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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린터에 연결하여 프린트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

(57) 요약

본 발명은 프린터에 직접 연결하여 프린트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프린터의 색상표시방식과 휴대용

단말기 표시부의 색상표시방식의 차이로 휴대용 단말기 표시부의 원본 이미지가 프린터에 출력될 때 다르게 출력되는 현

상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에 프린터 출력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표시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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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의 색 테이블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표시부에 나타나는 RGB방식 원본이미지를 CMY방식 원본이미지로 변환하고, 상기 CMY방식 원본 이미지를 상기 프

린터의 색 테이블을 이용해 CMY방식 출력예상이미지로 매핑하고, 상기 CMY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를 RGB방식 출력 예상

이미지로 변환하고, 변환한 상기 RGB방식 출력예상이미지를 상기 표시부에서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에서 변환한 상기 RGB방식 출력예상이미지를 출력하는 상기 표시부를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RGB방식 원본이미지를 상기 CMY방식 원본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은 아래 <수학식 3>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

대용 단말기.

수학식 3

C = 255 - R : M = 255 - G : Y = 255 - B

여기서, R은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빨간색(Red)이고, G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초록색(Green)이고, B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파란색(Blue)이고, C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시안(Cyan)이고, M은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

의 마젠타(Magenta)이고, Y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노랑(Yellow)이다.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프린터의 색 테이블을 수신하고 상기 프린터로 출력할 이미지를 송신하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USB 환경의 인터페이스

부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CMY방식 원본이미지를 상기 CMY방식 출력예상이미지로 매핑하는 것은 상기 CMY방식 원본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각의 CMY를 아래 <수학식 4>를 이용하여 매핑 결정 상수를 가장 작게 만드는 상기 프린터의 색 테이블의 각각의 CMY로

변경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수학식 4

MAP_Diff = w1(Cr-Cc)^2 + w2(Mg-Mm)^2 + w3(Yb-Yy)^2

여기서, MAP_Diff는 매핑 결정 상수이고, w1와 w2와 w3은 실험에 의해 미리 결정된 가중치이고, Cr은 RGB의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시안(Cyan)의 색이고, Mg는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마젠타(Magenta)

의 색이고, Yb는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노랑(Yellow)의 색이고, Cc는 매핑할 색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시안(Cyan)의 색이고, Mm는 매핑할 색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마젠타(Magenta)의 색이고,

Yy는 매핑할 색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노랑(Yellow)의 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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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CMY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를 상기 RGB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은 아래 <수학식 5>을 사용함을 특징으

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수학식 5

R = 255 - C : G = 255 - M : B = 255 - Y

여기서, R은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빨간색(Red)이고, G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초록색(Green)이고, B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파란색(Blue)이고, C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시안(Cyan)이고, M은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

의 마젠타(Magenta)이고, Y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노랑(Yellow)이다.

청구항 6.

표시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프린터와 직접 연결하여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프린터의 색 테이블을 전송받고 상기 색 테이블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표시부에 나타나는 RGB방식 원본이미지를 CMY방식 원본이미지로 변환하고, 상기 CMY방식 원본 이미지를 상기 프

린터의 색 테이블을 이용해 CMY방식 출력예상이미지로 매핑하고, 상기 CMY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를 RGB방식 출력 예상

이미지로 변환하고, 변환한 상기 RGB방식 출력예상이미지를 상기 표시부에서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에서 변환한 상기 RGB방식 출력예상이미지를 출력하는 상기 표시부를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RGB방식 원본이미지를 상기 CMY방식 원본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은 아래 <수학식 6>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

대용 단말기.

수학식 6

C = 255 - R : M = 255 - G : Y = 255 - B

여기서, R은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빨간색(Red)이고, G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초록색(Green)이고, B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파란색(Blue)이고, C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시안(Cyan)이고, M은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

의 마젠타(Magenta)이고, Y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노랑(Yellow)이다.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의 상기 인터페이스부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USB 환경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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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MY방식 원본이미지를 상기 CMY방식 출력예상이미지로 매핑하는 것은 상기 CMY방식 원본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각의 CMY를 아래 <수학식 7>를 이용하여 매핑 결정 상수를 가장 작게 만드는 상기 프린터의 색 테이블의 각각의 CMY로

변경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수학식 7

MAP_Diff = w1(Cr-Cc)^2 + w2(Mg-Mm)^2 + w3(Yb-Yy)^2

여기서, MAP_Diff는 매핑 결정 상수이고, w1와 w2와 w3은 실험에 의해 미리 결정된 가중치이고, Cr은 RGB의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시안(Cyan)의 색이고, Mg는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마젠타(Magenta)

의 색이고, Yb는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노랑(Yellow)의 색이고, Cc는 매핑할 색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시안(Cyan)의 색이고, Mm는 매핑할 색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마젠타(Magenta)의 색이고,

Yy는 매핑할 색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노랑(Yellow)의 색이다.

청구항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CMY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를 상기 RGB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은 아래 <수학식 8>을 사용함을 특징으

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수학식 8

R = 255 - C : G = 255 - M : B = 255 - Y

여기서, R은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빨간색(Red)이고, G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초록색(Green)이고, B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파란색(Blue)이고, C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시안(Cyan)이고, M은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

의 마젠타(Magenta)이고, Y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노랑(Yellow)이다.

청구항 11.

표시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이미지 표시 방법에 있어서,

프린터의 색 테이블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정과,

RGB방식 원본이미지를 CMY방식 원본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CMY방식 원본 이미지를 상기 프린터의 상기 색 테이블을 이용해 CMY방식 출력예상이미지로 매핑하는 과정과,

상기 CMY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를 RGB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제어부에서 변환된 상기 RGB방식 출력예상이미지를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이미지 표시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RGB방식 원본이미지를 상기 CMY방식 원본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은 아래 <수학식 9>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

대용 단말기의 이미지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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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9

C = 255 - R : M = 255 - G : Y = 255 - B

여기서, R은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빨간색(Red)이고, G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초록색(Green)이고, B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파란색(Blue)이고, C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시안(Cyan)이고, M은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

의 마젠타(Magenta)이고, Y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노랑(Yellow)이다.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하는 과정 전에 상기 프린터의 상기 색 테이블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프린터로부터 상기 색 테이블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USB 환경을 이용하여 수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이미지 표시방법.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CMY방식 원본이미지를 상기 CMY방식 출력예상이미지로 매핑하는 것은 상기 CMY방식 원본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각의 CMY를 아래 <수학식 10>를 이용하여 매핑 결정 상수를 가장 작게 만드는 상기 프린터의 색 테이블의 각각의 CMY

로 변경함을 특징으로 휴대용 단말기의 이미지 표시방법.

수학식 10

MAP_Diff = w1(Cr-Cc)^2 + w2(Mg-Mm)^2 + w3(Yb-Yy)^2

여기서, MAP_Diff는 매핑 결정 상수이고, w1와 w2와 w3은 실험에 의해 미리 결정된 가중치이고, Cr은 RGB의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시안(Cyan)의 색이고, Mg는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마젠타(Magenta)

의 색이고, Yb는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노랑(Yellow)의 색이고, Cc는 매핑할 색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시안(Cyan)의 색이고, Mm는 매핑할 색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마젠타(Magenta)의 색이고,

Yy는 매핑할 색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노랑(Yellow)의 색이다.

청구항 15.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CMY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를 상기 RGB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은 아래 <수학식 11>을 사용함을 특징으

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이미지 표시방법.

수학식 11

R = 255 - C : G = 255 - M : B = 255 - Y

여기서, R은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빨간색(Red)이고, G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초록색(Green)이고, B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파란색(Blue)이고, C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시안(Cyan)이고, M은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

의 마젠타(Magenta)이고, Y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노랑(Yellow)이다.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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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이미지 표시 방법에 있어서,

프린터와 상기 휴대용 단말기의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직접 연결하여 색 테이블을 전송받는 과정과,

상기 휴대용 단말기의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전송받은 상기 프린터의 상기 색 테이블을 저장하는 과정과,

RGB방식 원본이미지를 CMY방식 원본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CMY방식 원본 이미지를 프린터의 색 테이블을 이용해 CMY방식 출력예상이미지로 매핑하는 과정과,

상기 CMY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를 RGB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제어부에서 변환된 상기 RGB방식 출력예상이미지를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이미지 표시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RGB방식 원본이미지를 상기 CMY방식 원본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은 아래 <수학식 12>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

대용 단말기의 이미지 표시방법.

수학식 12

C = 255 - R : M = 255 - G : Y = 255 - B

여기서, R은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빨간색(Red)이고, G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초록색(Green)이고, B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파란색(Blue)이고, C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시안(Cyan)이고, M은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

의 마젠타(Magenta)이고, Y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노랑(Yellow)이다.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의 상기 인터페이스부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USB 환경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이미지 표시방법.

청구항 19.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CMY방식 원본이미지를 상기 CMY방식 출력예상이미지로 매핑하는 것은 상기 CMY방식 원본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각의 CMY를 아래 <수학식 13>를 이용하여 매핑 결정 상수를 가장 작게 만드는 상기 프린터의 색 테이블의 각각의 CMY

로 변경함을 특징으로 휴대용 단말기의 이미지 표시방법.

수학식 13

MAP_Diff = w1(Cr-Cc)^2 + w2(Mg-Mm)^2 + w3(Yb-Yy)^2

여기서, MAP_Diff는 매핑 결정 상수이고, w1와 w2와 w3은 실험에 의해 미리 결정된 가중치이고, Cr은 RGB의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시안(Cyan)의 색이고, Mg는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마젠타(Mag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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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색이고, Yb는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노랑(Yellow)의 색이고, Cc는 매핑할 색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시안(Cyan)의 색이고, Mm는 매핑할 색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마젠타(Magenta)의 색이고,

Yy는 매핑할 색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노랑(Yellow)의 색이다.

청구항 20.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CMY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를 상기 RGB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은 아래 <수학식 14>을 사용함을 특징으

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이미지 표시방법.

수학식 14

R = 255 - C : G = 255 - M : B = 255 - Y

여기서, R은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빨간색(Red)이고, G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초록색(Green)이고, B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파란색(Blue)이고, C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시안(Cyan)이고, M은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

의 마젠타(Magenta)이고, Y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노랑(Yellow)이다.

청구항 21.

표시부를 구비하는 영상 기기(器機)에 있어서,

프린터의 색 테이블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표시부에 나타나는 RGB방식 원본이미지를 CMY방식 원본이미지로 변환하고, 상기 CMY방식 원본 이미지를 상기 프

린터의 색 테이블을 이용해 CMY방식 출력예상이미지로 매핑하고, 상기 CMY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를 RGB방식 출력 예상

이미지로 변환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에서 변환된 상기 RGB방식 출력예상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상기 표시부를 포함하는 영상 기기(器機).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프린터에 직접 연결하여 프린트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프린터의 색상표시방식과 휴대용

단말기 표시부의 색상표시방식의 차이로 휴대용 단말기 표시부의 원본 이미지가 프린터에 출력될 때 다르게 출력되는 현

상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에 프린터 출력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상기 본 발명은 프린터와 직접연결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를 위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하기의 설명은 휴대용 단말기 이외

에 프린터와 직접 연결이 가능한 영상기기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최근 이동 통신 단말기 또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 이하 PDA라 함)등의 휴대용 단말기가 많

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휴대용 단말기는 단순한 전화 통화 또는 일정 관리 등의 목적뿐만 아니라 장착된 디지털 카메

라에 의한 이미지 촬영하거나, 위성 방송의 시청 등 그 활용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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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용 단말기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 촬영 및 동영상 감상, 저장 된 이미지의 재생은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휴대용 단말기에 장착 되는 카메라의 경우 해상도가 낮거나 작은 렌즈의 크기로 인하여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에 비해 품질이 낮은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카메라 모듈 제작의 기술 향상 및 이미지 촬

영 센서의 감도 향상, 이를 처리하는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Image Signal Processor - ISP)의 기술 발전으로 200만 화소

가 넘는 휴대용 단말기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이미지를 단순히 단말기 상에서만 재생하는

한계를 넘어서 최근에는 저장 된 이미지를 포토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최근 보급되는

디지털 카메라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없이 프린터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예:Direct Printing - Canon,etc.)이 카메라

와 프린터를 동시에 개발하는 회사들에 의해 구현되어 있다. 이는 사진을 인쇄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방식인 카

메라에서 컴퓨터로 사진을 전송하는 단계와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단계를 하나로 통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휴대용 단말기에 사용 되는 카메라 모듈의 성능이 320만 화소(예:SPH-s2300)를 넘는 휴대 전화기가 출시되었다. 이

는 단순히 단말기에 부착된 표시부(표시부의 경우 26만 화소 정도 지원)를 통해서 재생하는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최근

휴대용 단말기에서 촬영한 고화질의 사진을 포토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출력을 하는 제품도 나와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직접 인쇄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휴대용 단말기 내에 흡수하

는 추세로 볼 때 머지않아 단순한 디지털 카메라는 카메라 모듈을 내장한 휴대용 단말기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존 직접연결 인쇄(Direct Printing) 기술의 경우 디지털 카메라에서 저장 된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로 프린터로 전송하면

이를 프린터에서 바로 출력하는 형태이다. 프린터의 경우 각 제조사 별로 사용하는 부품이 다르고 프린터에 장착되어 작용

하는 잉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이미지를 동일한 컴퓨터에서 출력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상이한 결과물을 낳게 된다. 첨

부된 도 1과 도 2를 참조하여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에 나타나는 원본 이미지 사진이고, 도 2는 상기 도 1의 원본이미지를 각각의 서로 다른 프

린터로 출력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는 이미지 사진이다. 상기 도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각각의 프린트마다 서로 다른 결

과물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는 RGB 색상표시 방식을 사용한다. RGB 색상표시 방식에 의한 이미지는 빨간색 (Red), 초록색

(Green), 파란색 (Blue)의 세 가지 색을 혼합하여 나타낸 색상 이미지이다. 이 세 가지 색, 즉 RGB 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

하면 많은 다른 색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빨간색과 초록색을 같은 비율로 섞으면 노란색 (Yellow) 이 만들어진

다. 이와 같은 빨간색(R), 초록색(G), 파란색(B)을 빛의 3원색이라고 한다.

한편 우리가 그림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세 가지 기본색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다. 이것을 색의 3원색이

라고 한다. 색의 3원색의 파란색은 실제로는 하늘색에 가까운데 정확히는 시안 (Cyan) 이라고 하며 파란색과 초록색을 섞

었을 때 만들어진다. 또한, 색 3원색의 빨간색은 대부분 빨간색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빨간색이 아니고 빨간색과 비슷한

정확히는 마젠타 (Magenta) 라는 색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을 때 나오는 색이다. 즉, 색의 3원색은 시안 (Cyan), 마젠

타 (Magenta), 노랑 (Yellow) 이다.

이와 같이 빛의 3원색은 RGB 이며 색의 3원색은 CMY 이다. TV 나 모니터, 무대 조명 등에서는 RGB 를 합성하여 색을 내

며, 인쇄나 도색, 염색 등은 CMY 를 이용하여 색을 나타낸다.

물체는 조명을 받아서 흡수하며 그 중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반사해 색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빨간 물체는 빨강 (R) 이외의

파장은 모두 흡수한다. 따라서 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조명에서 빨강 이외의 색을 뺀 셈이다. 이것을 빛의 감법혼합 이라

고 부른다. 이러한 이유로 물체의 3원색은 흰색 조명에서 빨강 (R), 초록 (G), 파랑 (B) 을 각각 뺀 색이다. 색 좌표에서 두

빛을 혼합하면 두 색을 연결한 직선상에 오는데 반해 색을 빼면 반대쪽 직선에 위치한다. 흰색에서 빨강을 빼면 빨강의 반

대쪽 색은 시안 (C) 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흰색에서 초록 (G), 파랑 (B) 을 빼면 각각 마젠타 (M), 노

랑 (Y) 이 된다. 따라서 인쇄, 도색 등에 쓰이는 염료나 페인트 등에는 CMY 의 3원색을 사용한다. 프린터의 컬러 잉크는

이 세 가지 색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인쇄에서는 K 라고 표시하는 검은색을 같이 사용한다. 물론 CMY 의 3원색을 적절히

섞으면 검은색을 만들 수는 있으나 CMY 의 페인트나 컬러 잉크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검은 전용색을 추가해 CMYK 를 사

용한다.

컴퓨터의 모니터에서 보여 지는 색과 인쇄됐을 때 보여지는 색이 다른 것은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 지는 색채는 가법혼색이

고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색채는 감법혼색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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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눈이 느끼는 색을 그대로 휴대 단말기의 표시부에서 재현해 내고 이를 다시 프린터로 프린트했을 때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치 독립적’ 인 색상재현 방법이 동원된다. 즉, 물체에 의해 반사된 태양광 스펙트럼이 사람 눈에 일으키

는 자극들과 일치되는 표시부 RGB의 혼합량을 알아내야 하는데, 이는 표시부마다 다르다. 또 이렇게 구한 RGB 가 단순한

수학적 공식에 의해 CMYK 로 바뀌어 프린터로 보내지면 도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색영역의 차이 때문에 나타내지 못

하는 색들이 생기게 되므로 프린터에 따라 다른 값으로 바꾸어 출력하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와 프린터의 색상표시방식의 차이(이로 인한 색 영역의 차이)와 표시기술과 인쇄 기술의 제

조사별 차이로 인하여 사용자는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를 통해 인지하는 색 정보와 같은 이미지를 프린터의 인쇄물을 통

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용자가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에 나타나는 특정한 이미지를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

력을 한 경우에, 표시부에서 인지한 색상 정보와 색감의 차이가 존재하는 출력물을 보게 된다.

즉,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는 이미지와 프린터로 출력되는 이미지는 색의 표현 방법의 차이, 표

시장치 및 프린터의 각각의 특성차이로 인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이미지를 출력하게 된다. 따라서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

부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프린터로 출력하기 전에 프린터로 출력할 때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프린터

출력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목적은 표시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 또는 영상기기에 있어서, 표시부의 이미지를 프린터에 출력하기 전에

표시부에 프린터로 출력할 때의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 또는 영상기기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은 다른 목적은 특히 프린터와 직접연결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 또는 영상기기에 있어서, 기기 사용자가 표시부의

이미지를 프린터에 출력하기 전에 표시부에 프린터로 출력할 때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원하는 이미지만을 출력

할 수 있게 하는 휴대용 단말기 또는 영상기기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표시부와 프린터 사이가 각각 다른 색상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프린터가 같은 색을 표현

하는 잉크가 달라서 서로 다른 색으로 표현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출력물 얻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 연결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위의 목적들에서 제공하는 휴대용 단말기나 영상기기의 이미지 표시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하에서는 색상 정보를 RGB(빨강,초록,파랑)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원본이미지를 RGB방식 원본이미지 라는

용어로, 색상 정보를 CMY(시엔,마젠타.노랑)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원본이미지를 CMY방식 원본이미지 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또한, 상기 RGB방식으로 표현되고 상기 원본이미지가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프린터로 출력할 때 예상

되는 이미지를 RGB방식 출력예상이미지 라는 용어로, 상기 CMY방식으로 표현되고 상기 원본이미지가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프린터로 출력할 때 예상되는 이미지를 CMY방식 출력예상이미지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프린터와 직접연결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프린터의 색 테이블과 대표적인 몇몇 프린터의 색 테이블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프린터와 직접 연결하여 색 테이

블을 전송받고, 출력하고자하는 이미지를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부와, RGB방식 원본이미지를 CMY방식 원본이미지로 변환

하고, 상기 CMY방식 원본 이미지를 프린터의 색 테이블을 이용해 CMY방식 출력예상이미지로 매핑하고, 상기 CMY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를 RGB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로 변환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에서 변환된 상기 RGB방식 출력예상이

미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하는 프린터와 직접연결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를 제공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프린터와 직접 연결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의 이미지 표시 방법에 있

어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프린터의 색 테이블과 대표적인 몇몇 프린터의 색 테이블을 저장하는 과정과, 휴대용 단말

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프린터의 색 테이블이 없는 경우 상기 프린터와 상기 휴대용 단말기의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직접 연

결하여 색 테이블을 전송받는 과정과, RGB방식 원본이미지를 CMY방식 원본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CMY방식

원본 이미지를 프린터의 색 테이블을 이용해 CMY방식 출력예상이미지로 매핑하는 과정과, 상기 CMY방식 출력 예상이미

지를 RGB방식 출력 예상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제어부에서 변환된 상기 RGB방식 출력예상이미지를 시각적으

로 표시하는 과정과, 출력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상기 휴대용 단말기의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프린터의 입출력 인터페이스

부로 직접 연결하여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프린터와 직접연결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의 이미지 표시방법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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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의 실시 예들을 변경, 구성요서의 추가 등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실시 예들

도 가능하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

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

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은 프린터에 직접 연결하여 프린트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프린터의 색상표시방식과 휴대용

단말기 표시부의 색상표시방식의 차이로 휴대용 단말기 표시부의 원본 이미지가 프린터에 출력될 때 다르게 출력되는 현

상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프린터는 휴대용 단말기와 직접 연결하여 프린트 가능한 프린터로서 이하의 설명에서는 휴대용 단말기와 직

접 연결하여 프린트 가능한 컬러 잉크 프린터를 예로서 설명하겠다.

현재 컬러 프린터의 경우 잉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 잉크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레이

저를 이용하여 염료를 승화시키는 방식이다.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실제 자연색에 굉장히 근접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린터의 색상영역 또한 색상별 계조가 255단계로 자연색상에 가까운 색상이 표현 가능하다.

그러나 표시부와 프린터의 색 혼합 방식의 차이에서 생기는 색감의 차이는 여전히 매우 크다. 이로 인해 표시부를 이용해

이미지를 인지한 뒤 출력을 하게 되면 색상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본 발명은 실시 예는 잉크로 인쇄하는 색 혼합방식의 과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의 색 혼합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상기 표시부를 이용하여 볼 때의 이미지가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지를 알 수 있도

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기 표시부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인하고 출력을 해도 출력 이미지와 비슷한 품질의 이미지를

상기 표시부를 통해서 확인한 상태이므로 예상했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상기 본 발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말기와 프린터 사이의 데이터 전송 방식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방식을 따른다. 대표

적으로는 USB 규격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전송측이 Host가 되고 프린터 측이 Client가 된다. 일반적인 USB 환경에서는

Host 와 Client 사이의 관계가 정해지면 Client에서 Host로 데이터가 전송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색역 테이블을 전송하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USB에서 양 Host/Client를 겸용으로 동작하도록

구현하면 가능하다. 상기 본 발명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상기 프린터가 자신이 어떤 색상영역을

나타내는지를 테이블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상기 단말기에 연결되면 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상기 단말기가 기

존에 출시된 상기 프린터의 색 테이블을 미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프린터가 연결되면 검색하는 단계를 거쳐 상기

색 테이블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의 경우 어떠한 프린터라도 정해진 규격의 테이블만 있으면 연결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데이터의 전송량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두 번째 방식의 경우 프린터의 고유 번호

만 전송하면 되므로 데이터 전송량은 작지만 미리 테이블을 저장해야 하므로 호환의 문제와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

는 단점이 있다. 이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몇몇 기종은 테이블은 저장하고, 자주 사용하는 기종의 테이블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과, 나머지는 기종의 테이블을 전송하는 방식을 취하면 구현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송 방식에 관한 장치 외에 색 영역 변환을 위해 사용 될 테이블을 저장할 메모리와 이를 계산할 수 있는 제어부를 이용한

다. 테이블 매핑의 경우 계산량을 거의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미지를

재생할 때 출력 시의 이미지의 재생과 단순한 원본 이미지의 재생을 사용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 컴퓨터에서 재생하

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한 출력을 하는 경우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이 장착 된 단말기로 사진을 촬영한다. 상기 촬영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전송받은 사진,

저장된 사진 등 다양한 이미지가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재생되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색상

을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를 통해 재생시킨다. 프린터 장치와 연결이 되면 단말기와 프린터는 프린터의 모델명, 색 테이

블의 전송 결정 등을 하게 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따르게 된다. 굳이 두 가지 방식 외에도 적절한

색 테이블 지정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채택 가능하다. 색 테이블이 결정되면 상기 원본이미지와 테이블 사이에서 색상영역

매핑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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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프린터는 RGB영역이 아닌 CMY영역에서 색을 표현하므로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색 테이블은 CMY로 작성 되

어 있다. 색 테이블 매핑을 위하여 원본 이미지 값을 CMY로 전환한다. 미리 저장 되어 있거나 프린터 측에서 단말기로 전

송하게 될 테이블은 CMY영역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RGB영역과 CMY영역 사이의 전환 공식은 아래의 <수학식 1>

과 같다.

수학식 1

C = 255 - R : M = 255 - G : Y = 255 - B

R = 255 - C : G = 255 - M : B = 255 - Y

여기서, R은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빨간색(Red)이고, G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초록색(Green)이고, B는 RGB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파란색(Blue)이고, C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시안(Cyan)이고, M은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

의 마젠타(Magenta)이고, Y는 CMY 색상표시 방식에서의 노랑(Yellow)이다.

RGB 색 영역과 CMY 색 영역의 차이는 도 3을 첨부해 설명하겠다. 상기 도 3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RGB 색 영역과

CMY 색 영역은 표현 영역에 있어서 대부분 일치하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이미지는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나 프린터에 상관없이 해당 기기에서 정해진 포맷에 맞는 데이터로 구성 된다. 휴대용 단

말기의 경우 원본 이미지는 대부분 RGB의 색 영역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를 <수학식 1>의 공식으로 CMY영역으로 전환

한다. 전환된 CMY영역의 이미지를 매핑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매핑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상기 본 발명

에서는 다음의 방식을 제안한다. 우선 RGB의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을 Cr Mg Yb 라고 하고 매핑할 색 테이블에

서 결정될 값을 Cc Mm Yy 라고 한다. 매핑 결정 상수를 MAP_Diff 라고 하면 <수학식 2>와 같이 결정될 수 있다.

수학식 2

MAP_Diff = w1(Cr-Cc)^2 + w2(Mg-Mm)^2 + w3(Yb-Yy)^2

여기서, MAP_Diff는 매핑 결정 상수이고, w1와 w2와 w3은 실험에 의해 미리 결정된 가중치이고, Cr은 RGB의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시안(Cyan)의 색이고, Mg는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마젠타(Magenta)

의 색이고, Yb는 색 영역 전환으로 얻어진 CMY값 중에서 노랑(Yellow)의 색이고, Cc는 매핑할 색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시안(Cyan)의 색이고, Mm는 매핑할 색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마젠타(Magenta)의 색이고,

Yy는 매핑 테이블에서 결정될 CMY값 중에서 노랑(Yellow)의 색이다.

상기 w1~w3 은 측정에 의해 결정 될 수 있는 가중치 값이다. 만약 프린터의 색상영역이 붉은 색상이 원래 이미지보다 진

하게 출력된다면 w1이 w2와 w3과 비교해서 큰 값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붉은 색은 마젠타(M)와 노란색(Y)

의 합인데 그 성분을 시안(C)에 비해 작은 값으로 정하게 되면 프린터의 잘못 된 색상영역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프

린터 별로 다른 값이 설정 될 수 있고, 잉크의 양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는 값이다. 즉, 프린터의 색 테이블의 CMY값을 대

입하여 측정한 MAP_Diff 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색 테이블의 CMY값으로 매핑을 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와 가장 근접

한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상태에서의 색상 결정과 프린터 출력시의 색상 결정방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가중치 값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색이 결정되

면 이들 색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를 통해서 재생시킨다.

본 발명에서 구현하는 프린터에 직접 연결하여 프린트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와 상기 휴대용 단말기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

의 구조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구성된 이미지 표시 방법 및 장치를 개선하

기 위한 블록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400)와 프린터(402)가 연결

된 구조로, 휴대용 단말기(400)은 단말기 표시부(404), 단말기 카메라부(406), 단말기 입출력 인터페이스부(408), 단말기

제어부(410)및 단말기 메모리부(412)를 포함하며, 프린터(402)는 프린터 입출력 인터페이스부(414), 프린터 인쇄부(416)

, 프린터 제어부(418) 및 프린터 메모리부(420)를 포함한다.

상기 단말기 표시부(404)는 출력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 또는 프린터로 출력할 때의 예상 이미지를 표시부에

출력한다.

상기 단말기 입출력 인터페이스부(408)과 프린터 입출력 인터페이스부(414)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데이터 전송 방식을

사용하여 휴대용 단말기와 프린터 장치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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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기 제어부는 휴대용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는 프린터로부

터 전송 받은 색 테이블 또는 단말기 메모리(412)에 저장되어있는 색 테이블을 이용해 프린터로 출력할 때의 예상되는 이

미지를 표시부에 출력한다.

상기 단말기 메모리부(412)는 자주 사용하는 프린터와 가장 널리 사용하는 몇몇 프린터의 색 테이블을 보관한다.

상기 프린터 메모리부는(420)는 프린터특성에 맞게 설정된 색 테이블을 저장한다.

도 5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선택된 원본 이미지를 프린터(402)로 출력하고자할 때 상기 프린터(402)로 출력했을 때

의 예상되는 출력 이미지를 단말기 표시부(404)에 출력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500단계에서 사용자는 출력하고자 하는 원본이미지를 선택한다. 502단계에서 휴대용 단말기(400)은 상기 프린터(402)와

연결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연결 되어있지 않으면 514단계에서 선택된 상기 원본이미지를 그대로 상기 단말기 표시부

(404)에 출력한고, 502단계에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400)이 상기 프린터(402)와 연결되어있으면 504단계에서 상기 단말

기 표시부(404)에 출력할 방식을 선택한다. 출력 방식으로는 상기 원본이미지 그대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상기 프린터

(402)로 출력할 때의 출력예상이미지로 출력하는 방식이 있다.

506단계에서 상기 원본이미지로 출력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514단계에서 선택된 상기 원본이미지를 그대로 단말기

표시부(404)에 출력한고, 506단계에서 프린터(402) 출력 예상 상태로 출력예상이미지를 단말기 표시부(404)에 표시하기

원하는 경우, 508단계 단말기 제어부(410)은 RGB방식 원본이미지를 상기 프린터(402)의 색상표시 방식인 CMY방식 원

본이미지로 변환한다.

510단계에서 상기 단말기 제어부(410)은 단말기 메모리(412) 또는 프린터 메모리(420)로부터 전송된 색 테이블을 이용하

여 CMY방식 원본이미지를 상기 프린터(402)로 출력할 때의 출력예상이미지로 매핑하여 CMY방식 출력예상이미지를 구

한다. 512단계에서 상기 CMY방식 출력예상이미지를 RGB방식 출력예상이미지로 변환한다. 516단계에서 단말기 표시부

(404)에 상기 RGB방식 출력예상이미지를 출력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

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을 적용하면 휴대용 단말기 또는 영상기기의 표시부에 프린터를 통해 출력할 때의 색상이미지를 나타나게 함으로

써, 표시부에 나타나는 색상 이미지와 프린터를 통해 출력한 출력물의 색상 이미지의 차이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원하는

이미지만을 출력할 수 있게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에 나타나는 원본 이미지 사진,

도 2은 도 1의 원본 이미지를 각각의 프린터에서 출력한 사진,

도 3은 휴대용 단말기 표시부의 RGB방식과 프린터의 CMY방식의 색상 표시 영역을 비교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구성된 프린터와 직접연결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의 블록 구성을 도시한 도면 및,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프린터에 의해 출력될 이미지를 미리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에 출력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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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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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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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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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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