 매체.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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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프린트 헤드의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와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모두에 의해 프린트 매체에 대하여 프린트를 행하는 쌍방향 프린트 모드와, 상기 프린트 헤드의 상기 주행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또는 상기 복귀 방향으로의 메인 주사 중의 하나에 의해 상기 프린트 매체에 대하여 프린트를 행하는 단방

향 프린트 모드 중의 한 모드에 의해 프린트를 행하는 잉크젯 프린트 방법에 있어서,

상기 프린트 매체 상의 소정 영역에 대응하는 프린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에 대하여 상

기 소정 영역에 분사되는 각각의 잉크량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 단계;

상기 취득 단계에서 취득한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의 분사량이 상기 각각의 잉크

에 대응하여 미리 정해진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단계; 및

상기 판정 단계에서, 상기 복수의 다른 종류의 잉크 각각의 분사량 전부가 상기 각각의 소정량을 초과한다고 판정되

면, 사용되는 프린트 모드를 상기 쌍방향 프린트 모드로부터 상기 단방향 프린트 모드로 전환하는 전환 단계

를 포함하는 잉크젯 프린트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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