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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DSC)와 PD 인쇄 장치가 USB를 통해 직접 접속하고, 이미지 데이터가 DSC로부터 PD 인쇄 장치로부터 송

신되어 인쇄되는 인쇄 시스템에 있어서, PD 인쇄 장치의 캐퍼빌리티(Capability)는 PD 인쇄 장치로부터 DSC로 PD 인쇄

장치와 DSC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NCDP)에 의해 확립되는 통신 순서 후에 송신된다. PD 인쇄 장치는 송신된 캐퍼빌리

티에 기초하여 DSC에 의해 설정된 인쇄 조건에 따라 인쇄 동작을 실행하도록 한다.

대표도

도 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상 공급 장치와 인쇄 장치가 서로 직접 통신하고, 상기 화상 공급 장치로부터 상기 인쇄 장치로 화상 데이터를 송신하고

인쇄하는 인쇄 시스템으로서,

상기 인쇄 장치와 상기 화상 공급 장치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통신 순서의 확립 후, 상기 인쇄 장치에서 상기 화상

공급 장치로 상기 인쇄 장치의 기능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수단;

상기 인쇄 장치의 인쇄 조건을 수신하는 수신 수단 - 상기 인쇄 조건은 상기 송신 수단에 의해 송신된 기능 정보에 기초하

여 상기 화상 공급 장치에서 설정됨 - ;

상기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인쇄 조건에 포함된 화상 지정 데이터에 따라 상기 인쇄 장치로부터 상기 화상 공급 장

치에 대하여 화상 데이터를 요청하는 요청 수단; 및

상기 요청 수단에 의한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화상 공급 장치로부터 송신되는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인쇄 장치에

인쇄 동작을 실행시키는 수단

을 포함하는 인쇄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범용 인터페이스에서 상기 인쇄 장치와 상기 화상 공급 장치를 각각 호스트와 슬레이브로서 설정하는 인쇄 시스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공급 장치는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하고, 상기 인쇄 장치는 컬러

인쇄 장치를 포함하는 인쇄 시스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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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 장치는 상기 기능 정보에 기초하여 인쇄를 실행하는 제1 인쇄 모드와, 상기 통신 확립 후에 상기 송신 수단에 의

한 기능 정보의 교환을 행하지 않고 인쇄 동작을 실행하는 제2 인쇄 모드를 포함하고,

상기 인쇄 장치는 상기 제1 및 제2 인쇄 모드에서 선택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인쇄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인쇄 모드와 상기 제2 인쇄 모드는 상기 송신 수단에 의해 기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설정되는 인쇄

시스템.

청구항 8.

화상 공급 장치와 인쇄 장치가 서로 직접 통신하고, 상기 화상 공급 장치로부터 상기 인쇄 장치로 화상 데이터를 송신하고

인쇄하는 인쇄 시스템 제어 방법으로서,

상기 인쇄 장치와 상기 화상 공급 장치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통신 순서의 확립 후, 상기 인쇄 장치에서 상기 화상

공급 장치로 상기 인쇄 장치의 기능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단계;

상기 인쇄 장치의 인쇄 조건을 수신하는 수신 단계 - 상기 인쇄 조건은 상기 송신 단계에서 송신된 기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화상 공급 장치에서 설정됨 - ;

상기 수신 단계에서 수신된 인쇄 조건에 포함된 화상 지정 데이터에 따라 상기 인쇄 장치로부터 상기 화상 공급 장치에 대

하여 화상 데이터를 요청하는 요청 단계; 및

상기 요청 단계에서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화상 공급 장치로부터 송신되는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인쇄 장치에 인

쇄 동작을 실행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쇄 시스템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범용 인터페이스에서 상기 인쇄 장치와 상기 화상 공급 장치를 각각 호스트와 슬레이브로서 설정하는 인쇄 시스템 제

어 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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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 장치는 상기 기능 정보에 기초하여 인쇄 동작을 실행하는 제1 인쇄 모드와, 상기 통신의 확립 후에 상기 송신 단

계에서 기능 정보의 교환을 행하지 않고 인쇄 동작을 실행하는 제2 인쇄 모드를 포함하고,

상기 인쇄 장치는 상기 제1 및 제2 인쇄 모드에서 선택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인쇄 시스템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인쇄 모드와 상기 제2 인쇄 모드는 상기 송신 단계에서 기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설정되는 인쇄 시

스템 제어 방법.

청구항 13.

화상 공급 장치와 직접 통신하고, 상기 화상 공급 장치로부터 화상 데이터를 수신하고 인쇄하는 포토다이렉트(photo-

direct) 인쇄 장치로서,

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 확립 후, 상기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가 갖고 있는 기능 정보를 상기 화상 공급 장치에 송신하는

송신 수단;

상기 송신 수단에 의해 송신된 기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화상 공급 장치에서 설정된 인쇄 조건을 상기 화상 공급 장치로

부터 수신하는 수신 수단;

상기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인쇄 조건에 포함된 화상 지정 데이터에 따라 상기 화상 공급 장치에 대하여 화상 데이

터를 요청하는 요청 수단; 및

상기 요청 수단에 의한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화상 공급 장치로부터 송신되는 화상 데이터에 따라서 화상을 인쇄하는 인쇄

수단

을 포함하는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또는 제2 모드는 상기 통신 확립시에 상기 화상 공급 장치와 상기 인쇄 장치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선택되는 인쇄 시스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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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또는 제2 모드는 상기 통신 확립시에 상기 화상 공급 장치와 상기 인쇄 장치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선택되는 인쇄 시스템 제어 방법.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는 범용 인터페이스에서 호스트 장치 및 슬레이브 장치로서 설정되는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

치.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공급 장치는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하고, 상기 인쇄 장치는 컬러 프린터를 포함하는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 장치는 상기 기능 정보에 기초하여 인쇄를 실행하는 제1 인쇄 모드와, 상기 통신 확립 후에 상기 송신 수단에 의

한 기능 정보의 교환을 행하지 않고 인쇄 동작을 실행하는 제2 인쇄 모드를 포함하고,

상기 인쇄 장치는 상기 제1 및 제2 인쇄 모드에서 선택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또는 제2 모드는 상기 통신 확립시에 상기 화상 공급 장치와 상기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

보에 기초하여 선택되는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인쇄 모드와 상기 제2 인쇄 모드는 상기 송신 수단에 의해 기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설정되는 포토

다이렉트 인쇄 장치.

청구항 23.

화상 공급 장치와 직접 통신하고, 상기 화상 공급 장치로부터 화상 데이터를 수신하고 인쇄하는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

제어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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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 확립 후, 상기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가 갖고 있는 기능 정보를 화상 공급 장치에 송신하는 송신

단계;

상기 송신 단계에서 송신된 기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화상 공급 장치에서 설정된 인쇄 조건을 상기 화상 공급 장치로부

터 수신하는 수신 단계;

상기 수신 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인쇄 조건에 포함된 화상 지정 데이터에 따라 상기 화상 공급 장치에 대하여 화상 데이터

를 요청하는 요청 단계; 및

상기 요청 단계에서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화상 공급 장치로부터 송신되는 화상 데이터에 따라서 화상을 인쇄하는 인쇄

단계

를 포함하는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 제어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는 범용 인터페이스에서 호스트 장치 및 슬레이브 장치로서 설정되는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

치 제어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공급 장치는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하고, 상기 인쇄 장치는 컬러 프린터를 포함하는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 제

어 방법.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는 상기 기능 정보에 기초하여 인쇄를 실행하는 제1 인쇄 모드와, 상기 통신 확립 후에 상기

송신 수단에 의한 기능 정보의 교환을 행하지 않고 인쇄 동작을 실행하는 제2 인쇄 모드를 포함하고,

상기 인쇄 장치는 상기 제1 및 제2 인쇄 모드에서 선택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 제어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또는 제2 모드는 상기 통신 확립시에 상기 화상 공급 장치와 상기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

보에 기초하여 선택되는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 제어 방법.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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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인쇄 모드와 상기 제2 인쇄 모드는 상기 송신 단계에서 기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설정되는 포토다

이렉트 인쇄 장치 제어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카메라 등의 화상 공급 장치와 인쇄 장치를 갖는 인쇄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과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

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간단한 조작으로 화상을 촬영하여 디지털 화상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촬상 장치), 소위 디지털 카메

라가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카메라로 촬영한 화상을 인쇄하여 사진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일단 그 촬영된

디지털 화상 데이터를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PC(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PC에서 화상 처리를 행한 후, 그 PC로부터 컬러

인쇄에 출력하여 인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PC를 통하지 않고, 직접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컬러 인쇄에 디지털 화상 데이터를 전송하여 인쇄할

수 있는 컬러 인쇄 시스템이나, 디지털 카메라에 탑재되어, 촬상한 화상을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 카드를 직접 컬러 인쇄에

장착하고, 그 메모리 카드에 기억되어 있는 촬영된 화상을 인쇄할 수 있는, 소위 포토다이렉트(PD: photo-direct) 인쇄 장

치 등도 개발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직접 인쇄에 화상 데이터를 전송하여 인쇄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는 각 메이커마다 그 사양이나 조작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종 메이커의 디지털 카메라에 대

응할 수 있는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의 출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는, 상기 설명한 디지

털 카메라 이외에도, 예를 들면, 휴대 전화나 PDA 외의 각종 장치로부터 화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인쇄한다. 또한 인쇄 자

체의 기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의 캐퍼빌리티(Capability)를 예측할 수 없고, 서로의 기능 정보의 교환이 필수가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종래의 기술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지 않는 화상 데이터의 전송 및 인쇄 지시

를 행함으로써, 각종 메이커의 화상 공급 장치로부터의 화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인쇄할 수 있는 인쇄 시스템 및 그 제어 방

법과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화상 공급 장치와 인쇄 장치 간의 표준 프로토콜을 규정하여, 기종이나 메이커에 의존하지 않은 인

쇄 처리를 실행할 수 있는 인쇄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과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인쇄 시스템은 이하와 같은 구성을 포함한다. 즉,

화상 공급 장치와 인쇄 장치를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직접 접속하고, 상기 화상 공급 장치로부터 상기 인쇄 장치에 화

상 데이터를 송신하고 인쇄하는 인쇄 시스템으로서,

상기 인쇄 장치와 상기 화상 공급 장치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통신 순서의 확립 후, 상기 인쇄 장치에서 상기 화상

공급 장치에 상기 인쇄 장치의 기능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수단과,

상기 송신 수단에 의해 송신된 상기 기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화상 공급 장치에 의해 설정된 인쇄 조건에 따라서 상기 인

쇄 장치에 대하여 인쇄 동작을 실행시키는 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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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특징과 이점은 첨부 도면을 참조한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며, 첨부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 번호는 도면 전체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나타낸다.

〈실시예〉

본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첨부 도면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하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포토다이렉트 인쇄 장치(이하, PD 인쇄 장치)(1000)의 개관 사시도이다. 이 PD 인쇄 장

치(1000)는 호스트 컴퓨터(PC)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인쇄하는 통상의 PC 인쇄로서의 기능과, 메모리 카드 등의 기억

매체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를 직접 판독하여 인쇄하거나,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부터의 화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인

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도 1에서, 본 실시예에 따른 PD 인쇄 장치(1000)의 외형을 구성하는 본체는, 케이스 M(1001), 상부 케이스(1002), 액세

스 커버(1003) 및 배출 트레이(1004)의 외장 부재를 갖고 있다. 또한, 하부 케이스(1001)는 PD 인쇄 장치(1000)의 대략

하반부를 상부 케이스(1002)는 본체의 대략 상반부를 각각 형성하고 있으며, 양 케이스의 조합에 의해 내부에 후술하는 각

기구를 수납하는 수납 공간을 갖는 공간 구조를 형성하고, 그 상면부 및 전면부에는 각각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배출 트레이(1004)는 그 일단부가 하부 케이스(1001)에 회전 가능하게 유지되고, 그 회전에 의해 하부 케이스(1001)의 전

면부에 형성되는 개구부를 개폐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인쇄 동작을 실행시킬 때에는 배출 트레이(1004)를

전면측으로 회전시켜 개구부를 형성시킴으로써, 여기에서 인쇄 시트가 배출 가능하게 됨과 함께, 배출된 인쇄 시트를 순차

적으로 적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배출 트레이(1004)에는 2개의 보조 트레이(1004a, 1004b)가 수납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 트레이를 당겨, 용지의 지지 면적을 3단계로 확대, 축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액세스 커버(1003)는 그 일단부가 상부 케이스(1002)에 회전 가능하게 유지되고, 상면에 형성되는 개구부를 개폐할 수 있

게 되어 있으며, 이 액세스 커버(1003)를 개방함으로써 본체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인쇄 헤드 카트리지(도시 생략) 또는

잉크 탱크(도시 생략) 등의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또, 여기서는 특별히 도시하지 않았지만, 액세스 커버(1003)를 개폐시

키면, 그 이면에 형성된 돌기가 커버 개폐 레버를 회전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그 레버의 회전 위치를 마이크로 스위치 등으

로 검출함으로써, 액세스 커버의 개폐 상태를 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상부 케이스(1002)의 상면에는 전원 키(1005)를 누를 수 있게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부 케이스(1002)의 우측에는

액정 표시부(1006)나 각종 키 스위치 등을 포함하는 조작 패널(1010)이 설치되어 있다. 이 조작 패널(1010)의 구조는 도

2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후술한다. 참조 부호(1007)는 자동 급송부로, 인쇄 시트를 장치 본체 내로 자동적으로 급송한다.

참조 부호(1008)는 용지 간격 선택 레버로, 인쇄 헤드와 인쇄 시트와의 간격을 조정하기 위한 레버이다. 참조 부호(1009)

는 카드 슬롯으로, 여기에 메모리 카드를 장착 가능한 어댑터가 삽입되고, 이 어댑터를 통하여 메모리 카드에 기억되어 있

는 화상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여 인쇄할 수 있다. 이 메모리 카드(PC)는, 예를 들면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 스마트 미디어,

메모리 스틱 등이 있다. 참조 부호(1011)는 뷰어(액정 표시부)로, 이 PD 인쇄 장치(1000)의 본체에 착탈 가능하고, PC 카

드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 중에서 인쇄하고자 하는 화상을 검색하는 경우 등에, 1 프레임별 화상이나 인덱스 화상 등을 표

시하는 데 사용된다. 참조 부호(1012)는 후술하는 디지털 카메라를 접속하기 위한 USB 단자이다. 또한, 이 PD 장치

(1000)의 후면에는 퍼스널 컴퓨터(PC)를 접속하기 위한 USB 버스 커넥터가 설치되어 있다.

도 2는 본 실시예에 따른 PD 인쇄 장치(1000)의 조작 패널(1010)의 개관도이다.

도 2에서, 액정 표시부(1006)에는 그 좌우에 인쇄되어 있는 항목에 관한 데이터의 다양한 설정을 위한 각종 메뉴 항목이

표시된다. 여기에 표시되는 항목으로서는, 예를 들면 인쇄 범위의 첫 번째 사진 번호, 지정 프레임 번호(개시 프레임 지정/

인쇄 프레임 지정), 인쇄 범위의 마지막 사진 번호(종료), 인쇄 부수(부수), 인쇄에 사용하는 용지(인쇄 시트)의 종류(용지

종류), 1매의 용지에 인쇄하는 사진의 매수 설정(레이아웃), 인쇄의 품질의 지정(품질), 촬영한 날짜를 인쇄하는지의 여부

의 지정(날짜 인쇄), 사진을 보정하여 인쇄하는지의 여부의 지정(화상 보정), 인쇄에 필요한 용지 매수의 표시(용지 매수)

등이 있다. 이들 각 항목은 커서 키(2001)를 이용하여 선택, 또는 지정된다. 참조 부호(2002)는 모드 키로, 이 키를 누를 때

마다, 인쇄의 종류(인덱스 인쇄, 전체 프레임 인쇄, 1 프레임 인쇄 등)를 전환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대응하는 LED(2003)가

점등된다. 참조 부호(2004)는 메인터넌스 키로, 인쇄 헤드의 클리닝 등, 인쇄의 메인터넌스를 행하게 하기 위한 키이다. 참

조 부호(2005)는 인쇄 개시 키로, 인쇄의 개시를 지시할 때, 또는 메인터넌스의 설정을 확립할 때에 눌러진다. 참조 부호

(2006)는 인쇄 중지 키로, 인쇄를 중지시킬 때나, 메인터넌스의 중지를 지시할 때에 눌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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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3을 참조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PD 인쇄 장치(1000)의 제어에 따른 주요부의 구성을 설명한다. 도 3에서,

상술한 도면과 공통되는 부분은 동일한 기호를 병기하고, 이들 설명을 생략한다.

도 3에서, 참조 부호(3000)는 제어부(제어 기판)를 나타내고 있다. 참조 부호(3001)는 ASIC(전용 커스텀 LSI)를 나타내

고, 그 구성은 도 4의 블록도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후술한다. 참조 부호(3002)는 DSP(디지털 신호 처리 프로세서)로, 내부

에 CPU를 포함하고, 후술하는 각종 제어 처리, 및 휘도 신호(RGB)로부터 농도 신호(CMYK)로의 변환, 스케일링, 감마 변

환, 오차 확산 등의 화상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참조 부호(3003)는 메모리로, DSP(3002)의 CPU의 제어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프로그램 메모리(3003a), 및 실행 시의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RAM 영역, 화상 데이터 등을 기억하는 워크 메모

리로서 기능하는 메모리 영역을 갖고 있다. 참조 부호(3004)는 인쇄 엔진으로, 여기서는 복수 색의 컬러 잉크를 이용하여

컬러 화상을 인쇄하는 잉크제트 인쇄의 인쇄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참조 부호(3005)는 디지털 카메라(DSC)(3012)를 접

속하기 위한 포트로서의 USB 커넥터이다. 참조 부호(3006)는 뷰어(1011)를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이다. 참조 부호(3008)

는 USB 버스 허브로, 이 PD 인쇄 장치(1000)가 PC(3010)로부터의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인쇄를 행할 때에는 PC

(3010)로부터의 데이터를 그대로 통과하고, USB 버스(3021)를 통하여 인쇄 엔진(3004)으로 출력한다. 이에 의해, 접속

되어 있는 PC(3010)는 인쇄 엔진(3004)과 직접 데이터나 신호의 교환을 행하여 인쇄를 실행할 수 있다(일반적인 PC 인쇄

로서 기능함). 참조 부호(3009)는 전원 커넥터로, 전원(3019)으로부터 상용 AC로부터 변환된 직류 전압을 입력한다. PC

(3010)는 일반적인 퍼스널 컴퓨터이다. 참조 부호(3011)는 상술한 메모리 카드(PC 카드), 참조 부호(3012)는 디지털 카

메라(DSC: Digital Still Camera)이다.

또, 이 제어부(3000)와 인쇄 엔진(3004) 사이의 신호의 교환은, 상술한 USB(3021) 또는 IEEE1284 버스(3022)를 통하여

행해진다.

도 4는 ASIC(3001)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로, 도 4에서도, 상술한 도면과 공통되는 부분은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여,

이들 설명을 생략한다.

참조 부호(4001)는 PC 카드 인터페이스부로, 장착된 PC 카드(3011)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거나, 또는

PC 카드(3011)에 데이터 기입 등을 행한다. 참조 부호(4002)는 IEEE1284 인터페이스부로, 인쇄 엔진(3004)과의 사이의

데이터의 교환을 행한다. 이 IEEE1284 인터페이스부(4002)는 디지털 카메라(3012) 또는 PC 카드(3011)에 기억되어 있

는 화상 데이터를 인쇄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버스이다. 참조 부호(4003)는 USB 인터페이스부로, PC(3010)와의 사이에서

의 데이터의 교환을 행한다. 참조 부호(4004)는 USB 호스트 인터페이스부로, 디지털 카메라(3012)와의 사이에서의 데이

터의 교환을 행한다. 참조 부호(4005)는 조작 패널 인터페이스부로, 조작 패널(1010)로부터의 각종 조작 신호를 입력하거

나, 표시부(1006)로의 표시 데이터의 출력 등을 행한다. 참조 부호(4006)는 뷰어 인터페이스부로, 뷰어(1011)로의 화상

데이터의 표시를 제어한다. 참조 부호(4007)는 각종 스위치나 LED(4009) 등과의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인터페

이스부이다. 참조 부호(4008)는 CPU 인터페이스부로, DSP(3002)와의 사이에서의 데이터의 교환의 제어를 행한다. 참조

부호(4010)는 이들 각부를 접속하는 내부 버스(ASIC 버스)이다.

이상의 구성에 기초하는 동작 개요를 이하에 설명한다.

<통상의 PC 인쇄 모드>

통상의 PC 인쇄 모드는 PC(3010)로부터 송신되는 인쇄 데이터에 기초하여 화상을 인쇄하는 인쇄 모드이다.

이 모드에서는 PC(3010)로부터의 데이터가 USB 커넥터(1013)(도 3)를 통하여 입력되면, USB 허브(3008), USB(3021)

를 통하여 직접 인쇄 엔진(3004)에 보내지고, PC(3010)로부터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인쇄가 행해진다.

<PC 카드로부터의 직접 인쇄 모드>

PC 카드(3011)가 카드 슬롯(1009)에 장착 또는 탈착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DSP(3002)는 PC 카드(3011)

가 장착되었거나 탈착(제거)되었는지를 검지할 수 있다. PC 카드(3011)가 장착되면, 그 PC 카드(3011)에 기억되어 있는

압축된(예를 들면, JPEG 압축) 화상 데이터가 판독되어 메모리(3003)에 기억된다. 다음으로, 조작 패널(1010)을 사용하

여 저장된 화상 데이터의 인쇄가 지시되면, 압축된 화상 데이터를 압축 해제하여 메모리(3003)에 저장하고, RGB 신호로

부터 YMCK 신호로의 변환, 감마 보정, 오차 확산 등을 실행하여 인쇄 엔진(3004)에 의해 인쇄 가능한 인쇄 데이터로 변환

하여, IEEE1284 인터페이스부(4002)를 통하여 인쇄 엔진(3004)에 출력함으로써 인쇄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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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부터의 직접 인쇄 모드>

도 5는 본 실시예에 따른 PD 인쇄 장치(1000)와 디지털 카메라(3012)를 접속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에서, 케이블(5000)은 PD 인쇄 장치(1000)의 커넥터(1012)와 접속되는 커넥터(5001)와, 디지털 카메라(3012)의 접

속용 커넥터(5003)와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5002)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카메라(3012)는 내부의 메모리에 저

장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를 접속용 커넥터(5003)를 통하여 출력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 디지털 카메라(3012)의 구

성으로서는 내부에 기억 수단으로서의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이나, 착탈 가능한 메모리를 장착하기 위한 슬롯을 구비한 것

등, 다양한 구성을 채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 5에 도시하는 케이블(5000)을 통하여 PD 인쇄 장치(1000)와 디지털 카

메라(3012)를 접속함으로써, 디지털 카메라(3012)로부터의 화상 데이터를 직접 PD 인쇄 장치(1000)로 인쇄할 수 있다.

여기서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PD 인쇄 장치(1000)에 디지털 카메라(3012)가 접속된 경우에는 조작 패널(1010)의 표시

부(1006)에는 카메라 마크만이 표시되고, 조작 패널(1010)에 있어서의 표시 및 조작이 무효로 되고, 뷰어(1011)에의 표시

도 무효로 된다. 따라서, 이후에는 디지털 카메라(3012)에서의 키 조작 및 디지털 카메라(3012)의 표시부(도시 생략)에의

화상 표시만이 유효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그 디지털 카메라(3012)를 사용하여 인쇄 지정을 행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복수의 메이커의 디지털 카메라를 접속하여 인쇄할 수 있는 PD 인쇄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본 실시예에 따른 PD 인쇄 장치(1000)와 디지털 카메라를 접속하여 인쇄를 행하는 경우의 프로토콜에 대하여 상세하

게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PD 인쇄 장치와 디지털 카메라 사이의 통신 제어를 범용 파일, 범용 포맷을 이용하여 행하고, 인터페이스

에 의존하지 않는 NCDP(New Camera Direct Print)를 제안한다.

도 6은 이 NCDP의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에서, 참조 부호(600)는 USB에 의한 인터페이스, 참조 부호(601)는 블루투스(Bluetooth)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참

조 부호(602)는 NCDP에 의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 조립되는 어플리케이션 층을 나타내고 있다. 참조 부호(603)는 기존

의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를 실행하기 위한 층으로, 여기서는 PTP(Picture Transfer Protocol), SCSI 및 블루투스 BIP

(Basic Image Profile), USB 인터페이스 등이 실장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NCDP는 이러한 프로토콜 층 등의 아키텍

처가 실장되어 있어,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실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PD 인쇄 장치(1000)는, USB 호

스트로서, 카메라(3012)는 USB 슬레이브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 동일한 NCDP 구성으로 되

어 있다.

도 7은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 의한 PD 인쇄 장치(1000)와 디지털 카메라(DSC)(3012) 사이에서의 통신 순서의 흐름

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여기서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USB 케이블(5000)에 의해 PD 인쇄 장치(1000)와 DSC(3012)가 접속된 것이 검지되

면, 이들 기기 사이에서의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의해, 이들 기기에 실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NCDP

에 따른 순서(710)로의 이행이 개시된다. 참조 부호(702)는 NCDP의 초기 상태를 나타내고, 여기서는 상호 기종이 NCDP

를 실행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가능하면 NCDP에 따른 순서(710)로 이행한다. 만약 여기서, DSC(3012)가 NCDP를 실장

하지 않는 경우에는 NCDP에 의한 통신 제어는 실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NCDP로 이행한 후, 참조 부호(703)로 나타

낸 바와 같이 DSC(3012)로부터 「기본 순서」에 따른 화상 데이터의 전송/인쇄가 지시되면, DSC(3012)로부터 화상 파

일을 PD 인쇄 장치(1000)에 전송하여 인쇄하는 간이 인쇄 모드로 이행한다. 또한, 참조 부호(704)로 나타낸 바와 같이

DSC(3012)로부터 「추천 순서」에 따른 화상 데이터의 전송/인쇄가 지시되면, DSC(3012)와 PD 인쇄 장치(1000) 사이

에서 각종 네고시에이션을 행하여 그 인쇄 조건 등을 결정한 후, 화상 파일을 DSC(3012)로부터 PD 인쇄 장치(1000)에 전

송하여 인쇄하는, 보다 다채로운 인쇄 모드로 이행한다. 또한, 참조 후보(705)는 「확장 순서」에 따른 지시가 DSC(3012)

에 의해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DPOF, XHTML-print, SVG 등의 향상된 레이아웃 기능, 및 각사 벤더 고유한 사양에서의

인쇄를 행하는 모드가 설정된다. 또, 이 「확장 순서」에 따른 상세 사양에 관해서는 DSC의 메이커 각사 개별의 확장 사양

서로 규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는다. 또, 이들 「기본 순서」 및 「추천 순서」에 따른 화상 인쇄에

관해서는 도 9 내지 도 11을 참조하여 후술한다.

도 8은 본 실시예에 따른 NCDP 인쇄를 행하기 위해서 규정한 커맨드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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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서, 「대응 모드」는 DSC(3012)로부터 지시되는, 상술한 「기본 순서」, 「추천 순서」 및 「확장 순서」에 대응하

고 있다. 「추천 순서」에서는 모든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기본 순서」는 간이 인쇄 모드이므로, NCDP로의 이

행 및 NCDP의 종료, 「기본 순서」, 「추천 순서」 및 「확장 순서」의 각 모드로의 이행 커맨드 및 카메라(3012)로부터

의 화상 데이터의 취득 및 카메라(3012)로부터의 인쇄 명령만이 사용 가능하다. 도 8에서, 「확장 순서」에서는 NCDP로

의 이행 및 그 종료, 「기본 순서」, 「추천 순서」 및 「확장 순서」의 각 모드로의 이행 커맨드만이 이용되도록 기재되어

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각사의 사양에 따라 다른 커맨드가 이용되어도 되는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확장 순서」에 있어서도「추천 순서」와 같이 캐퍼빌리티 커맨드를 사용하여, 그 캐퍼빌리티 내용에「확장 순

서」에 고유한 벤더 특유의 파라미터 종류나 파라미터값이 이용되는 형태라도 된다.

이하, 상술한 「기본 순서」 및 「추천 순서」에 따른 화상 인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9는 「기본 순서」에 따른 화상 인쇄를 행하는 경우의 NCDP의 통신 순서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기본 순서」는

DSC로부터 PD 인쇄 장치(1000)로의 모든 인쇄 명령 중에서 인쇄 조건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하나의 화상 파일을 전송하

여 인쇄하는 동안의 간이 인쇄 모드이다. 따라서, PD 인쇄 장치(1000)는 컬러 보정과 데이터 변환 등의 인쇄 조건을 결정

한다. 대응하는 화상 포맷으로는, 예를 들면 VGA 사이즈(640×480 화소)의 RGB 화상, VGA 사이즈(640×480 화소)의

JPEG 화상으로 하고, 화상 파일 사이즈로서는 약 1M바이트 이하로 하고 있다. DSC(3012)는 PD 인쇄 장치(1000)가 지원

하고 있는 화상 포맷으로 화상 파일을 송신한다. 이 경우에 에러 핸들링은 실행되지 않는다.

우선 900에서,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여 NCDP로의 이행을 지시하는 커맨드(NCDPStart)를 송신

한다. 여기서 DSC(3012)가 NCDP를 실장하고 있으면 OK가 반송된다(901). 또, 이 NCDP의 확인 순서를 행하는 경우의

일례로서 PTP를 이용한 경우의 구체예에 관해서는 도 14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후술한다.

이렇게 해서 상호 NCDP가 실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NCDP 모드(902)로 이행하도록 명

령(ProcedureStart)이 DSC(3012)에 송신된다(902). 이에 대하여 903에서, DSC(3012)로부터 간이 인쇄 모드인 「기본

순서」가 송신되면, 이후에는 「기본 순서」에 따른 인쇄 모드로 이행한다. 이 경우에는 DSC(3012)에 있어서의 조작에

의해 인쇄하고자 하는 화상이 선택되어 인쇄가 지시되면, 인쇄의 개시를 지시하는 커맨드(JobStart)가 DSC(3012)로부터

PD 인쇄 장치(1000)에 보내진다(904). 이에 따라 PD 인쇄 장치(1000)는 간이 인쇄 모드가 되어, DSC(3012)에 대하여 커

맨드(GetImage)를 송신하여 JPEG 화상을 요구한다(905). 이에 따라 DSC(3012)로부터 JPEG 화상(ImageData)이 PD 인

쇄 장치(1000)에 송신되고(906), PD 인쇄 장치(1000)에서의 인쇄 처리가 개시된다. 이렇게 해서, 지시된 화상의 인쇄가

종료되면 인쇄 작업의 종료를 나타내는 커맨드(JobEnd)가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에 송신된다(907). 이

에 대하여 DSC(3012)로부터 긍정 응답(OK)이 반송되면(908), 이 「기본 순서」에 따른 인쇄 처리가 종료된다. 이 「기본

순서」는 단순하게 인쇄될 화상 지정 정보의 교환을 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이 「기본 순서」로 인쇄하는 것으로 결

정되면, 후술하는 캐퍼빌리티 정보의 교환을 행하는 일 없이, 곧 인쇄 가능 상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본 순서」 로

교환하는지의 여부를DSC와 PD 인쇄 장치의 쌍방의 캐퍼빌리티에 의해 결정하도록 해도 좋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기본 순서」,「추천 순서」,「확장 순서」 중, PD 인쇄 장치가 어느 것을 지원하고 있느냐를 DSC

가 취득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 방법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인쇄 장치의 기종명이나 벤더명 등의 인쇄 정보에 기초하여

DSC가 적당한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도 좋다· 예를 들면 DSC가 「추천 순서를 지원하고 있는 인쇄의 기종

명 리스트」를 보유한다. 접속된 인쇄의 기종명이 리스트 중에 있는 경우에는 추천 순서를 선택하고, 리스트에 없는 경우

에는 기본 순서를 선택한다.

도 25는 「ProcedureStart」 커맨드로, 인쇄 장치로부터 DSC에 보내어지는 스크립트에 인쇄의 벤더명 및 인쇄의 기종명

이 기재되어 있는 예를 도시한다. 도 26은 그에 이어 DSC로부터 인쇄에 보내어지는 스크립트에 DSC의 벤더명 및 DSC의

기종명이 기재되어 있는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삭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기본 순서」의 JobStart 커맨드는 화상의 인쇄만을 지정하고 있어, 화상 포맷이나 파일 사이즈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하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캐퍼빌리티 정보의 송수신을 행하지 않더라도 인쇄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단, 이 캐퍼빌리티가 교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화상 포맷이나 인쇄 사이즈 등의 인쇄 조건을 지정하는 것

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상기 화상 포맷 등과 같이 「인쇄측이 반드시 지원하고 있다」 또는 「인쇄측이 자신의 캐퍼빌리

티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를 한다」 라고 미리 인쇄 장치 혹은 DSC에서 인식되어 있는 항목 등은, DSC가 JobStart 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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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내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을 위해서, 서로의 기기 정보를 교환하여, 양자가 소정의 기기인 경우에만, Capability

정보가 없더라도, 인쇄 조건을 인쇄 작업(스크립트)에 의해 지정 가능하도록 인쇄 조건이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번거로

운 설정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초보자를 위한 조작 순서를 준비해 두기 위해서 「기본 순서」가 중요하다.

도 27은, 「기본 순서」시에 JobStart 커맨드로, DSC로부터 인쇄 장치에 보내어지는 스크립트에 캐퍼빌리티에 관한 설정

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예를 나타낸다. 도 28은 「기본 순서」시에 JobStart 커맨드로 DSC로부터 인쇄 장치에 보내어지

는 스크립트에 「인쇄가 반드시 지원하고 있다」, 또는 「인쇄가 자신의 캐퍼빌리티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를 한다」라

고 미리 인쇄 장치와 DSC 사이에서 인식되어 있는 항목에 관한 설정이 되어 있는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추천 순서」 에 따른 화상 인쇄를 행하는 경우의 NCDP의 통신 순서를 설명하는 도면으로, 상술한 도 9와 공통

되는 순서에는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 이 「추천 순서」에서는 PD 인쇄 장치(1000)와 DSC(3012)

사이에서의 네고시에이션을 전제로 한 「보다 향상된 인쇄」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복수의 사진 인쇄나 레이아웃 인쇄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에러 핸들링도 실행 가능하게 된다. 또한, DSC(3012)로부터 PD 인쇄 장치(1000)로 인쇄 조건의 정

보를 스크립트(텍스트)로 송신하기 때문에, 컬러 설정이나 레이아웃 등의 많은 인쇄 조건을 반영시킨 인쇄가 가능하게 된

다. 또한, 에러 핸들링도 실행 가능하게 된다.

도 10에서, 도 9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 NCDP가 실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 경우에는 DSC(3012)로부터 「추

천 순서」가 지시된다(910). 이후에는 이 「추천 순서」에 따른 순서가 실행된다. 우선,911로 나타낸 바와 같이 PD 인쇄

장치(1000)는 자신이 구비하고 있는 기능 및 용지 설정 등을 포함하는 기능을 캐퍼빌리티 정보로서 전부 DSC(3012)에 전

한다. 이 캐퍼빌리티 정보는 스크립트 형식(텍스트)으로 DSC(3012)에 송신된다.

이 캐퍼빌리티 정보의 일례를 도 12에 도시한다.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캐퍼빌리티 정보는 인쇄 가능한 용지의 종류 및 사이즈, 인쇄 품질, 화상 데이터의 포맷, 날짜

인쇄의 유무, 파일명 인쇄의 유무, 레이아웃, 화상 보정의 유무, 그리고 옵션으로서, 각 카메라 메이커의 사양에 대응한 기

능 유무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캐퍼빌리티 정보를 스크립트 표기로 함으로써, 다른 통신 프로토콜의 아기텍쳐로 포팅(porting)을 용이하게 하

고, 이러한 기능 정보의 교환을 보다 표준화하기 쉽게 하고 있다. 또, 이 스크립트 표기는 XML 준거해도 된다.

삭제

이러한 캐퍼빌리티 정보를 수신한 DSC(3012)의 사용자는 그 PD 인쇄 장치(1000)가 구비하고 있는 기능 중의 어느 기능

을 사용하여 인쇄를 행할지를 판정하고, 인쇄하고자 하는 화상을 선택함과 함께, 그 화상의 인쇄 조건을 그 PD 인쇄 장치

(1000)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선택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인쇄하고자 하는 화상 및 인쇄 조건 등이 결정되어 인쇄

개시가 지시되면 인쇄 명령(JobStart)이 PD 인쇄 장치(1000)에 보내진다. 이에 의해,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화상 데

이터를 요구하는 커맨드(GetImagexn)가 발행되고(912), 그에 응답하여 DSC(3012)로부터, 대응하는 화상 데이터가 PD

인쇄 장치(1000)가 수신 가능한 화상 포맷(Tiff, JPEG, RGB 등)으로 송신된다(913). 여기서 하나의 화상의 인쇄에 대하여

복수의 화상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를 들면 2 ×2 등의 레이아웃 인쇄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매의

용지에 대하여 4개의 화상 데이터를 송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지시된 화상의 인쇄가 종료되면 인쇄 작

업의 종료를 나타내는 커맨드(JobEnd)가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에 송신된다(907). 이에 대하여 DSC

(3012)로부터 긍정 응답(OK)이 반송되면(908), 다시 이 「추천 순서」에 따른, 계속해서 화상의 선택/인쇄 처리로 이행한

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인쇄장치(1000)는 DSC(3012)로부터의 요구가 없더라도 캐퍼빌리티 정보를 인쇄가 발행하여 DSC

로 발행하고 있다. 본 발명은 이 형태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DSC가 캐퍼빌리티를 인쇄에 요구하여, 그 응답으로서 인쇄가

캐퍼빌리티를 DSC에 통지하는 형태이더라도 좋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실시 형태를 본 경우,

·「추천 순서로 이행」을 나타내는 ProcedureStart 커맨드가 수신되고, 캐퍼빌리티가 송신되어, 「ProcedureStart」커

맨드가,「Capability request」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삭제

·캐퍼빌리티 정보가 「Capability request」로서의 「ProcedureStart」커맨드에 대한 응답으로서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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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도 11은 상술한 「추천 순서」에 따른 화상 인쇄를 행하는 경우의 NCDP의 통신 순서에 있어서, PD 인쇄 장치(1000)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의 통신 순서를 설명하는 도면으로, 상술한 도 10과 공통되는 순서에는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여, 그 설

명을 생략한다.

본 예에서는 「추천 순서」에서의 인쇄 처리의 실행 중에, PD 인쇄 장치(1000)에 있어서 급지 에러가 발생한 경우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에는 914에서,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여 급지 에러를 나타내는 스테이터

스 정보(Status)가 송신된다. 이에 대하여 DSC(3012)의 사용자에 의한 판단에 기초하여, 그 인쇄 처리를 계속할지

(JobContinue), 중지할지(JobAbort)를 나타내는 커맨드가 PD 인쇄 장치(1000)에 송신된다(915). 이에 따라 PD 인쇄 장

치(1000)에서는, 「중지」가 지시되면 인쇄 처리를 중지하여 인쇄 작업의 종료 통지(JobEnd)를 송신하여 인쇄를 중지한

다. 또는 「계속」이 지시된 경우에는 그 급지 에러가 회복되기를 대기하여, 인쇄 처리를 계속하도록 동작한다.

다음으로, 상술한 처리 순서를 도 13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3은 도 7에 도시하는 처리 순서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우선 단계 S1에서, 디지털 카메라(DSC)(3012)와 PD 인쇄 장치(1000) 사이의 통신을 확립하고(700), 단계 S2에서, 이들

기기가 NCDP를 실장 종료했는지를 판정하여, 실장 종료이면 NCDP로 이행한다. 다음으로, 단계 S3으로 진행하여, DSC

(3012)로부터의 순서 지시를 수신하여, 그 지시된 순서로 이행한다. 여기서, 「기본 순서」가 지시되었을 때에는 단계 S4

로부터 단계 S5로 진행하여, 「기본 순서」에 따른 인쇄 처리를 실행한다. 또한, 「추천 순서」가 지시되었을 때에는 단계

S6으로부터 단계 S7로 진행하여, 상술한 「추천 순서」에 따른 인쇄 처리를 실행한다. 또한, 「확장 순서」가 지시되었을

때에는 단계 S8로부터 단계 S9로 진행하여, 각 벤더에 따른 「확장 순서」에 따른 인쇄 처리를 실행한다. 그 이외의 경우

에는 단계 S10으로 진행하여, 이 PD 인쇄 장치(1000)와 DSC(3012)에 의한 독자적인 모드에서의 인쇄를 실행한다.

본 실시 형태의 도 13에서는, NCDP 모드로부터 「기본 순서」,「추천 순서」,「확장 순서」,「독자 모드」로 천이하는

형태를 기술하였지만, 그 외에도 NCDP 모드로 이행함과 동시에 「기본 순서」가 선택되고 곧 JobStart을 수신하는 상태

로 되어, 그 후, DSC나 인쇄로부터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순서나 모드로 천이하는 형태라도 좋다.

이와 같이 구성한 경우에는, 인쇄 가능한 상태로 이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즉, 복잡한 설정을 모르는 초보자

에 있어서는 번거로운 설정을 행하지 않고서 빠르게 인쇄하는 것이 쉬워진다. 한편, 상급자라면 보다 상세한 인쇄 조건의

설정을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사용자의 습득 레벨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술한 각종 NCDP 커맨드(도 8)를 범용 PTP를 이용하여 실현한(PTP wrapper) 예를 설명한다. 또, 본 실시예

에서는 PTP를 이용한 NCDP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인터페

이스, 다른 클래스(Class) 상에서 다이렉트 인쇄 서비스 API를 실장해도 된다.

[NCDPStart]

도 14는 NCDP 순서의 개시를 지시하는 명령(NCDPStart)을 PTP 아키텍쳐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PD 인쇄 장치(1000)와 DSC(3012)가 물리적으로 접속된 후, 우선 1400에서,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여 GetDeviceInfo가 송신되고, DSC(3012)에 대하여 그 보유하고 있는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가 요구된다. 이에 응답

하여 DSC(3012)는 DeviceInfoDataset에 의해 DSC(3012)에 보유하고 있는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를 PD 인쇄 장치

(1000)에 송신한다. 다음으로 1402에서, OpenSession에 의해, DSC(3012)를 자원으로서 할당하여, 필요에 따라 데이터

오브젝트에 핸들을 할당하거나, 특별한 초기화를 행하기 위한 순서의 개시 요구를 발행하여 DSC(3012)로부터 긍정 응답

(OK)이 반송되면 PTP에서의 통신이 개시된다. 다음으로, 1403에서, DSC(3012)에 대하여 스크립트 형식의 모든 핸들을

요구하면(Storage ID: FFFFFF, Object Type: Script), 이에 대하여 1404에서, DSC(3012)에 보유되어 있는 모든 핸들

리스트(ObjectHandleArray)가 반송된다. 다음으로, 1405, 1406에서,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i번째 오브젝트 핸들의

정보를 취득한다. 여기서, 이 오브젝트에, DSC(3012)의 식별을 나타내는 키워드(예를 들면, 암호「Marco」)가 포함되어

있으면, 다음으로 1407에서,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오브젝트 정보의 송신을 지시하여(SendObjectInfo), 그에 대하

여 긍정 응답(OK)을 수신하면, SendObject에 의해, 오브젝트 정보를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여 송

신한다. 여기서, 이 오브젝트에는 상술한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를 들면 「Polo」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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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하여, PD 인쇄 장치(1000)와 DSC(3012)의 양방이 상호 접속 상대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이후에는 NCDP에

따른 순서(도 7의 710)로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일의 교환이 가능한 트랜스포트층이면 키워드의 교환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다. 즉, 본 실시예의 NCDP에 고유 커맨드 등을 추가하지 않고, 키워드를 교환할 수 있다. 또, 여기서 키워드로서

는 상술한 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키워드이어도 된다. 또한, 이 키워드에 의한 네고시에이션을 행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형식의 핸들의 최초로 이 키워드를 넣어 둠으로써, 상호 기기를 확인하는 데 요하는 시간을 단

축할 수 있다.

[ProcedureStart]

도 15는 DSC(3012)로부터의, 모드로의 이행 순서를 지시하는 명령을 수신하여, 그 모드로 이행하기 위한 명령

(ProcedureStart)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여기서는 우선 1501에서, PD 인쇄 장치(1000)가 지원하고 있는 절차 「기본 순서」, 「추천 순서」, 「확장 순서」를

DSC(3012)에 통지하기 위해서 SendObjectInfo에 의해, DSC(3012)에 대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정보가 있는 것

을 전한다. 이에 대하여 긍정 응답(OK)이 DSC(3012)로부터 보내져 오면, 1502에서 SendObject에 의해 오브젝트를 송신

하는 취지를 DSC(3012)에 전하고, 다음의 1503의 ObjectData에 의해, 이 PD 인쇄 장치(1000)가 지원하고 있는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송신한다. 다음으로, 1504에서, DSC(3012)로부터 PD 인쇄 장치(1000)에 대하여, GetObject 동작을 기동하

고자 하는(푸시 모드로 이행)(RequestObjectTransfer) 취지를 전한다. 이에 의해, 1505에서,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오브젝트 정보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취지가 전해지면(GetObjectInfo), 1506에서, ObjectInfo Dataset에 의해, 그 정보

가 반송되고, 다음으로 1507에서, 그 오브젝트 정보를 지정하여 오브젝트 정보가 요구되면, Object Dataset에 의해, DSC

(3012)가 사용하는 순서(「기본」,「추천」,「확장」등)를 PD 인쇄 장치(1000)에 통지한다(1508).

이에 의해, DSC(3012)로부터 PD 인쇄 장치(1000)에 대하여, 화상의 인쇄 모드를 지정할 수 있다.

[NCDPEnd]

도 16은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서의 통신 제어 순서를 종료하는 명령(NCDPEnd)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순서에서는 1600에서,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정보

(SendObjectInfo)가 있는 것을 전하고, ObjectData에 의해, DSC(3012)에 대하여 NCDP의 모드로부터 나가는 것을 통지

한다. 이에 대하여 긍정 응답(OK)을 수신하면, 1601에서 CloseSession을 송신하여, 이 통신을 종료시킨다. 이에 따라

NCDP에 의한 통신 순서를 종료한다.

[캐퍼빌리티]

도 17은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서의 PD 인쇄 장치(1000)의 기능을 DSC(3012)에 통지하는 캐퍼빌리티 명령에 있어서

의 통신 순서를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순서에서는 1700에서,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정보가 있는 것을

SendObjectInfo에 의해 전한다. 그리고, 1701에서, SendObject에 의해 DSC(3012)에 대하여 오브젝트 정보의 송신을 전

하고, 계속되는 Object Data에 의해, PD 인쇄 장치(1000)가 갖고 있는 기능을 스크립트(Script) 형식(도 12)으로 DSC

(3012)에 송신한다.

[GetImage]

도 18은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서의, PD 인쇄 장치(1000)가 DSC(3012)에 보유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JPEG 화상)를

취득하는(GetImage) 통신 순서를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우선, 1800에서, DSC(3012)가 보유하고 있는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면, 1801에서, 그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

(ObjectInfoDataset)가 DSC(3012)로부터 PD 인쇄 장치(1000)에 보내진다. 다음으로, 1802에서, 그 오브젝트를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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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취득 요구(GetObject)를 발행하면, 1803에서, 그 요구된 화상 파일(Object Dataset)이 DSC(3012)로부터 PD 인쇄 장

치(1000)에 대하여 송신된다. 이와 같이 하여 PD 인쇄 장치(1000)는 DSC(3012)로부터 원하는 화상 파일을 취득할 수 있

다.

[StatusSend]

도 19는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서의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여 에러 상태 등을 통지하는

(StatusSend) 통신 순서를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우선 1900에서,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정보가 있는 취지를

SendObjectInfo에 의해 통지한다. 그리고, 1901에서, 그 오브젝트 정보에 관한 정보 세트(ObjectInfoDataset)를 DSC

(3012)에 송신하여, DSC(3012)로부터의 긍정 응답(OK)에 대하여, PD 인쇄 장치(1000)에서의 에러 등의 스테이터스 정

보를 SendObject 및 ObjectDataset에 의해 송신한다.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로 송신되는 데이터는 텍스

트 데이터(스크립트)이다.

[PageEnd]

도 20은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서의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여, 1 페이지의 인쇄 처리가 종료

한 것을 통지하는(PageEnd) 통신 순서를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JobEnd]

도 21은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서의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여, 인쇄 작업이 종료한 것을 통지

하는(JobEnd) 통신 순서를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0, 도 21에서는 도 19의 1900 및 1901의 순서 실행 후, 도 20의 1910에서,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여 1 페이지 인쇄 처리가 종료한 것이 통지되고, 도 21의 1911에서는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

여 인쇄 작업이 종료한 것이 통지된다. PD 인쇄장치(1000)로부터 DSC(3012)로 송신된 데이터(페이지 종료 및 작업 종

료)는 텍스트 데이터(스크립트)이다.

[JobStart]

도 22는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서의 DSC(3012)로부터 PD 인쇄 장치(1000)에 대하여, 인쇄 작업의 개시를 통지하는

(JobStart) 통신 순서를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우선 2200에서, DSC(3012)로부터 PD 인쇄 장치(1000)에 대하여 RequestObjectTransfer를 보내어, PD 인쇄 장치

(1000)가 GetObject 커맨드를 발행하도록 재촉한다. 이에 의해, 2201에서,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GetObjectInfo가

발행되면, DSC(3012)는 송신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정보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고, 이에 대하여 PD 인쇄 장치(1000)로부

터 오브젝트 정보가 요구되면(GetObject:2203), 2204에서, ObjectDataset를 송신하여, DSC(3012)로부터 PD 인쇄 장치

(1000)에 대하여 인쇄 명령을 발행한다.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로 송신되는 데이터(인쇄 개시 명령)는 텍

스트 데이터(스크립트)이다.

[JobAbort]

도 23은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서의 DSC(3012)로부터 PD 인쇄 장치(1000)에 대하여 인쇄 중지 명령을 발행하는

(JobAbort) 통신 순서를 PTP 아키텍쳐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JobContinue]

도 24는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서의 DSC(3012)로부터 PD 인쇄 장치(1000)에 대하여 인쇄 재개 명령을 발행하는

(JobContinue) 통신 순서를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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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및 도 24에서, 도 22의 2200 내지 2203의 순서를 실행한 후, 도 23의 2301에서, DSC(3012)로부터 PD 인쇄 장치

(1000)에 대하여 인쇄 중지 명령이 발행되고, 도 24의 2401에서는 DSC(3012)로부터 PD 인쇄 장치(1000)에 대하여 인쇄

재개 명령이 통지된다. PD 인쇄 장치(1000)로부터 DSC(3012)로 송신되는 데이터(인쇄 중지 명령 및 인쇄 재개 명령)는

텍스트 데이터(스크립트)이다.

본 발명은 복수의 장치(예를 들면, 호스트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리더, 인쇄 등)를 포함하는 시스템 또는 하나의 기기로

이루어지는 장치(예를 들면, 복사기, 팩시밀리 장치 등)에 적용해도 좋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실시예의 기능(카메라측에서 행해지는 처리, 인쇄측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인쇄 처리)을 실

현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코드를 기록한 기억 매체(또는 기록 매체)를, 시스템 혹은 장치에 공급하여 그 시스템 혹은

장치의 컴퓨터(또는 CPU나 MPU)가 기억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를 판독하여 실행함으로써도 달성된다. 이 경우,

기억 매체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 코드 자체가 상술한 실시예의 기능을 실현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 코드를 기억한 기억

매체가 본 발명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컴퓨터가 판독한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상술한 실시 형태의 기능이 실현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코드의 지시에 기초하여, 컴퓨터상에서 가동하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OS) 등이 실제

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여, 그 처리에 의해서 상술한 실시 형태의 기능이 실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기억 매체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 코드가 컴퓨터에 삽입된 기능 확장 카드나 컴퓨터에 접속된 기능 확장 유닛에 삽

입되는 메모리에 기입된 뒤, 그 프로그램 코드의 지시에 기초하여 기능 확장 카드나 기능 확장 유닛에 삽입지는 CPU 등이

실제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여, 그 처리에 의해서 상술한 실시 형태의 기능이 실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르면, PD 인쇄 장치와 DSC를 각각 호스트와 슬레이브로서 설정한다. 인쇄 동작에

들어가기 전에, PD 인쇄 장치가 갖고 있는 캐퍼빌리티 정보를 DSC에 송신하여, DSC 측에서 그 캐퍼빌리티 정보에 기초하

여 최적의 인쇄 모드를 결정하여 인쇄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캐퍼빌리티 정보의 송신을 스크립트에 의해 행함으로써, 다른 통신 프로토콜에 포팅과 표준화를 용이하게 한다.

장치 간의 통신 순서는 범용 파일, 범용 포맷을 이용하여 행한다. 또한, 상부층에 본 실시예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의 통신

순서 층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인터페이스 사양에 의존하지 않는 통신 순서를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인쇄 시스템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장치가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속된다. 따라서, 다양한 인터페

이스에 의해서 지원되는 표준 사양으로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장치 사이에서의 송수신에 있어서 필수

가 되는 기능 정보는 「파일 전송」혹은 「오브젝트 전송」에 의해 실현되고 각종 인터페이스 사양에 용이하게 적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상 공급 장치에는 디지털 카메라 외에도, PDA, 휴대 전화, 텔레비전, 비디오 기기, 화상 기억 장치 등이 포함된다.

범용 인터페이스에는 상술한 USB나 IEEE1394 외에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에의 접속도 포함된다.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고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경과 실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

명의 범위는 이하의 청구항에 의해 서 결정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지 않는 화상 데이터의 전송 및 인쇄 지시를 행함으로써, 각

사의 화상 공급 장치로부터의 화상 데이터를 수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PD 인쇄 장치의 개관 사시도.

도 2는 본 실시예에 따른 PD 인쇄 장치의 조작 패널의 개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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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실시예에 따른 PD 인쇄 장치의 제어에 따른 주요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4는 본 실시예에 따른 PD 인쇄 장치의 ASIC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5는 본 실시예에 따른 PD 인쇄 장치와 디지털 카메라를 접속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실시예에 따른 NCDP를 실장한 PD 인쇄 장치와 디지털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구성을 설명하는 개념도.

도 7은 본 실시예에 따른 NCDP 통신 순서의 개요를 설명하는 도면.

도 8은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서의 커맨드를 설명하는 도면.

도 9는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서의 「기본 순서」에 따른 인쇄 순서를 설명하는 도면.

도 10은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서의 「추천 순서」에 따른 인쇄 순서를 설명하는 도면.

도 11은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서의 「추천 순서」에 있어서의 에러 발생 시의 인쇄 순서를 설명하는 도면.

도 12는 본 실시예에 따른 NCDP에서 송신되는 캐퍼빌리티의 일례를 설명하는 도면.

도 13은 본 실시예에 따른 NCDP 통신 순서의 개요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14는 NCDP 순서의 개시를 지시하는 명령(NCDPStart)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15는 NCDP 순서에 있어서, 카메라로부터 각 순서로의 이행 명령을 수취하는(ProcedureStart) 순서를 PTP 아키텍처

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16은 NCDP 순서의 종료를 지시하는 명령(NCDPEnd)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17은 NCDP 순서에 있어서 PD 인쇄 장치로부터 카메라에 대하여 캐퍼빌리티를 송신하는 명령(캐퍼빌리티)을 PTP 아

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18은 NCDP 순서에 있어서, PD 인쇄 장치로부터 카메라에 보유되어 있는 화상 파일을 취득하는 명령(GetImge)의 순서

를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19는 NCDP 순서에 있어서, PD 인쇄 장치로부터 카메라에 대하여 에러 스테이터스를 송신하는 명령(StatusSend)의 순

서를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0은 NCDP 순서에 있어서, PD 인쇄 장치로부터 카메라에 대하여 1페이지의 인쇄 종료를 송신하는 명령(PageEnd)의

순서를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1은 NCDP 순서에 있어서, PD 인쇄 장치로부터 카메라에 대하여 인쇄 작업의 종료 명령(JobEnd)을 발행하는 순서를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2는 NCDP 순서에 있어서, 카메라로부터 PD 인쇄 장치에 대하여 인쇄 명령(JobStart)을 발행하는 순서를 PTP 아키텍

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3은 NCDP 순서에 있어서, 카메라로부터 PD 인쇄 장치에 대하여 인쇄의 중지 명령(JobAbort)을 발행하는 순서를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4는 NCDP 순서에 있어서, 카메라로부터 PD 인쇄 장치에 대하여 인쇄 재개 명령(JobContinue)을 발행하는 순서를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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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는 ProcedureStart 커맨드로 최초로 PD 인쇄 장치에서 DSC에 보내어지는 스크립트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6은 ProcedureStart 커맨드에 응답하여 스크립트 1에 이어 DSC에서 PD 인쇄 장치에 보내어지는 스크립트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7은 「기본 순서」 시에 JobStart 커맨드로 DSC에서 PD 인쇄 장치에 보내어지는 스크립트의 예 1을 나타내는 도면.

도 28은 「기본 순서」 시에 JobStart 커맨드로 DSC에서 PD 인쇄 장치에 보내어지는 스크립트의 예 2를 나타내는 도면.

도 29는 「추천 순서」 시에 JobStart 커맨드로 DSC에서 PD 인쇄 장치에 보내어지는 스크립트를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0 : PD 인쇄 장치

3012 : 디지털 카메라(DSC)

5000 : USB 케이블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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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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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661483

- 20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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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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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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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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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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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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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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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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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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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등록특허 10-0661483

- 30 -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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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등록특허 10-0661483

- 32 -



도면16

도면17

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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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도면20

도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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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

도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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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4

도면25

도면26

도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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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8

도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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