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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와 PD 프린터를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직접 접속시켜, DSC로부터 PD 프린터로 화상 데이터를 송신하여 기록

하는 기록 시스템으로서, PD 프린터와 DSC에 실장된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통신 수순을 확립하고, 기록 시스템으로서의

복수의 기능 각각을 DSC나 PD 프린터에 분담시키며, DSC와 PD 프린터에 분담된 기능들 간에 데이터 및 커맨드를 이송

시키고, DSC로부터 공급된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PD 프린터에 의해 기록을 행한다.

대표도

도 9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기록 디바이스와 통신에 이용하는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통신하여,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로부터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화상 데이터를 송신하여 기록하는 기록 시스템으로서,

상기 기록 디바이스와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에 인스톨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통신 수순(procedure)을 확립하고,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부터 기능 정보를 다른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송신

수단;

상기 송신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상기 기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또는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상기 기

록 시스템의 복수의 기능 각각을 분담시키는 분담 수단; 및

상기 분담 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및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분담된 기능들 간에 데이터 및 커맨드를 이송시

키고,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로부터의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기록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기록 동작을 행하는 기록

제어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화상 데이터는 상기 분담 수단에 의하여 분담된 상기 분담된 기능들을 이용하여 선택되는 기록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범용 인터페이스에서, 상기 기록 디바이스를 호스트(host)로 설정하고,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를 슬레이브(slave)

로 설정하며, 상기 분담 수단은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의해 구현되는 기록 시스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능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조작 제어 기능, 또는 기억 매체에 기억된 화상 파일을 관리하는 기억

제어 기능, 또는 프린트 동작을 제어하는 프린트 제어 기능을 적어도 포함하는 기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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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기록 디바이스와 통신에 이용하는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통신하여,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로부터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화상 데이터를 송신하여 기록하는 기록 시스템의 제어 방법으로서,

상기 기록 디바이스와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에 인스톨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통신 수순을 확립하는 단계;

상기 통신 수순의 확립 후, 상기 기록 시스템으로서의 복수의 기능 각각을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또는 상기 기록 디바이

스에 분담시키는 분담 단계; 및

상기 분담 단계에서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및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분담된 기능들 간에 데이터 및 커맨드를 이송시키

고,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로부터의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기록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기록을 행하는 기록 제어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화상 데이터는 상기 분담 단계에서 분담된 상기 분담된 기능들을 이용하여 선택되는 기록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범용 인터페이스에서, 상기 기록 디바이스를 호스트로 설정하고,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를 슬레이브로 설정하며,

상기 분담 단계는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는 기록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능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조작 제어 기능, 또는 기억 매체에 기억된 화상 파일을 관리하는 기억

제어 기능, 또는 기록 동작을 제어하는 기록 제어 기능을 적어도 포함하는 기록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729682

- 3 -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는 복수의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접속 가능하고, 상기 화상 공급 디

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는 각각 상기 범용 인터페이스 각각에 대해 전용 프로토콜을 구비하는 기록 시스템의 제어 방

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분담 단계에서,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또는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분담되는 기능은, 접속된 범용 인터페이스에 따

라 결정되는 기록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능은, 화상 포맷 서포트, 레이아웃 프린트, 날짜 프린트, 파일명 프린트, 화상 보정, 고정 사이즈 프린트, 화

상 클리핑, 및 프린트 잡 포맷 서포트 기능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기록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통신에 이용하는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직접 통신하고,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로부터 화상 데이

터를 수신하여 상기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 디바이스로서,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의 통신 수순을 확립하고,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의 기능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획득 수단;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기록 시스템을 위한 복수의 기능 각각을, 상기 획득 수단에 의

해 획득된 기능 및 상기 기록 디바이스의 기능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또는 상기 기록 디바이스

에 분담시키는 분담 수단; 및

상기 분담 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분담된 상기 기능들을 이용하여 데이터 및 커맨

드를 이송 및 수신하고,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로부터 공급된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기록 동작을 행하는 기록 제어 수

단

을 포함하고,

상기 화상 데이터는 상기 분담 수단에 의하여 분담된 상기 분담된 기능들을 이용하여 선택되는 기록 디바이스.

청구항 18.

통신에 이용하는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록 디바이스와 직접 통신하고, 상기 기록 디바이스로 화상 데이터를 송신하여,

상기 기록 디바이스가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게 하는 화상 공급 디바이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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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록 디바이스와의 통신 수순을 확립하고, 상기 기록 디바이스의 기능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획득 수단;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기록 시스템을 위한 복수의 기능 각각을, 상기 획득 수단에 의

해 획득된 상기 기능에 관한 상기 정보 및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의 기능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

스 또는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분담시키는 분담 수단; 및

상기 분담 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분담된 상기 기능들을 이용하여 데이터 및 커맨

드를 이송 및 수신하고, 상기 기록 디바이스가 기록을 행하게 하는 기록 제어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화상 데이터는 상기 분담 수단에 의하여 분담된 상기 분담된 기능들을 이용하여 선택되는 화상 공급 디바이스.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는 복수의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접속 가능하고, 상기 화상 공급 디

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는 각각 상기 범용 인터페이스 각각에 대해 전용 프로토콜을 구비하는 기록 디바이스.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분담 수단은, 적어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조작 제어 기능, 또는 기억 매체에 기억된 화상 파일을 관리하는

기억 제어 기능, 또는 프린트 동작을 제어하는 프린트 제어 기능을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또는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분

담하는 기록 디바이스.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능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조작 제어 기능, 또는 기억 매체에 기억된 화상 파일을 관리하는 기억

제어 기능, 또는 프린트 동작을 제어하는 프린트 제어 기능을 적어도 포함하는 기록 디바이스.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능은, 화상 포맷 서포트, 레이아웃 프린트, 날짜 프린트, 파일명 프린트, 화상 보정, 고정 사이즈 프린트, 화

상 클리핑, 및 프린트 잡 포맷 서포트 기능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기록 디바이스.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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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는 복수의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접속 가능하고, 상기 화상 공급 디

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는 각각 상기 범용 인터페이스 각각에 대해 전용 프로토콜을 구비하는 화상 공급 디바이스.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분담 수단은, 접속된 범용 인터페이스에 따라,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또는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기능을 분담하는

화상 공급 디바이스.

청구항 25.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능은, 화상 포맷 서포트, 레이아웃 프린트, 날짜 프린트, 파일명 프린트, 화상 보정, 고정 사이즈 프린트, 화

상 클리핑, 및 프린트 잡 포맷 서포트 기능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화상 공급 디바이스.

청구항 26.

통신에 이용하는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직접 통신하고,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로부터 화상 데이

터를 수신하여 상기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으로서,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의 통신 수순을 확립하고,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의 기능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획득 단계;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기록 시스템을 위한 복수의 기능 각각을, 상기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기능 및 상기 기록 디바이스의 기능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또는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분담시키는 분담 단계; 및

상기 분담 단계에서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분담된 상기 기능들을 이용하여 데이터 및 커맨드를

이송 및 수신하고,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로부터 공급된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기록 동작을 행하는 기록 제어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화상 데이터는 상기 분담 단계에서 분담된 상기 분담된 기능들을 이용하여 선택되는 기록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는 복수의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접속 가능하고, 상기 화상 공급 디

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는 각각 상기 범용 인터페이스 각각에 대해 전용 프로토콜을 구비하는 기록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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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담 단계에서, 적어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조작 제어 기능, 또는 기억 매체에 기억된 화상 파일을 관리하

는 기억 제어 기능, 또는 프린트 동작을 제어하는 프린트 제어 기능이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또는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분담되는 기록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능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조작 제어 기능, 또는 기억 매체에 기억된 화상 파일을 관리하는 기억

제어 기능, 또는 프린트 동작을 제어하는 프린트 제어 기능을 적어도 포함하는 기록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능은, 화상 포맷 서포트, 레이아웃 프린트, 날짜 프린트, 파일명 프린트, 화상 보정, 고정 사이즈 프린트, 화

상 클리핑, 및 프린트 잡 포맷 서포트 기능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기록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

청구항 31.

통신에 이용하는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록 디바이스와 직접 통신하고, 상기 기록 디바이스로 화상 데이터를 송신하여,

상기 기록 디바이스가 상기 데이터를 기록하게 하는 화상 공급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으로서,

상기 기록 디바이스와의 통신 수순을 확립하고, 상기 기록 디바이스의 기능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획득 단계;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기록 시스템을 위한 복수의 기능 각각을, 상기 획득 단계에서

획득된 상기 기능에 관한 상기 정보 및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의 기능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또는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분담시키는 분담 단계; 및

상기 분담 단계에서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분담된 상기 기능들을 이용하여 데이터 및 커맨드를

이송 및 수신하고, 상기 기록 디바이스가 기록을 행하게 하는 기록 제어 단계

을 포함하고,

상기 화상 데이터는 상기 분담 단계에서 분담된 상기 분담된 기능들을 이용하여 선택되는 화상 공급 디바이스의 제어 방

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는 복수의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접속 가능하고, 상기 화상 공급 디

바이스와 상기 기록 디바이스는 각각 상기 범용 인터페이스 각각에 대해 전용 프로토콜을 구비하는 화상 공급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

청구항 33.

등록특허 10-0729682

- 7 -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분담 단계에서, 접속된 범용 인터페이스에 따라,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또는 상기 기록 디바이스에 기능이 분담되

는 화상 공급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능은, 화상 포맷 서포트, 레이아웃 프린트, 날짜 프린트, 파일명 프린트, 화상 보정, 고정 사이즈 프린트, 화

상 클리핑, 및 프린트 잡 포맷 서포트 기능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화상 공급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카메라 등의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기록 장치를 갖는 기록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간단한 조작으로 화상을 촬영하여 디지털 화상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촬상 장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카메라로 촬영한 화상을 프린트하여 사진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일단, 그 촬영된 디지털 화상 데이

터를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PC(컴퓨터)에 입력하고, 그 PC에서 화상 처리를 행한 후, 그 PC로부터 컬러 프린터에 출력하

여 프린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하여, 최근에는, PC를 통하지 않고, 직접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컬러 프린터에 디지털 화상 데이터를 전송하여 프린

트할 수 있는 컬러 프린트 시스템이나, 디지털 카메라에 탑재되어, 촬상한 화상을 기억하는 메모리 카드를 직접 컬러 프린

터에 장착하고, 그 메모리 카드에 기억되어 있는 촬영된 화상을 프린트할 수 있는, 소위 포토 다이렉트(photo-direct : PD)

프린터 등도 개발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직접 프린터에 화상 데이터를 전송하여 프린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는 각 메이커마다

그 사양이나 조작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종 메이커의 디지털 카메라에 대응할 수 있는 포토 다이렉트 프린터의 출현

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포토 다이렉트 프린터는, 상기 설명한 디지털 카메라 이외에도, 예를 들면, 휴대 전화나

PDA, 그 이외에도 각종 디바이스로부터의 화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프린트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프린터 자체

의 기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의 능력(Capability)을 예측할 수 없어, 서로의 기능 정보의 교환이 필수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종래예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본 발명의 일 특성은,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지 않는 화상 데이터의 전

송 및 기록 지시를 행함으로써, 각 회사의 화상 공급 디바이스로부터의 화상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특성은,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기록 장치 사이의 표준 통신 규약을 규정하여, 기종이나 메이커에 의존

하지 않는 기록 처리를 실행할 수 있는 기록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기록 장치를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접속하여,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로

부터 상기 기록 장치에 화상 데이터를 송신하여 기록하는 기록 시스템으로서, 상기 기록 장치와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

에 실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통신 수순(procedure)을 확립하고, 상기 기록 시스템으로서의 복수의 기능 각각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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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상기 기록 장치 중 하나에 분담시키는 분담 수단과, 상기 분담 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 공급 디바

이스와 상기 기록 장치에 분담된 기능들 간에 데이터 및 커맨드를 이송시키고, 상기 화상 공급 디바이스로부터의 화상 데

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기록 장치를 이용하여 기록을 행하는 기록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기록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성들 및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게 되며, 첨부 도면에 있

어서, 유사한 참조 번호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지칭한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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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포토 다이렉트 프린터(이하, PD 프린터라 함)(1000)의 개관 사시도이다. 이 PD 프린터

(1000)는, 호스트 컴퓨터(PC)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프린트하는 통상의 PC 프린터로서의 기능과, 메모리 카드 등의

기억 매체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를 직접 판독하여 프린트하거나, 혹은 디지털 카메라로부터의 화상 데이터를 수신

하여 프린트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도 1에서, 본 실시예에 따른 PD 프린터(1000)의 외피를 이루는 본체는, 케이스 M(1001), 상부 케이스(1002), 액세스 커

버(1003) 및 배출 트레이(1004)의 외장 부재를 갖고 있다. 또한, 하부 케이스(1001)는, PD 프린터(1000)의 대략 하반부

를, 상부 케이스(1002)는 본체의 대략 상반부를 각각 형성하며, 양 케이스가 조합되어 내부에 후술하는 각 기구를 수납하

는 수납 공간을 갖는 중공체 구조를 이루고, 그 상면부 및 전면부에는 각각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배출 트레이

(1004)는, 그 일단부가 하부 케이스(1001)에 회전 가능하게 유지되어, 그 회전에 의해 하부 케이스(1001)의 전면부에 형

성되는 개구부를 개폐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기록 동작을 실행시킬 때는, 배출 트레이(1004)를 전면측으로

회전시켜 개구부를 개방시켜, 여기로부터 기록 시트가 배출 가능하게 됨과 아울러, 배출된 기록 시트를 순차 적재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또한, 배출 트레이(1004)에는, 2매의 보조 트레이(1004a, 1004b)가 수납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각 트레이

를 앞쪽으로 인출함으로써 용지의 지지 면적을 3 단계로 확대, 축소시킬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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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되어 있고, 이 액세스 커버(1003)를 개방함으로써 본체 내부에 수납되어 있는 기록 헤드 카트리지(도시하지 않음) 혹

은 잉크 탱크(도시하지 않음) 등의 교환이 가능해진다. 또, 여기서는 도시하지 않지만, 액세스 커버(1003)를 개폐시키면,

그 이면에 형성된 돌기가 커버 개폐 레버를 회전시키도록 되어, 그 레버의 회전 위치를 마이크로 스위치 등으로 검출함으

로써, 액세스 커버의 개폐 상태를 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상부 케이스(1002)의 상면에는, 전원 키(1005)가 누름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부 케이스(1002)의 우측에

는, 액정 표시부(1006)나 각종 키 스위치 등을 구비하는 조작 패널(1010)이 설치되어 있다. 이 조작 패널(1010)의 구조는

도 2를 참조하여 자세히 후술한다. 참조 번호 1007은 자동 급송부로서, 기록 시트를 장치 본체 내로 자동적으로 급송한다.

참조 번호 1008은 지간 선택 레버로서, 프린트 헤드와 기록 시트의 간격을 조정하기 위한 레버이다. 참조 번호 1009는 카

드 슬롯으로서, 여기에 메모리 카드를 장착 가능한 어댑터가 삽입되어, 이 어댑터를 통하여 메모리 카드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여 프린트할 수 있다. 이 메모리 카드(PC)로서는, 예를 들면 compact flash memory™, smart

media™, memory stick 등이 있다. 참조 번호 1011은 뷰어(액정 표시부)로서, 이 PD 프린터(1000)의 본체에 착탈 가능

하고, PC 카드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 중에서 프린트하고자 하는 화상을 검색하는 경우 등에, 1 프레임마다의 화상이나 인

덱스 화상 등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참조 번호 1012는 후술하는 디지털 카메라를 접속하기 위한 USB 단자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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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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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에서, 액정 표시부(1006)에는, 그 좌우에 프린트되어 있는 항목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설정하기 위한 메뉴 항목이 표

시된다. 여기에 표시되는 항목으로서는, 예를 들면, 프린트하고자 하는 화상(사진)의 선두 사진 번호, 지정 프레임 번호(개

시 프레임 지정/프린트 프레임 지정), 화상의 최종(종료) 사진 번호, 프린트 부수(복사 부수), 프린트에 사용하는 용지(프린

트 시트)의 종류(용지 종류), 1매의 용지에 프린트하는 사진의 매수 설정(레이아웃), 프린트 품질의 지정(품질), 촬영한 날

짜를 프린트할지의 여부의 지정(날짜 프린트), 사진을 보정하여 프린트할지의 여부의 지정(화상 보정), 프린트에 필요한

용지 매수의 표시(용지 매수) 등이 있다. 이들 각 항목은, 커서 키(2001)를 이용하여 선택 혹은 지정된다. 참조 번호 2002

는 모드 키로서, 이 키를 누를 때마다, 프린트의 종류(인덱스 프린트, 전체 프레임 프린트, 1 프레임 프린트 등)를 전환할

수 있어, 이에 따라 LED(2003)의 대응하는 LED가 점등된다. 참조 번호 2004는 유지보수(maintenance) 키로서,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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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클리닝 등, 프린터의 유지보수를 행하게 하기 위한 키이다. 참조 번호 2005는 프린트 개시 키로서, 프린트의 개시

를 지시할 때, 혹은 유지보수의 설정을 확립할 때 눌러 사용된다. 참조 번호 2006은 프린트 중지 키로서, 프린트를 중지시

키는 시간이나, 유지보수의 중지를 지시할 때에 눌러 사용된다.

다음으로, 도 3을 참조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PD 프린터(1000)의 제어에 따른 주요부의 구성을 설명한다. 또한, 이 도 3

에서, 전술한 도면과 공통되는 부분에는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고 이들의 설명을 생략한다.

도 3에서, 참조 번호 3000은 제어부(제어 기판)를 나타낸다. 참조 번호 3001은 ASIC(application specific LSI)를 나타내

며, 그 구성은 도 4의 블록도를 참조하여 자세히 후술한다. 참조 번호 3002는 DSP(Digital signal Processor)로, 내부에

CPU를 갖고, 후술하는 각종 제어 처리 및, 휘도 신호(RGB)로부터 농도 신호(CMYK)로의 변환, 스케일링, 감마 변환, 오차

확산 등의 화상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참조 번호 3003은 메모리로서, DSP(3002)의 CPU의 제어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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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로서 기능하는 메모리 영역을 갖고 있다. 참조 번호 3004는 프린터 엔진으로서, 여기서는, 복수색의 컬러 잉크를

이용하여 컬러 화상을 프린트하는 잉크젯 프린터의 프린터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참조 번호 3005는 디지털 카메라(DSC)

(3012)를 접속하기 위한 포트로서의 USB 커넥터이다. 참조 번호 3006은 뷰어(1011)를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이다. 참조

번호 3008은 USB 허브(USB HUB)로서, 이것의 PD 프린터(1000)가 PC(3010)로부터의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프린트

를 행할 때는, PC(3010)로부터의 데이터를 그대로 통과시켜, USB(3021)를 통하여 프린터 엔진(3004)에 출력한다. 이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PC(3010)는, 프린터 엔진(3004)과 직접, 데이터나 신호의 교환을 행하여 프린트를 실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PC 프린터로서 기능함). 참조 번호 3009는 전원 커넥터로서, 전원(3019)으로부터, 상용 AC 전압이 변환된 직

류 전압을 입력받는다. 참조 번호 3010은 일반적인 퍼스널 컴퓨터(PC)이고, 참조 번호 3011은 상술한 메모리 카드(PC 카

드)이며, 참조 번호 3012는 디지털 카메라(Digital Still Camera : DSC)이다.

또한, 이 제어부(3000)와 프린터 엔진(3004) 간의 신호의 교환은, 상술한 USB(3021) 또는 IEEE1284 버스(3022)를 통하

여 행해진다.

도 4는 ASIC(3001)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로서, 이 도 4에서도, 전술한 도면과 공통되는 부분은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

고, 이들의 설명을 생략한다.

참조 번호 4001은 PC 카드 인터페이스부로서, 장착된 PC 카드(3011)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거나, 혹은

PC 카드(3011)에 데이터의 기입 등을 행한다. 참조 번호 4002는 IEEE1284 인터페이스부로서, 프린터 엔진(3004) 사이

의 데이터의 교환을 행한다. IEEE1284 인터페이스부(4002)는, 디지털 카메라(3012) 혹은 PC 카드(3011)에 기억되어 있

는 화상 데이터를 프린트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버스이다. 참조 번호 4003은 USB 인터페이스부로서, PC(3010)와의 사이

에서의 데이터의 교환을 행한다. 참조 번호 4004는 USB 호스트 인터페이스부로서, 디지털 카메라(3012)와의 사이에서

데이터의 교환을 행한다. 참조 번호 4005는 조작 패널 인터페이스부로서, 조작 패널(1010)로부터 각종 조작 신호를 입력,

표시부(1006)에의 표시 데이터의 출력 등을 행한다. 참조 번호 4006은 뷰어 인터페이스부로서, 뷰어(1011)에의 화상 데

이터의 표시를 제어하고 있다. 참조 번호 4007은 각종 스위치나 LED(4009) 등과의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인터

페이스부이다. 참조 번호 4008은 CPU 인터페이스부로서, DSP(3002)와의 사이에서 데이터의 교환의 제어를 행하고 있

다. 참조 번호 4010은 이들 각부를 접속하는 내부 버스(ASIC 버스)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SC(3012)의 대표적인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단, 본 실시예의 PD 프린터

(1000)에 접속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중에는, 후술하는 표시부(2700)를 갖지 않는 기기도 존재할 수 있다.

도 5에서, 참조 번호 3100은 DSC 전체의 제어를 담당하는 CPU이고, 참조 번호 3101은 CPU(3100)의 처리 수순을 기억

하고 있는 ROM이다. 참조 번호 3102는 CPU(3100)의 작업 영역으로서 사용되는 RAM이고, 참조 번호 3103은 각종 조작

을 행하는 스위치군으로서, 도 27에 도시하는 각종 스위치나 커서 키 등이 포함된다. 참조 번호 2700은 액정 표시부로서,

촬상한 화상을 확인하거나, 각종 설정을 행할 때의 메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참조 번호 3105는 광학 유닛으로서,

주로 렌즈 및 그 구동계로 구성된다. 참조 번호 3106은 CCD 소자이고, 3107은 CPU(3100)의 제어하에서 광학 유닛

(3105)을 구동 제어하는 드라이버이다. 참조 번호 3108은 기억 매체(3109)(compact flash memory™, smart media 등)

를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이고, 참조 번호 3110은 PC 혹은 실시예에 있어서의 PD 프린터(1000)와 접속하기 위한 USB 인

터페이스(USB의 슬레이브측)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PD 프린터(1000)와 DSC(3012)를 접속하여 프린트를 행하는 경우의 예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이 PD 프린터(1000)와 같은 화상 출력 장치에 각 메이커의 디지털 카메라, 나아가서는 휴대 전화나 메모리 디바이스 등의

디바이스(Digital Still Photography Device : DSPD)를 접속하여, 거기에서 취득한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프린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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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PD 프린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PD 프린터(1000)와 이들 DSPD를 접속하여 프린트를

행하는 경우의 통신 규약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PD 프린터와 DSPD 사이의 통신 제어를 범용

파일, 범용 포맷을 이용하여 행하며,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지 않는 신규한 CDPS(Canon Direct Print Service)를 제안한

다.

DSPD와 화상 출력 장치 사이에서, 예를 들면, USB 상의 PTP(Still Image Class)나 매스 스토리지 클래스(Mass Storage

Class), 블루투스 상의 OBEX, 또는, UpnP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통신 프로토콜 아키텍처(communication protocol

architecture)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프린트 서비스 기능의 개념을 이용한다. 이 프린트 서비스 기능은 어플리케이

션층에서의 실행 기능의 집합체이며, 각종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의 화상 데이터 및 디바이스 사이의 통신 제어는 범용 파일, 범용 포맷을 이용하여 행하기 때문에(예를 들면,

XML 서식을 이용하여 기술함)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DSPD와 화상 출력 장치를 접속한 시스템에서, 그 조작(operation)은, 어느 한쪽의 조작부(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

라의 액정 화면이나, 프린터 상의 조작부)를 이용하여 행해지지만, 시스템 전체를 고려할 경우에, 양쪽 장치가 동일한 기능

을 구비하는 경우 등에, 어느 장치의 조작부를 사용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에서는,

후술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처리(이행 처리) 후에, 조작부나 그 외의 기능을, 각 장치 사이에서 어떻게 분담시킬지를

결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범용성을 넓힌다.

[통신 개요 설명]

도 6은 DSPD의 대표적인 장치인 디지털 카메라(DSC)(3012)와 화상 출력 장치의 대표예인, 본 실시예에 따른 PD 프린터

(1000) 사이의 통신의 개요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또한, 여기서는, 이들 DSC(3012)와 PD 프린터(1000)는 서로 USB를

통해 접속되어 있고, 그 사이의 통신은 PTP를 이용하고 있다. 이 USB 접속에 있어, PD 프린터(1000)를 호스트측, DSC

(3012)를 슬레이브측으로 한다.

이하, 이러한 수순을 순서대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DSC(3012)가 전술한 도 5의 구성을 갖고, 프린트 화상 및 프린트 조건

을 설정하고, 프린트 개시 지시를 행하는 예를 설명한다.

(1) 우선 최초로, USB 케이블에 의해 DSC(3012)와 PD 프린터(1000)를 물리적으로 접속한다.

(2) 다음으로, PD 프린터(1000)의 USB 호스트 컨트롤러(USB 태스크)가 DSC(3012)를 인식하여, Image Class PTP로

접속을 행한다. 이것이 도 6에서 600으로 나타내는 「통신의 확립」 상태이다.

(3) 다음으로, PD 프린터(1000)에 대해, 본 실시예에서 규정하는 통신 규약(CDPS)으로 이행하기 위해 처리(601)로 진행

한다. 이 때, DSC(3012)와 PD 프린터(1000) 사이에서의 정보의 교환에 기초하여, 양자 간에 CDPS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서비스가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표준」 또는 「확장」 중 어느 수순으로 실행할지가 확인 및

결정된다(610). 또한, 이 처리(601)에서는, 프린트 화상의 결정 및 프린트 조건의 설정, 프린트 개시의 지시 등을 DSC

(3012) 혹은 PD 프린터(1000) 중 어느 것이 담당할지 등의 결정도 행해진다.

(4) 이 처리(601)의 결과, 「표준」 수순(602)의 서비스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프린터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지한다(603). 구체적으로는, 서비스는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용지 사이즈나 용지 종류, 프린트 품질, 레이아웃 상의 가능한 조합 등이다.

(5) DSC(3012)에서는, 처리(603)에서 보내 온 서비스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조작하는 UI 메뉴를 작성하여 표시부(2700)

에 표시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프린트 화상의 설정 및 사진 선택(이들을 통합하여 「잡(job)」이라고 함)을 UI 메뉴를

통하여 행한다(611).

(6) 이렇게 해서 「잡」의 설정이 종료하고, 프린트 개시 지시가 DSC(3012)에서 사용자에 의해 행해지면, DSC(3012)로

부터 PD 프린터(1000)에 「잡」의 통지가 행해진다(604).

(7) 다음으로, PD 프린터(1000)는, (604)에서 보내온 「잡」의 내용에 따라 PD 프린터(1000)의 설정을 행한 후, 필요한

화상 파일을 DSC(3012)로부터 취득하여(605) 사진의 프린트를 행한다(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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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잡」의 실행 중에, PD 프린터(1000)에서 어떠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DSC(3012)에 그 발생한 에러의

내용을 통지하여 사용자에게 대응을 구한다(606)(본 실시예에서는, 「프린트 속행/중지」의 선택으로 함). 이렇게 해서 사

용자가 DSC(3012)의 UI를 사용하여 그 대응을 결정하면(612), 그 내용이 PD 프린터(1000)에 보내져 대응하는 에러 처리

(614)가 실행된다.

(9) 이와 같이 하여, 화상 파일의 전송과 프린트 처리(→에러의 송수신)를 반복하여 「잡」이 완료되면, 다시 DSC(3012)

에서의 「잡」 설정 상태(611)가 된다.

(10) 또한, 상술한 610에서 CDPS의 「확장 수순」의 서비스를 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참조번호 607로 나타낸,

각 벤더에 고유한 수순 및 「확장」 처리를 실행한다. 이 「확장 수순」에서의 처리는 각 벤더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여

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계층 구조]

도 7은 DSPD의 대표인 DSC(3012)와 화상 출력 장치의 대표인 PD 프린터(1000)를 접속한 경우의 기능을 계층 구조로 도

시하는 도면이다.

도 7에서, 참조 번호 700 및 703은 어플리케이션부를 나타내고, 참조 번호 701 및 702는 물리층을 나타내며, 여기서는

USB와 블루투스의 예로 나타낸다. DSC(3012) 및 PD 프린터(1000)는 참조 번호 700과 703로 나타내는 부분(어플리케이

션부)을 각각 포함함으로써, 본 CDPS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단, 참조 번호 701, 702로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토콜층

의 PTP나 BIP 및 MSC(Mass Storage Class)상의 파일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아키텍처가 실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한, 각 어플리케이션 부분(700, 703)에, 이 프린트 서비스 기능의 실태가 존재하고 있고, CDPS로부터 각각의 프로토콜로

변환하는 부분에서 프린트 서비스 기능이 실행된다.

이와 같이 하여, 물리적인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다이렉트 프린트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시스템 전체의 기능]

도 8은 상술한 DSPD와 화상 출력 기기가 접속되었을 때, 이들을 일체의 시스템이라고 본 경우의 기능 구성을 도시하는 도

면이다.

계층 구조가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지 않음을 규정한데 이어서, DSPD들 및 화상 출력 장치의 「기능」들의 독립성을 실현

하기 위해서, 요소(오브젝트)들이 보다 하이 레벨에서 정의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DSPD와 화상 형성 장치 사이에서의 각

종 기능의 구분이나 분담을 행하지 않고, 이 다이렉트 프린트 시스템 전체에서 필요한 기능 구성 요소의 정의 및 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는 시스템 전체의 기능을 크게 4개의 기능(800∼803)으로 나눈다.

<CDPS 초기화 처리(CDPS Initializer)>

CDPS 초기화 처리(800)는, 다른 CDPS의 기능에 앞서서 최초로 기동된다. 여기서는, CDPS 모드로의 이행(표준, 확장) 등

을 판정하여, 그 판정 결과를 「Service Discovery」(804)로서 각 기능에 통지한다. 이것은 전술한 도 6의 (601)에 상당

한다.

<조작 제어(Operation Controller)>

사용자(812)와의 대화를 행하는 UI 부분의 관리(조작 제어 : Operation Controller)(801)는 CDPS 초기화 처리(800)로부

터 「Service Discovery」(804)를 수신하여 기동된다. 조작 제어(801)는, 프린트 디바이스(810)(프린터 엔진(3004))로

프린트 가능한 서비스 「Service」(807)를 프린트 제어(Print Controller)(803)로부터 취득하며, 또한 기억 제어(Storage

Controller)(802)로부터 PC 카드(3011) 등의 기억 디바이스(811)가 보유하고 있는 화상 정보 리스트 「Data List」(805)

를 취득한다. 그리고, 이들 「Service」(807) 및 「Data List」(805)의 기술에 기초하여 UI 메뉴를 작성한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UI 메뉴를 통하여 입력되는 사용자의 지시에 기초하여, 출력 설정 지시서 「Job」(808)을 작성하여 프린트 제어

(803)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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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제어(Storage Controller)>

기억 제어(802)는, 사진 화상을 보유하는 기억 매체, 예를 들면 전술한 PC 카드(3011)의 관리를 행한다. 이 기억 제어

(802)는, CDPS 초기화 처리(800)로부터의 「Service Discovery」(804)를 수신하여 기동한다. 또한, 조작 제어(801)로

부터의 요청에 따라, 기억 디바이스(811)에 보유되어 있는 화상 정보 리스트 「Data List」(805)를 작성하여, 이것을 조작

제어(801)에 통지한다. 또한, 프린트 제어(803)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기억 디바이스(811)에 보존되어 있는 화상 파일

「Job Data」(806)를 프린트 제어(803)에 송출한다.

<프린트 제어>

프린트 제어(Print Controller)(803)는, 사진 화상의 프린트를 행하는 프린트 디바이스(810)의 관리를 행한다. 이 프린트

제어(803)는, CDPS 초기화 처리(800)로부터의 「Service Discovery」(804)를 수신하여 기동하며, 조작 제어(801)에 프

린트 디바이스(810)로 프린트 가능한 서비스 「Service」(807)를 통지한다. 또한, 조작 제어(801)로부터 출력 설정 지시

서 「Job」(808)을 취득하면, 그 「Job」(808)의 기술에 기초하여, 「Data List」(805)에 기재된 기술 방법으로, 기억 디

바이스(811)에 보존되어 있는 화상 파일 「Job Data」(806)를 기억 제어(802)에 요구하여 취득한다. 이것에 기초하여, 프

린트 디바이스(810)가 처리 가능한 프린트 데이터를 작성하여 프린트 디바이스(810)에 출력함으로써 프린트가 행해진다.

도 9는 도 8의 각 기능에 의한 처리의 흐름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우선, 단계 S1에서, CDPS 초기화 처리(800)가 CDPS 모드로 이행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그 판정에 기초하여, 각

기능에 「Service Discovery」(804)를 통지하여, 각 기능을 기동한다. 다음으로, 단계 S2로 진행하여, 프린트 제어(803)

는, 프린트 디바이스(810)가 제공할 수 있는 프린트 서비스 「Service」(807)를 조작 제어(801)에 통지한다. 다음으로,

단계 S3로 진행하여, 조작 제어(801)는, 기억 제어(802)로부터 기억 디바이스(811)가 보유하고 있는 화상 정보 리스트

「Data List」(805)를 취득한다. 다음으로, 단계 S4로 진행하여, 조작 제어(801)는 「Service」(807) 및 「Data List」

(805)에 기초하여 프린트 설정용 UI를 구성하고 표시한다. 이 UI에 따라서 입력되는 사용자(812)의 지시에 기초하여, 프

린트하여야 할 화상과, 프린트 모드의 선택 등을 규정하는 프린트 설정 지시서 「Job」(808)을 작성하고, 작성된 「Job」

(808)을 프린트 제어(803)에 통지한다. 다음으로, 단계 S5로 진행하여, 프린트 제어(803)는, 그 「Job」(808)의 기술에

따라 프린트 디바이스(810)에 대하여 프린트 설정을 행한다. 다음으로, 기억 제어(802)에 대하여, 「Data List」에 기재된

기술 방법으로, 기억 디바이스(811)가 보유하고 있는, 프린트에 필요한 화상 파일 「Job Data」(806)를 요구하여, 그것을

취득한다. 그리고, 프린트 디바이스(810)가 처리 가능한 프린트 데이터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단계 S6으로 진행하여, 그

프린트 데이터를 프린트 디바이스(810)에 출력하여 프린트한다. 그리고, 단계 S7에서는, 프린트 처리의 종료가 지시되었

는지를 조사하여, 종료 지시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S4로 되돌아가 전술한 처리를 실행한다. 그리고, 프린트 처리

의 종료가 지시되었으면 이 처리를 종료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상술한 각 기능이 DSPD 혹은 화상 출력 장치 중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상관없이, 상술한 계층 구

조, 4개의 기능(800∼803) 및 상기 4개의 기능 사이에서 교환되는 5개의 정보군(804∼808)을 이 CDPS의 기본 구성으로

한다.

[DSC와 PD 프린터에 의한 CDPS 구성]

도 10은 DSC(3012)와 PD 프린터(1000)가 접속된 상태에서의 CDPS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여기서는, DSC

(3012)와 PD 프린터(1000)의 양자가, 상술한 4개의 기능(800∼803)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기

억 디바이스(811)와 프린트 디바이스(810)는, 논리적으로는 이 CDPS 시스템의 외부에 위치하며, 어느 쪽에 접속되어 있

을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본 실시예의 CDPS에서는, DSC(3012)와 PD 프린터(1000)가 물리적이고 또한 논리적으로 접속된 후, DSC(3012) 및 PD

프린터(1000) 양쪽의 CDPS 초기화처리(800)가 대화를 행하여, 다른 3가지 기능(801∼803) 및 기억 디바이스(811), 프

린트 디바이스(810)의 각각의 처리 기능을, DSC(3012) 혹은 PD 프린터(1000) 중 어느 것이 담당하여 관리할지를 결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11은 본 실시예에서 CDPS에서의 기능 분담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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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계 S11에서, DSC(3012)에서의 기능(800∼803)의 각각의 서포트 레벨을 PD 프린터(1000)에 통지한다. 다음으

로, 단계 S12로 진행하여, PD 프린터(1000)는, DSC(3012)로부터 수신한 각 기능의 서포트 레벨과 PD 프린터(1000) 자

신의 서포트 레벨을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이용 가능성이 높은 기능이 DSC(3012)와 PD 프린터(1000) 중 어디에 포

함되어 있는지를 판정하여, 각 기능을 어디에 분담할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단계 S13으로 진행하여, 그 결정한 각 기능의

담당 정보와 관리 정보를 DSC(3012)에 통지한다. 그리고, 단계 S14로 진행하여, DSC(3012)와 PD 프린터(1000)의 각각

에서, 자신이 담당하도록 결정된 각 기능을 기동하고, 단계 S15에서 CDPS를 개시한다.

또한, 여기서 「확장 수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단계 S12의 시점에서, DSC와 PD 프린터가 확장 수순의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며, 그 후의 데이터 교환은 각 벤더 고유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각 기능이 반드시 DSC(3012)와 PD 프린터(1000) 양쪽에서 서포트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DSC(3012) 혹은 PD

프린터(1000) 중 어느 하나로 서포트될 필요가 있다. 특히, CDPS 초기화(800)에 관해서는, 만약 DSC(3012)가 CDPS 초

기화처리(800)를 서포트하지 않더라도, 인터페이스의 접속 상황에 따라서는 PD 프린터(1000)의 CDPS 초기화처리(800)

에 의해, 이 시스템은 CDPS 모드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CDPS 구성예 1]

도 12는, USB 상에서 Image Class의 PTP(Picture Transfer Protocol)로, DSC(3012)와 PD 프린터(1000)를 접속한 경

우의 CDPS의 구성예 1을 설명하는 도면으로, 전술한 도 8 및 도 10과 공통되는 부분은 동일한 기호로 도시하며 이들의 설

명을 생략한다. 여기서는, 액정 표시부(2700)가 설치되어 있는 DSC(3012)와, 액정뷰어(1011)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PD

프린터(1000)를 접속한 경우에 설명한다. 즉, 이 예에서는, DSC(3012)에는, CDPS 초기화(800), 조작 제어(801) 및 기억

제어(802)가 존재하고 있고, PD 프린터(1000)는 도 10과 같은 기능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우선, PD 프린터(1000)의 CDPS 초기화(800)가, DSC(3012)의 CDPS 초기화(800)와의 사이에서, 각 기능의 분담 및 관

리에 대하여 정보 교환을 하고자 한다. 이것에 대하여 DSC(3012)는, 조작 제어(801) 및 기억 제어(802)의 기능을 서포트

하는 취지(액정 표시부(2700)가 있다는 것 등)를 전한다. 이에 따라 PD 프린터(1000)의 CDPS 초기화(800)는, PD 프린터

(1000)의 조작 제어(801) 및 기억 제어(802)의 서포트 레벨(액정 뷰어 없음 등)과 비교하여, 이하과 같이 시스템 구성을

결정한다. 그리고, PD 프린터(1000)의 CDPS 초기화(800)에 대하여, 「CDPS 이행 가능」이라 회답하고, 또한 DSC

(3012)에 하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한다.

(1) 조작 제어(801), 기억 제어(802)는 DSC(3012)가 담당 및 관리한다.

(2) PD 프린터(1000)는 프린트 제어(803)를 담당, 관리한다.

(3) 기억 디바이스(811)는 DSC(3012)에 있고, DSC(3012)의 기억 제어(802)가 이 기억 디바이스(811)를 관리한다.

(4) 프린트 디바이스(810)(프린터 엔진(3004))는 PD 프린터(1000)에 있고, PD 프린터(1000)의 프린트 제어(803)가 프

린트 처리를 관리한다.

따라서, 상술한 처리는 무선 LAN(Wireless LAN)의 TCP/IP 등의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접속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행해진다.

[CDPS 구성예 2]

도 13은 USB 상에서 Image Class의 PTP로, DSC(3012)와 PD 프린터(1000)를 접속한 경우의 CDPS의 구성예 2를 설명

하는 도면으로, 전술한 도 8 및 도 10과 공통되는 부분은 동일한 기호로 도시하며 이들의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여기서

는, 액정 표시부(2700)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DSC(3012)와, 액정뷰어(1011)가 부착되어 있는 PD 프린터(1000)를 접속

하는 경우, 혹은 DSC(3012)가 CDPS 초기화(800)를 구비하고 있지 않는 예로 설명한다. 또한, PD 프린터(1000)는 도 10

과 같은 기능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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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프린터(1000)의 CDPS 초기화(800)가, DSC(3012)의 CDPS 초기화(800)와 각 기능의 분담 및 관리에 대하여 정보 교

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DSC(3012)는 CDPS 초기화(800)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응답할 수 없다. 따

라서, PD 프린터(1000)의 PTP Wrapper 층이, 이하와 같이 시스템 구성을 결정하여, PD 프린터(1000)의 CDPS 초기화

(800)에 대하여 「CDPS 이행 가능」이라고 응답한다.

(1) 조작 제어(801), 기억 제어(802) 및 프린트 제어(803)는 모두 PD 프린터(1000)가 담당 및 관리한다.

(2) 기억 디바이스(811)는 DSC(3012)에 있고, 표준의 PTP로 PD 프린터(1000)의 기억 제어(802)가 이 기억 디바이스

(811)에의 화상 액세스를 관리한다.

(3) 프린트 디바이스(810)는 PD 프린터(1000)에 있고, PD 프린터(1000)의 프린트 제어(803)가 이것을 관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DSC(3012)가 CDPS 초기화(800)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DSC(3012)가 가령 표시기

(2700)를 갖고 있더라도, 그 해상도나 조작성이, PD 프린터(1000)의 뷰어(1011)나 그 뷰어(1011)을 사용한 UI에 비하여

뒤떨어지면, PD 프린터(1000)의 CDPS 초기화(800)가 판단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성이 된다.

[CDPS 구성예 3]

도 14는 MSC(Mass Storage Class)에의 접속 시의 CDPS의 구성예 3를 설명하는 도면으로, 전술한 도 8 및 도 10과 공통

되는 부분은 동일한 기호로 도시하며 이들의 설명을 생략한다. 이 예는 예를 들면, 액정 표시기(2700)가 없는 DSC(3012)

를 MSC로서 액정 뷰어(1011)를 장착한 PD 프린터(1000)와 접속한 예로 설명한다.

이 경우에는, PD 프린터(1000)의 CDPS 초기화(800)가 DSC(3012)의 CDPS 초기화(800)와, 각 장치에서의 각 기능의 분

담 및 관리에 대하여 정보 교환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표준 벌크온리의 MSC로는, DSC(3012)와 쌍방향 정보의 교환이

매우 곤란하다. 그 때문에, PD 프린터(1000)의 Mass Storage Class Wrapper 층(820)이, 이하과 같이 시스템 구성을 결

정하여, PD 프린터(1000)의 CDPS 초기화(800)에 대하여 「CDPS 이행 가능」이라고 응답한다.

(1) 조작 제어(801), 기억 제어(802) 및 프린트 제어(803)는 모두 PD 프린터(1000)가 담당 관리한다.

(2) 기억 디바이스(811)는 DSC(3012)에 있고, 표준의 MSC로 PD 프린터(1000)의 기억 제어(802)가 관리한다.

(3) 프린트 디바이스(810)는 PD 프린터(1000)에 있고, PD 프린터(1000)의 프린트 제어(803)가 프린트 디바이스(810)를

관리한다.

[CDPS 출력 수순]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출력 수순은 이하의 2가지를 갖고 있다.

<표준 수순>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는, 하기의 기능 및 정보에 따르는 수순이 정의되어 있다.

· CDPS 초기화(CDPS Initialize) 기능

· 조작 제어(Operation Controller) 기능

· 기억 제어(Storage Controller) 기능

· 프린트 제어(Print Controller) 기능

· 서비스 디스커버(Service Discover) 정보

· 서비스(Service)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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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Job) 정보

· 잡 데이터(Job Data) 정보

<확장 수순>

각 벤더 고유의 사양에 기초하는 각종 포맷의 출력에도 대응 가능한 수순이 하기의 각각에 대하여 정의되어 있다.

· XHTML

· SVG

· 고유 포맷

[CDPS 기능 설명]

본 실시예의 CDPS에서는, DSC(3012)와 PD 프린터(1000) 쌍방의 PTP의 상위층에서 임의로 어플리케이션을 취급할 수

있도록 즉, DSC(3012)와 PD 프린터(1000) 사이의 기능(예를 들면,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의 교환 등, 여러 가지

PTP 프로토콜의 교환이 필요)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도 15a 및 도 15b에 도시한 바와 같은 프린트 서비스 기능을 설치하

였다. 상술한 도 7의 어플리케이션층(700, 703)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도 15a 및 도 15b에 도시하는 프린트 서비스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다이렉트 프린트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이 프린트 서비스 기능에는 필수 기능(도 15a)과 옵션 기능(도 15b)

이 있으며, CDPS를 서포트하는 장치는, 이 중 필수 기능을 전부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도 15a 및 도 15b는,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서비스 기능의 일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하, 이들 기능을 순차적

으로 설명한다.

(a) CDPS_ServiceDiscovery(서비스 디스커버리)

CDPS로의 이행을 행하는 기능이다. 리턴값은, 스크립트로, CDPS의 수순 「표준」 혹은 「확장」이 지시되어 있고, 어느

수순이 선택되었는지를 수신한다. 또한, 「확장」 수순 시에는, CDPS_ServiceDiscovery 기능만이 사용된다.

(b) CDPS_Service(프린터 제어(803)→조작 제어(801))

PD 프린터의 기능을 기재한 스크립트를 파라미터로서 통지한다. PD 프린터의 기능을 기재한 스크립트를 인수로 하고, 리

턴값은 통신의 결과 즉, 통신의 성부("TRUE" 또는 "FALSE")를 나타낸다.

(c) CDPS_PageStart(프린터 제어(803)→조작 제어(801))

프린트 개시를 (1 페이지마다) 통지한다. 파라미터는 프린트 기능을 기재한 스크립트이며, 리턴값은 통신의 결과 즉, 통신

의 성부("TRUE" 또는 "FALSE")를 나타낸다.

(d) CDPS_PageEnd(프린터 제어(803)→조작 제어(801))

프린트 종료를 통지(1 페이지마다 배지(排紙))하는 기능이다. 파라미터는 프린트 기능을 기재한 스크립트이며, 리턴값은

통신의 결과 즉, 통신의 성부("TRUE" 또는 "FALSE")를 나타낸다.

(e) CDPS_JobEnd(프린터 제어(803)→조작 제어(801))

프린트 잡의 종료를 통지한다. 파라미터는 프린트 기능을 기재한 스크립트이며, 리턴값은 통신의 결과 즉, 통신의 성부

("TRUE" 또는 "FALSE")를 나타낸다.

(f) CDPS_Error(프린터 제어(803)→조작 제어(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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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Warning/Fatal)를 통지하는 기능이다. 파라미터는 프린트 기능을 기재한 스크립트이며, 리턴값은 통신의 결과 즉, 통

신의 성부("TRUE" 또는 "FALSE")를 나타낸다.

(g) CDPS_JobData(프린터 제어(803)→기억 제어(802))

기억 제어(802)부터 JPEG 등의 화상을 취득하는 기능이다. 취득하는 화상 데이터의 핸들명을 기재한 스크립트를 인수로

하며, 리턴값은 취득한 화상 데이터의 바이트 수와 화상 데이터 그 자체이다.

(h) CDPS_DataList(프린터 제어(803)→기억 제어(802))

기억 제어(802)로부터 JPEG 등의 화상 정보의 리스트를 취득하는 기능이다. PD 프린터의 기능을 기재한 스크립트를 인수

로 하며, 리턴값은 화상 데이터의 리스트를 기재한 스크립트이다.

(i) CDPS_Job(프린터 제어(803)→기억 제어(802))

프린트 명령을 통지하는 기능이다. 프린트 명령을 기재한 스크립트를 인수로 하며, 리턴값은 통신의 결과 즉, 통신의 성부

("TRUE" 또는 "FALSE")를 나타낸다.

(j) CDPS_JobAbort(조작 제어(801)→프린트 제어(803))

프린트 중지 명령을 통지하는 기능이다. 프린터의 기능을 기재한 스크립트를 인수로 하며, 리턴값은 통신의 결과 즉, 통신

의 성부("TRUE" 또는 "FALSE")를 나타낸다.

(k) CDPS_JobContinue(조작 제어(801)→프린트 제어(803))

프린트 재개 명령을 통지하는 기능이다. 프린터의 기능을 기재한 스크립트를 인수로 하며, 리턴값은 통신의 결과 즉, 통신

의 성부("TRUE" 또는 "FALSE")를 나타낸다.

이상이 CDPS에서의 필수 기능이다.

본 CDPS는, 도 15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옵션 기능으로서 CDPS_PartialJobData 기능을 더 구비하고 있다.

이 CDPS_PartialJobData(프린터 제어(803)→기억 제어(802))는, 기억 디바이스(811)로부터 JPEG 등의 화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기능이다. 취득한 화상 데이터의 핸들명을 기재한 스크립트를 인수로 하며, 리턴값은 취득한 화상 데이터의 바이

트 수와 화상 데이터 그 자체이다.

[스크립트의 포맷의 설명]

이하, 상술한 서비스 디스커버리(CDPS_ServiceDiscovery)에 사용하는 스크립트의 내용, 및 그 이외의 기능으로 사용하

는 스크립트의 포맷에 대하여 설명한다.

<각종 기능 커맨드의 서식>

(1) 서비스 디스커버리(CDPS_ServiceDiscovery)의 스크립트의 서식

서비스 디스커버리(CDPS_ServiceDiscovery)에 사용하는 스크립트의 내용(UniCode로 기술함)으로, CDPS 모드로 이행

할 때 사용한다. 이에 따라 서로의 키워드를 인식한다.

CanonDirectPrintService(UILevel=X)(디바이스 정보로, UI 레벨 정보(X)는 0부터 4)

CanonDirectPrintService(HostUI)(호스트(PD 프린터)의 UI를 사용하는 경우) 혹은

CanonDirectPrintService(DeviceUI)(디바이스(DSC)측의 UI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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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DPS_PageStart, CDPS_PageEnd, CDPS_JobEnd, CDPS_DataList, CDPS_JobAbort, CDPS_JobContinue에서의

스크립트의 서식

<?XML version="1.0" encoding="UTF-16"?>

<!ELEMENT command("CDPS_PageStart" │ "CDPS_PageEnd" │ "CDPS_JobEnd" │ "CDPS_ JobAbort" │

"CDPS_JobContinue")>

(3) CDPS_Service의 스크립트의 서식

<?XML version="1.0" encoding="UTF-16"?>

<command(CDPS_Service)>

<capabiliby>

<-- PrinterCapability를 기술 -->

</capability>

(4) CDPS_Job의 스크립트의 서식

<?XML version="1.0" encoding="UTF-16"?>

<command(CDPS_Service)>

<job>

<capability>

<-- Printer Capability(PrintMode)를 기술-->

</capability>

<printlist>

<-- Image File Handle 및 날짜 등의 부가 정보를 기술 -->

</printlist>

</job>

(5) CDPS_ Error의 스크립트의 서식

<?XML version="1.0" encoding="UTF-16"?>

<command("CDPS_Error")>

<!ELEMENT status("fatal" │ "warning")>

<!ELEMENT reason("printer_occupied" │ "printer_busy" │ "ink_low" │ "lever_error" │ "load_ err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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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tatus」는, 이 에러가 잡에 복귀할 수 있는 에러인지의 여부를 기재한다. 예를 들면, 「fatal」은 복귀 불능,

「warning」은 복귀 가능을 의미한다. 또한, 「reason」은 그 에러 원인을 기재한다.

(6) CDPS_JobData, CDPS_PartialJobData의 스크립트의 서식

<?XML version="1.0" encoding="UTF-16"?>

<!ELEMENT command("CDPS_JobData" │ "CDPS_PartialJobData")>

<image(#PCDATA)>

<offset(#PCDATA)>

<size(#PCDATA)>

여기서, 「image」는 파일의 핸들명을 기재하고, 「offset」은 선두부터의 오프셋의 바이트 수를 기재하며, 「size」는 취

득하는 화상 데이터의 바이트 수를 기재한다. 단, CDPS_JobData인 경우, 옵션 기능의 부분 취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는, 이들 「offset」 및 「size」는 무효이다.

<Capability의 포맷>

CDPS_Service 기능 및 CDPS_Job 기능에 이용되는 <capability>의 서식을 이하에 나타낸다.

<capability>

<-- [니고시에이션(negotiation)이 필수가 아닌 항목] -->

<!ELEMENT quality("draft" │ "normal" │ "fine")>

<!ELEMENT paper_size("L" │ "2L" │ "card" │ "4 ×6" │ "A4" │ "letter" │ ···>

<!ELEMENT paper_type("plain" │ "photo")>

「quality」는 프린트 품질을 나타내고, 「빠름(draft)」, 「보통(normal)」, 「좋음(fine)」을 지정한다. 「paper_size」

는 용지 사이즈(L, 2L, 카드, 4 ×6, A4, 레터 사이즈 등)를 나타내고, 「paper_type」은 용지 종류를 나타내며, 「보통지

(plain)」, 「사진 전용지(photo)」를 지정한다.

<-- [니고시에이션이 필수인 항목] -->

<!ELEMENT image_ type("bmp" │ "jpeg" │ "tiff" │ ···)>

<!ELEMENT date("on" │ "off")>

<!ELEMENT file_name("on" │ "off")>

<!ELEMENT image_optimize("on" │ "off")>

<size_per_page(#PCDATA)>

<!ATTLIST layout L("borderless" │ "1 ×1" │ ··· │ "index(3 ×5)")"borderless"

2L("borderless" │ "1 ×1" │ ··· │ "index(5 ×7)")"border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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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_type」은 서포트하고 있는 화상 포맷을 나타낸다. 「date」는 날짜 프린트의 온/오프를 나타내고 있다. 「file-

name」은, 파일명의 프린트의 온/오프를 나타내고, 「image_ooptimize」는 화상 보정의 온/오프를 나타내고 있다.

「size_per_page」는 판독 가능한 화상 데이터의 사이즈를 나타내고, 「layout」은 각종 용지 종류에 대하여 가능한 레이

아웃을 나타낸다.

<option>

<!ATTLIST vendor image_optimize("DiPS" │ "auto" │···)"auto"

trimming_x(#PCDATA)"0"

trimming_y(#PCDATA)"0"

trimming_w(#PCDATA)"0"

trimming_h(#PCDATA)"0"

···>

</option>

</capability>

이 「option」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각 벤더에 고유한 Printer Capability를 나타내며, 여기에는 벤더명도 같이 기재한다.

<Job 포맷>

CDPS_Job 기능에 이용되는 <job>의 서식을 이하에 나타낸다.

<job>

<capabitily>

<-- 상술한 Capability 포맷 -->

</capability>

<printlist>

<image(#PCDATA)>

<date(#PCDATA)>

<file_name(#PCDATA)>

<-- 상기 image, data, filename을 반복한다 -->

</printlist>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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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로 둘러싸인 부분은, 이하에 계속되는 화상의 프린트 설정을 나타내고 있다. 또, 「printlist」로 둘러싸인

부분은, 이 잡 내에서 프린트하는 화상 및 부가 정보(날짜, 파일명) 등을 나타내고 있다.

<Job 포맷의 구체예>

다음으로, 이 Job 포맷의 구체예를 설명한다.

(A) L판(3.5 ×5)의 사진 용지에 Handle1의 화상을 날짜를 넣어 테두리없이 프린트한다.

<?XML version="1.0" encoding="UTF-16"?>

<command(CDPS_job)>

<job>

<capability>

<papersize("L)> : 용지 사이즈(L판)

<papertype("Photo")> : 사진 용지

<date("on")> : 날짜 프린트 온

<layout("borderless")> : 테두리 없는 프린트

</capability>

<printlist>

<image("handle1")> : 핸들 1의 프린트

<date("2002/05/30")> : 날짜(2002년 5월 30일)

</printlist>

</job>

(B) L판(3.5 ×5)의 사진 용지에 2 ×2의 레이 아웃으로 핸들 1∼6의 6개의 화상을 프린트한다.

<?XML version="1.0" encoding="UTF-16"?>

<command(CDPS_job)>

<job>

<capabitily>

<papersize("L")> : 용지 사이즈(L판(3.5 ×5))

<papertype("Photo")> : 사진 용지

<date("off")> : 날짜 프린트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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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2 ×2")> : 레이아웃 2 ×2

</capability>

<printlist>

<image("handle1")>

<image("handle2")>

<image("handle3")>

<image('handle4")>

<image("handle5")>

<image("handle6")> : 핸들 1∼6의 화상 지정

</printlist>

</job>

[CDPS의 「표준 수순」의 흐름의 설명]

도 16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의 기본적인 처리의 흐름을 설명하는 도면으로서, 여기서는 상술한 기능들(800 내지

803) 간에 송수신되고 있는 CDPS 기능들을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시계열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도면에서, 파선 위에

「A」, 「B」, 「C」, 「D」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은,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기능 분담의 구분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

한, 전술한 도 8과 공통되는 부분은 동일한 기호로 도시하며 이들의 설명을 생략한다.

전술한 CDPS 초기화(800)에 의해, CDPS 모드로의 이행이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통지되면(804), 이것

에 응답하여 DSC(3012)로부터, DSC(3012)가 서포트하고 있는 레벨(「표준」, 「확장」, 및 서포트하고 있는 기능)이

PD 프린터(1000)에 알려진다(821). 이것에 기초하여 PD 프린터(1000)는, 상술한 기능들(800∼803) 각각을, DSC

(3012) 혹은 PD 프린터(1000) 중 어느 것이 실시할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DSC(3012)에 전한다(822).

참조 번호 823은, 조작 제어(801)로부터 기억 제어(802)에 대한, 기억 디바이스(811)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의 데

이터 리스트의 요구를 나타내고 있고, 참조 번호 824는 이러한 요구(803)에 응답하여, 기억 제어(802)가 기억 디바이스

(811)로부터 판독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참조 번호 805에서, 기억 제어(802)로부터 조작 제어(801)에 리

스트 데이터가 보내지고, 사용자(812)의 조작에 의해, 참조 번호 825에서, 프린트 모드나 프린트하고자 하는 화상이 선택

되어 프린트 잡이 작성되어, 조작 제어(801)에 알려진다. 이에 따라, 조작 제어(801)로부터 프린트 제어(803)에 대하여,

작성된 UI 메뉴를 통하여 입력되는 사용자(812)의 지시에 기초하여, 출력 설정 지시서 「CDPS_Job」(808)을 작성하여

프린트 제어(803)에 통지한다. 그리고, 참조 번호 826에서는, 프린트 제어(803)로부터 기억 제어(802)에 대하여, 그 화상

데이터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기억 디바이스(811)로부터 화상 데이터(827)가 판독되어, 프린트에 필요한 화상 파일

「Job Data」(806)가 기억 제어(802)로부터 프린트 제어(803)에 보내진다. 이에 따라, 프린트 제어(803)에서 화상 처리

등이 실행되어 프린트 데이터가 작성되어, 프린트 디바이스(810)에 그 프린트 데이터(828)가 보내져 프린트가 실행된다.

여기서, 만약 프린트 중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에러 정보(829)가 프린트 제어(803)로부터 조작 제어(801)로 보내진

다. 이 에러(831)에 대하여, 사용자(812)가 「프린트 중지」 혹은 「프린트 속행」을 지시하면(831), 그것에 대응하여, 예

를 들면 「프린트 중지」 명령(830)이 조작 제어(801)로부터 프린트 제어(803)로 보내진다(이 커맨드는 도 15a에 도시되

어 있다). 그리고, 프린트 제어(803)로부터 조작 제어(801)에 프린트 잡의 종료가 통지된다(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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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DSC(3012)가 조작 제어(801)와 기억 제어(802)를 담당하고, PD 프린터(1000)가 프린트 제어(803)를 담당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경우, 기능의 구분 위치는, 상술한 도 16의 위치 「C」로 도시하는 위치가 된다. 이 예는

PTP인 경우로 나타내고 있지만, TCP/IP 등의 다른 접속이라도, DSC(3012)의 조작 제어(801), 기억 제어(802)를 이용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된다.

이 경우, PD 프린터(1000)는 (822)에 있어서, 기능들(800∼803) 중에서, 조작 제어(801)와 기억 제어(802)를 DSC

(3012)로 실시하고, 프린트 제어(803)를 PD 프린터(1000)로 실행하도록 전한다. 이에 의해, DSC(3012)와 PD 프린터

(1000) 사이에서의 기능 분담이 도 17과 같이 결정된다.

도 18은, DSC(3012)의 기억 디바이스(811)를 매스 스토리지(Mass Storage)로서 취급하고, PD 프린터(1000)가 조작 제

어(801), 기억 제어(802) 및 프린트 제어(803)를 담당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경우, 기능의 분담 위치는, 상술

한 도 16의 위치 「A」로 도시하는 위치가 된다. 이 예는 PTP인 경우로 나타내고 있지만, TCP/IP 등의 다른 접속이라도,

DSC(3012)의 조작 제어(801), 기억 제어(802)를 이용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된다.

이 경우, PD 프린터(1000)는 (822)에 있어서, 모든 기능들(800∼803)을 PD 프린터(1000)가 실행하도록 전한다. 이에 의

해, DSC(3012)와 PD 프린터(1000) 사이에서의 기능 분담은 도 18과 같이 결정된다.

또한, PTP 등의 다른 접속이라도, DSC(3012)의 자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된다. 또, DSC(3012)가

CDPS 초기화 기능(800)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CDPS에 대응하지 않는 기종)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하, 상술한 CDPS에서의 서비스 기능의 커맨드를 PTP에 의해 실시한 경우의 예를 설명한다.

[프린트 서비스 기능의 PTP에 의한 실현예]

<CDPS 서비스 디스커버리(CDPS_ServiceDiscovery) 기능>

도 19는 CDPS 디스커버리 기능의 수순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PD 프린터(1000)와 DSC(3012)가 물리적으로 접속되어 PTP에 들어가면, 먼저 (1400)에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여 GetDeviceInfo가 송신되어, DSC(3012)에 대하여, 그 보유하고 있는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가 요구

된다. 이요구에 대하여, DSC(3012)는, DeviceInfoDataset에 의해, DSC(3012)가 보유하고 있는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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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데이터 오브젝트에 핸들을 어사인하거나, 특별한 초기화를 행하기 위한 수순의 개시 요구가 발행되어 DSC(3012)로

부터 긍정 응답(OK)이 반송되면 PTP에서의 통신이 개시된다. 다음으로, (1403)에서, DSC(3012)에 대하여 스크립트 형

식의 모든 핸들을 요구하면(Storage ID : FFFFFF, Object Type : Script), 이것에 대하여, (1404)에서는, DSC(3012)에

보유되어 있는 모든 핸들 리스트가 반송된다. 다음으로, (1405) 및 (1406)에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i번째 오브젝트

핸들의 정보를 취득한다. 여기서, 이 오브젝트에, DSC(3012)의 식별을 나타내는 키워드(예를 들면 「Macro」)가 포함되

어 있으면, (1407)에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오브젝트 정보의 송신을 지시하고(SendObjectInfo), 이 송신에 대하여

긍정 응답(OK)을 수신하면, SendObject에 의해, 오브젝트 정보를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로 송신한다. 이 오

브젝트에는, 전술한 키워드에 대한 응답 키워드(패스워드)로서 예를 들면 「Polo」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여, PD 프린터(1000)와 DSC(3012) 쌍방이 상호 접속 상대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이것 이후는 CDPS에 의

한 수순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일의 교환이 가능한 트랜스포트층이면 키워드가 교환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다.

즉, 본 실시예의 CDPS에 고유한 커맨드 등을 추가하지 않고, 키워드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키워드로서는, 상술한 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키워드이어도 된다. 또한, 이 키워드에 의한 니고시에이션을 행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 스크립트 형식의 핸들의 헤드(i=1)에 이 키워드를 넣어 둠으로써, 서로의 기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도 20은 CDPS_ServiceDiscovery의 수순의 계속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우선, (1501)에서, PD 프린터(1000)가 서포트하고 있는 수속 「표준 수순」, 「확장 수순」을 DSC(3012)에 통지하기 위

해서, SendObjectInfo에 의해, DSC(3012)에 송신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정보가 있음을 전한다. 이 송신에 대하여, 긍정 응

답(OK)이 DSC(3012)로부터 보내져 오면, (1502)에서 SendObject에 의해 오브젝트를 송신하는 취지를 DSC(3012)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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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어서 (1503)에서, ObjectData로, 이 PD 프린터(1000)가 서포트하고 있는 수속에 관한 정보(「표준」/「확장」)

를 송신한다. 다음으로, (1504)에서,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1000)에 대하여, GetObject 동작을 기동하고자 하는

(푸시 모드로 이행) 취지를 전한다. 이에 따라, (1505)에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오브젝트 정보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

는 취지가 전해지면(GetObjectInfo), (1506)에서, ObjectInfoDataset에 의해,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1000)에 대

하여 오브젝트의 정보가 통지되고, (1507)에서, 그 오브젝트 정보를 지정하여 오브젝트 정보 그 자체가 요구되면,

ObjectDataset에 의해, DSC(3012)가 사용하는 수속(「표준」, 「확장」 등)을 PD 프린터(1000)에 알린다(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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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PS_Service(표준)>

도 21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프린터 기능의 통지 수순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수순에서는, (1600)에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정보가 있음을 전

하고, SendObject와 ObjectData에 의해, DSC(3012)에 프린터의 기능을 통지한다.

<CDPS_JobData (표준)>

도 22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 PD 프린터(1000)가, DSC(3012)가 보유하고 있는 화상 데이터(JPEG 화상)을 취득

하는 경우(CDPS_JobData)의 통신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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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젝트에 관한 정보(Object Dataset)가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1000)에 보내진다. 다음으로, (1802)에서, 그 오브젝

트를 지정하여 취득 요구(GetObject)를 발행하면, (1803)에서, 그 요구된 화상 파일(Object Dataset)이 DSC(3012)로부

터 PD 프린터(1000)로 송신된다. 이렇게 하여, PD 프린터(1000)는, DSC(3012)로부터 원하는 화상 파일을 취득할 수 있

다. 이 경우, 리턴값은 「Data_Size」와 「Image_Data」이다.

<CDPS_PageStart(표준)>

도 23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프린트 개시 통지 처리의 수순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수순에서는, (1700)에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대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정보(프린트 개시

통지)가 있음을 전하고, (1701)에서, SendObject와 ObjectData에 의해, DSC(3012)로 프린트 개시를 통지한다.

<CDPS PageEnd(표준)>

도 24는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1 페이지의 프린트 처리를 통지하는 통신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수순에서는, (1910)에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송신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정보(프린트 종료 통지)가

있음을 전하고, (1911)에서, SendObject와 ObjectData에 의해, DSC(3012)에 1 페이지의 프린트 종료를 통지한다.

<CDPS_JobEnd(표준)>

도 25는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프린트 잡이 종료하였음을 통지하는 통신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1910)에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1 페이지 프린트 처리가 종료하였음을 통지하고, (1911)에서, PD 프

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프린트 잡이 종료하였음을 통지한다.

<CDPS Error(표준)>

도 26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에러 상태 등을 통지하는 통신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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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00)에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송신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정보(에러 정보)가 있다는 취지를

SendObjectInfo에 의해 통지한다. DSC(3012)로부터의 긍정 응답(OK)에 대하여, PD 프린터(1000)에서의 에러 등의 스

테이터스 정보를 SendObject 및 ObjectData에 의해 송신한다(1902).

<CDPS Job(표준)>

도 27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 DSC(3012)(조작 제어)로부터 PD 프린터(1000)에 프린트 잡의 개시를 통지하는 통

신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먼저, (2200)에서,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1000)에 RequestObjectTransfer를 보내, DSC(3012)가 지시서를 발행

하고자 하는 취지를 통지한다. 이에 따라, (2201)에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GetObjectInfo가 발행되면, DSC(3012)

는 송신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정보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고, 이것에 대하여 PD 프린터(1000)로부터 오브젝트 정보가 요

구되면(GetObject)(2203), (2204)에서, ObjectDataset(프린트 지시서)를 송신하여,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

(1000)로 프린트 명령을 발행한다.

<CDPS_JobAbort(표준)>

도 28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DSC(3012)(조작 제어)로부터 PD 프린터(1000)(프린트 제어)에 프린트 중지 명

령(CDPS_JobAbort)을 발행하는 통신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CDPS JobContinue(표준)>

도 29는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 DSC(3012)(조작 제어)로부터 PD 프린터(1000)(프린트 제어)에 프린트 재개 명령

(CDPS_JobContinue)을 발행하는 통신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8 및 도 29에서, 도 27과 마찬가지의 수순을 실행한 후, 도 28의 (2301)에서,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1000)에

프린트 중지 지시서가 발행되고, 도 29의 (2401)에서는,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1000)로 프린트 계속 지시서가 통

지된다.

<CDPS_PartialJobData(표준)>

도 30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 PD 프린터(1000)(프린트 제어)가, DSC(3012)(스토리지)가 보유하고 있는 화상 데

이터(JPEG 화상)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분 화상의 취득 통신 수순(옵션)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

는 도면이다.

먼저, (1920)에서, DSC(3012)가 유지하고 있는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면, (1921)에서, 그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

(ObjectDataset)가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1000)에 보내진다. 다음으로, (1922)에서, 그 오브젝트를 지정하여 취

득 요구(GetObject)를 발행한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원하는 화상 데이터의 선두로부터의 바이트 수(offset)와, 취득

하고자 하는 화상 데이터의 바이트 수(size)가 지시되어 있다. 따라서, (1923)에서는, 그 요구된 화상 파일(Object

Dataset)의 부분 화상 데이터가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1000)에 송신된다. 이렇게 하여, PD 프린터(1000)는 DSC

(3012)으로부터 원하는 부분 화상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리턴값은 「Data_Size」와 「Image_Data」이다.

도 31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 PD 프린터(1000)(프린트 제어)가, DSC(3012)(스토리지)가 보유하고 있는 화상 데

이터(JPEG 화상)를 취득하는 부분 화상 취득 기능을 수신한 경우의 DSC 혹은 스토리지에서의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이

다.

먼저, 단계 S21에서, <image(#PCDATA)>에 포함되는 화상 파일의 핸들명을 취득하고, 다음으로, 단계 S22로 진행하여,

「offset」에 의해, 선두로부터의 오프셋의 바이트 수를 취득하고, 다음으로, 단계 S23에서는, 「size」에 의해, 취득하는

화상 데이터의 바이트 수를 취득한다. 그리고, 단계 S24로 진행하여, 기억 디바이스(811)의, 지정된 화상 파일의 오프셋

위치로부터, 지정된 바이트 수의 화상 데이터를 판독한다. 그리고, 단계 S25로 진행하여, 그 판독한 부분 화상 데이터를,

요구처인 PD 프린터(1000) 혹은 프린트 제어(803)로 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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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PD 프린터(1000)가 PTP 아키텍처로, DSC(3012)에 보유되어 있는 화상으로부터 부분 화상을 취득하

면, PD 프린터는 파라미터로서 「화상 파일을 핸들링」, 「선두로부터의 오프셋 바이트의 수」, 및 「취득하고자 하는 부

분 화상 데이터에서의 바이트 수」를 기술하는 PTP 조작 「GetPartialObject」를 발행한다. DSC(3012)는 PTP 조작의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부분 화상 데이터 중 요구된 부분을 지정하여, PTP 조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부분 화상 데이터를

PD 프린터(1000)로 송출함으로써, 부분 화상 데이터의 송출이 구현된다.

이상의 설명에서는, 물리층의 USB의 위에 PTP 아키텍처를 이용한 경우를 설명하였지만, 이하, 그 이외의 아키텍처를 이

용한 예를 설명한다.

[MSC 아키텍처]

이하, MSC(Mass Storage Class)를 이용한 예를 설명한다. 여기서는, 도 7의 MSC의 USB 인터페이스가 사용된다. 이 경

우, DSC(3012)의 UI를 사용하지 않고, PD 프린터(1000)의 UI를 사용한다. 따라서, 조작 제어(801), 기억 제어(802), 및

프린트 제어(803)는 전부 PD 프린터(1000)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PD 프린터(1000)의 파

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상 파일의 Open, Read, Close 및 디렉토리 조작 등(파일 조작)에 의해, 상술한 GetJobData,

GetPartialJobData, 및 GetDataList(File 시스템에 의한)를 실행한다.

<CDPS_ServiceDiscovery(표준/확장)>

이 경우,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로 CDPS_ServiceDiscovery가 보내지지만, DSC(3012)는, CDPS 초기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PD 프린터(1000)는 자동적으로 「표준」으로 수신이

확립된 것으로 하여 MSC(bulk only)로 이행하여, 조작 제어(801), 기억 제어(802) 및 프린트 제어(803)를 PD 프린터

(1000)측으로 하여, CDPS_GetPartialData를 「서포트 완료」로 한다.

<CDPS_JobData(표준)>

PD 프린터(1000)는, 프린트 명령에 의해 지정된 화상 데이터를 취득한다. 여기서는,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

로 「Receive Command」가 발행되고, 이것에 응답하여 화상 데이터 「ImageData」를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

(1000)에 송신한다. 실제로는, PD 프린터(1000)에 구축된 파일 시스템을 통하여 기억 디바이스(811)의 화상 데이터를

SCSI 커맨드를 이용하여 취득한다. 또한, 리턴값은 「Data Size」와 「Image Data」이다.

<CDPS_PartialJobData(옵션)>

이 수순은 상술한 「CDPS_JobData」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부분적으로 화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점만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이 경우의 리턴값도 「Data Size」와 「Image Data」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PD 프린터(1000)가 MSC 아키텍처 상에서 DSC(3012)에 보유되어 있는 화상으로부터 부분 화상을 취

득하려 할 때, PD 프린터(1000)는 「화상 파일의 핸들」, 「화상 파일의 선두로부터의 오프셋 바이트 수」, 및 「획득하고

자 하는 부분 화상 데이터에서의 바이트 수」에 기초하여 DSC(3012)가 보유하고 있는 스토리지에 있는 파라미터 「판독

위치(어드레스)」 및 「판독된 바이트 수」로서 기술하는 SCSI 커맨드 「수신」을 발행한다. DSC(3012)는 SCSI 커맨트

에 대한 응답으로서 PD 프린터(1000)에 SCSI 커맨드의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요구된 데이터를 송신함으로써, 부분 화상

데이터의 송신이 실현된다. 이 경우, PTP 아키텍처와는 달리, DSC(3012)에 의해 수신된 SCSI 커맨드의 파라미터가 DSC

(3012)로부터 취득된 「화상 파일의 핸들」 및 「선두로부터의 오프셋 바이트의 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

에, 송신된 SCSI 커맨드가 CDPS_JobData 혹은 CDPS_PartialJobData에 기초하여 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Bluetooth 아키텍처]

이하, 블루투스(Bluetooth)를 이용한 예를 설명한다. 여기서는, 도 7의 가장 우측의 인터페이스가 사용된다. 이 실시예에

서는, 물리층의 상위의 통신층으로서 2개의 디바이스 사이의 세션을 확립하여, 오브젝트의 송수신 등을 행할 수 있다.

Bluetooth Still Image Profile을 이용하여 상위의 어플리케이션층의 약정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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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Still Image Profile의 경우에는, 전술한 접속 외에도, DSC(Host)→PD 프린터(Slave)를 향한 접속을 또 하나

형성하여, DSC에서 통상의 「PutImage」 커맨드를 발행함으로써 정보의 발신을 행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접속 1 : PD 프린터(호스트) → DSC(슬레이브)

접속 2 : PD 프린터(슬레이브) → DSC(호스트)

로 한다.

이하, 이 블루투스에 있어서, 각 서비스 기능의 프로토콜을 설명한다.

도 32 내지 도 43의 서비스 기능은, 전술한 도 19 내지 도 30에 도시하는 서비스 기능에 대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한다.

<CDPS_ServiceDicovery(표준/확장)>

도 32는 블루투스에 있어서, CDPS로의 이행 수순의 프로토콜을 도시한다. 도 19와 마찬가지로, 키워드(「Macro」,

「Polo」)에 의해 접속 상대를 인식하고 있다. 또한, DSC(3012)는, 이 키워드에 DSC가 구비하고 있는 UI의 서포트 레벨

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 PD 프린터(1000)는, DSC 혹은 PD 프린터(1000) 중 어느 것의 UI를 사용할지를 키워드에 부가하

여 DSC(3012)에 통지한다.

<CDPS_ServiceDiscovery(표준/확장)>

도 33은 블루투스에 있어서, CDPS로의 이행 수순의 프로토콜의 계속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DSC(3012)와 PD 프린터

(1000) 사이에서 CDPS 모드에서의 통신이 확립된다.

<CDPS_Service(표준)>

도 34는 블루투스에 있어서, PD 프린터의 기능의 통지 수순의 프로토콜을 도시하는 도면으로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PD 프린터(1000)의 기능이 통지된다.

<CDPS_JobData(표준)>

도 35는 블루투스에 있어서, PD 프린터(1000)가 프린트 명령에 의해 DSC(3012)로부터 화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프로토

콜을 도시하는 도면으로서, 이 경우의 리턴값은 「Data Size」와 「Image Data」이다.

<CDPS_PageStart(표준)>

도 36은 블루투스에 있어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프린트 개시를 통지하는 프로토콜을 도시하는 도면이

다.

<CDPS_PageEnd(표준)>

도 37은 블루투스에 있어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1 페이지의 프린트 종료를 통지하는 프로토콜을 도시

하는 도면이다.

<CDPS_JobEnd(표준)>

도 38은 블루투스에 있어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프린트 잡의 종료를 통지하는 프로토콜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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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S_Error(표준)>

도 39는 블루투스에 있어서, PD 프린터(1000)로부터 DSC(3012)에 프린터의 에러를 통지하는 프로토콜을 도시하는 도면

이다.

<CDPS_Job(표준)>

도 40은 블루투스에 있어서,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1000)에 프린트 명령을 발행하는 프로토콜을 도시하는 도면이

다.

<CDPS_JobAbort(표준)>

도 41은 블루투스에 있어서,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1000)에 프린트 중지 명령을 발행하는 프로토콜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CDPS_JobContinue(표준)>

도 42는 블루투스에 있어서,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1000)에 프린트 재개 명령을 발행하는 프로토콜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CDPS_PartialJobData(옵션)>

도 43은 블루투스에 있어서, PD 프린터(1000)가 프린트 명령에 의해 DSC(3012)로부터 부분 화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프

로토콜을 도시하는 도면으로서, 이 경우의 리턴값은 「Data Size」와 「Image Data」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PD 프린터(1000)가 블루투스 아키텍처 상에서 DSC(3012)에 보유되어 있는 화상으로부터 부분 화상을

획득할 경우, PD 프린터(1000)는 파라미터로서 「화상 파일의 핸들」, 「선두로부터의 오프셋 바이트의 수」, 및 「획득

하고자 하는 부분 화상 데이터의 바이트 수」를 기술하는 블루투스 커맨드 「GetPartialImage」를 발행한다. DSC(3012)

는 블루투스 커맨드의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부분 화상 데이터의 요구된 부분을 지정하여, 블루투스 커맨드의 응답으로서

그 요구된 부분을 PD 프린터(1000)로 송신함으로써, 부분 화상 데이터의 송신이 구현된다. 이러한 송신 방법은 PTP 아키

텍처 상에서의 구현 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PD 프린터(1000)는, 화상 제공 디바이스로서 역할하는 DSC(3012)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프로

토콜 및 인터페이스에 따라 부분 화상 데이터를 요구하는 커맨드를 송신한다.

이러한 점에서, 화상 공급 디바이스(DSC(3012))로부터 송신된 정보는 이용되는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화상 공급 디바이스의 조작 유닛은 출력 디바이스에 의해 출력될 화상 및 화상 패턴에 대한 명령을 발

행하도록 조작된다. 지정된 정보(잡 데이터)는 출력 디바이스(PD 프린터(1000))에 의해 해석되고, 부분 화상 요청 커맨드

는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따라 송신된다.

이러한 구성에 따르면, DSC(3012)와 같이 화상 공급 디바이스의 변환량을 감소시켜, 전원 용량이 저감되는 것이 기대될

수 있다. 한편, PD 프린터(1000)와 같은 출력 디바이스에 있어서, 그 출력 용량과 출력 상태에 따라 부분 화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 시스템은 잡 데이터를 변환하고 출력 디바이스 측에서 부분 화상 요구를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제어될 수 있다.

따라서, PTP 아키텍처 및 MSC 아키텍처와는 달리, 블루투스 아키텍처 상에서는,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1000)로

의 방향으로 DSC(3012)로부터 PD 프린터(1000)로의 데이터 전송 요구(PutImage)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술되는 구현 방법도 또한 적용될 수 있다.

CDPS_PartialJobData(옵션)

PD 프린터 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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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JobData의 통지 →PutImage

→ImageOjectData

←OK 통지 수신 완료

←PutImage PartialData의 전송

←ImageObjectData

PartialData 수신 완료 →OK

↓

리턴값은 「Data Size」 및 「Image Data」임.

먼저, PD 프린터(1000)는 「PutImage」를 발행하여, CDPS_PartialJobData를 DSC(3012)에 송신함과 함께, CDPS_

PartialJobData의 스크립트는 다른 CDPS 커맨드(예컨대, CDPS_PageStart)와 함께 유지시킨다. CDPS_PartialJobData

의 스크립트를 수신한 DSC(3012)는 이 스트립트에 기술되어 있는 「화상 파일의 핸들」, 「선두로부터의 오프셋 바이트

의 수」, 및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 화상 데이터의 바이트 수」에 기초하여 요구된 데이터를 지정하고, 블루투스 커맨드

「PutImage」를 발행하여 PD 프린터(1000)로 송신함으로써, 부분 화상 데이터의 송신을 실현한다.

상술한 PTP, MSC, 및 블루투스의 3가지 아키텍처 모두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구현 방법은 CDPS_JobData 및 CDPS_

PartialJobData의 각각의 처리에 이용 가능하다. 발행된 CDPS 커맨드와, 응답으로서 리턴된 정보와, 취득된 데이터는 모

두, 어플리케이션층으로부터 동일하게 취득된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층은 공통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CDPS가 또 다

른 아키텍처로 전송되는 경우에 바람직한 구현 방법은 아키텍처의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실제로 복수의 아키텍처를 서포트하는 PD 프린터(1000)에 의해 CDPS 처리에 이용되는 아키텍처는, 접속되어 있는 DSC

(3012)를 서포트하는 아키텍처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역으로, 실제로 복수의 아키텍처를 서포트하는 DSC(3012)에 의해

CDPS 처리에 이용되는 아키텍처는, 접속되어 있는 PD 프린터(1000)를 서포트하는 아키텍처에 의해 결정된다. PD 프린

터(1000)와 DSC(3012)가 복수의 아키텍처를 서포트하는 경우, 두 디바이스 중 어느 하나를 실장하는 데 사용되는 아키텍

처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 혹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데, 두 디바이스 중 어느 하나의 UI가 사용된

다.

도 44a∼도 44c는, 도 11의 흐름도에 있어서, 상술한 각종 제어 기능(조작 제어(801), 기억 제어(802), 및 프린트 제어

(803))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DSC(3012) 및 PD 프린터(1000) 각각의 서포트 레벨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4a는 조작 제어(801)의 서포트 레벨을 도시하고, 도 44b는 기억 제어(802)의 서포트 레벨을 도시하며, 도 44c는 프린

트 제어(803)의 서포트 레벨을 도시한다. DSC(3012)는 레벨 「0」∼「4」의 서포트 레벨의 설정이 가능하고, PD 프린터

(1000)는 레벨 「1」∼「3」의 서포트 레벨의 설정이 가능하다. DSC(3012)와 PD 프린터(1000)가 동일한 서포트 레벨

인 경우에는, 어느 기능을 우선할지는, 판단하는 측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도 44a의 조작 제어(801)의 서포트 레벨에 있어서는, 레벨 「4」는 DSC(3012)의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레

벨을 나타내고, 레벨 「3」은 뷰어와 조작 버튼을 구비하는 것을 나타낸다. 레벨 「2」는 조작 버튼만을 제공하는 것을 타

나내고, 레벨 「1」은 최소한의 기능밖에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며, 레벨 「0」은 그 기능을 서포트하지 않음을 나타

낸다.

또한, 도 44b의 기억 제어(802)의 서포트 레벨에 있어서는, 레벨 「4」는 DSC(3012)의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레벨을

나타내고, 레벨 「3」은 핸들 기능을 구비하는 것을 나타낸다. 레벨 「2」는 화상 파일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

고, 레벨 「1」은 기억 디바이스(811)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밖에 갖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며, 레벨 「0」는 그 기능을

서포트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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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44c의 프린트 제어(803)의 서포트 레벨에 있어서는, 레벨 「4」는 DSC(3012)의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레벨을

나타내고, 레벨 「3」은 렌더링 기능을 구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레벨 「2」는 계조 처리만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

고, 레벨 「1」은 JPEG의 복호 기능밖에 갖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며, 레벨 「0」은 그 기능을 서포트하지 않음을 나타낸

다.

이렇게 하여 나타나는 PD 프린터(1000) 및 DSC(3012)의 각각의 기능을 비교하여, 각 기능마다, 어느 기능(도 8의 (800)

∼(803))을 사용하면 가장 효율이 좋은지를 판단하여, 전술한 도 12 내지 도 14, 및 도 17,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은 기능

분담이 실시된다.

또한, 본 발명은, 복수의 기기(예를 들면 호스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기, 판독기, 프린터 등)로 구성되는 시스템에 적용해

도 되며, 단일 기기로 이루어지는 장치(예를 들면, 복사기, 팩시밀리 장치 등)에 적용해도 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실시예의 기능(카메라측에서 행해지는 처리, 프린터측에서 행해지는 각종 프린트 처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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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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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기억 매체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 코드 자체가 상술한 실시예의 기능을 실현하게 되어, 그 프로그램 코드를 기억한 기

억 매체는 본 발명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컴퓨터가 판독한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상술한 실시예의 기능이 실현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코드의 지시에 기초하여, 컴퓨터 상에서 가동되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OS) 등이 실

제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여, 그 처리에 의해서 상술한 실시예의 기능이 실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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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되는 메모리에 기입된 후, 그 프로그램 코드의 지시에 기초하여, 그 기능 확장 카드나 기능 확장 유닛에 구비되는 CPU

등이 실제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여, 그 처리에 의해서 상술한 실시예의 기능이 실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라, PD 프린터를 USB 호스트로 설정하고, DSC를 슬레이브로 설정하여, 프린트 동

작에 들어가기 전에, PD 프린터와 DSC 사이에서 포토 다이렉트 프린트에 필요한 기능을 분담시켜, 최적의 혹은 DSC 측의

원하는 프린트 모드를 결정하여 프린트를 행할 수 있다. 또한, 기능 분담 시, 예를 들면 DSC(3012)가 CDPS 자체를 서포트

하지 않은 경우, 도 11의 단계 S11에서, DSC(3012)에 있어서의 기능(800∼803)의 각각의 서포트 레벨을 PD 프린터

(1000)에 통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한 경우라도, DSC(3012)의 각 기능들(800∼803) 각각의 서포트 레벨을 0

으로 간주하여, 이들 기능(800∼803)을 전부 PD 프린터(1000)측에서 서포트하도록 하면, CDPS를 서포트하지 않는 DSC

(3012)와의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CDPS의 자원을 공유하여 다이렉트 프린트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서포

트 레벨을 0으로 간주」하는 처리는 도 7의 어느 계층에서 실현해도 상관없다.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호환 기기 및 비호환 기기 양쪽의 다이렉트 프린트 실현에 있어서, 개발 기간 단축, 비용 삭감, 자원

삭감, 신뢰성의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PD 프린터를 USB 호스트로 설정하고, DSC를 슬레이브로 설정하였지만, 특히 이 조합에 한정될

필요는 없고, 본 발명의 요지인 기능 분담을 적합히 행하는 것이면 어느 기기가 호스트 또는 슬레이브를 담당해도 상관없

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CDPS에서의 기능 분담동안 보다 높은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장치는 PD 프린터(1000)에

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DSC(3012)도 적용 가능하다.

더욱이, CDPS에서의 기능 분담은 사용 가능성에 대한 기능(800 내지 803) 각각을 비교하는 방법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

다. 분담은 기능(800 내지 803)의 복수의 기능의 기능 그룹 각각에 대해 수행된다.

예를 들어, 이하의 동작이 적용 가능한 데 즉, 도 16에서 도시된 분할 위치 A 내지 D 중, PD 프린터(1000)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분할 위치는 DSC(3012)로 전송되고, DCS(3012)는 어느 분할 위치가 적용되는가를 판단하여, 위치 정보를 DCS

(3012)로부터 PD 프린터(1000)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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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하의 동작이 적용가능한 데 즉, 분할 위치(예를 들어, PD 프린터(1000)의 희망 위치는 높은 우선 순위 등을 얻음)

를 결정하는 소정의 방법은 PD 프린터(1000)와 DSC(3012)가 사전에 분담되어 있으며, 이들 장치 각각은 서로에 대해 각

장치마다 처리되는 분할 위치의 정보를 전달하며, 분할 위치는 분할 위치를 결정하는 할당 방법에 의해 정해진 장치에 지

정된다. 이 경우, 도 16의 분할 위치 A 내지 D의 순서가 각 장치에 기억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본 실시예에서 4개 기능(800 내지 803)에 대해 기술하였지만, 본 실시예는 4 종류의 분할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능(800 내지 803) 각각을 구성하는 복수의 부분 기능 각각에 대해 부분 기능 분담을 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린트 제어를 구성하는 부분 기능들은 화상 포맷 지원 기능, 레이아웃 프린트 기능, 날짜/파일명 프린트 기능,

화상 보정 기능, 고정 사이즈 프린트 기능, 화상 클리핑(clipping) 프린트 기능, 및 프린트 잡 포맷 지원 기능을 포함한다.

부분 기능에 대한 기능 분담의 일례에 대해 이하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화상 포맷 지원 기능)

우선,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화상 포맷(예로서, JPEG, TIFF 등)이 DSC(3012)로 전달된다. 다음에, DSC

(3012)는 PD 프린터가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화상 포맷을 담당하고, DSC(3012)가 다른 화상 포맷을 담당하

고 있는가를 판정한다. DSC(3012)는 PD 프린터(1000)에 이러한 판정을 전달한다.

PD 프린터(1000)에 의해 처리된 화상 포맷에서의 사진 화상을 프린트할 때, DSC(3012)는 PD 프린터(1000)에 프린트해

야 할 사진 화상을 전달하여, PD 프린터(1000)는 전달된 사진 화상을 프린트한다.

DSC(3012)에 의해 처리된 화상 포맷에서의 사진 화상을 프린트할 때, DSC(3012)에 의해 처리된 화상 포맷에서의 사진

화상은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화상 포맷으로 변환되어 포맷 변환된 사진 화상을 생성하고, 포맷 변환된 사진

화상은 PD 프린터(1000)에 전달된다. PD 프린터(1000)는 전달된 포맷 변환된 사진 화상을 프린트한다.

(레이아웃 프린트 기능)

우선,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레이아웃 프린트 기능(예를 들어, 페이지 당 2개의 사진 화상, 4개의 사진 화상

등)이 DSC(3012)에 전달된다. 다음에, DSC(3012)는 PD 프린터(1000)가 레이아웃 프린트 기능을 지원하면, PD 프린터

(1000)가 레이아웃 프린트 기능을 담당허고 있는지와, 다른 경우에는 DSC(3012)가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판정한

다. DSC(3012)는 이러한 판정을 PD 프린터(1000)에 전달한다.

PD 프린터(1000)가 레이아웃 프린트 기능의 임무를 맡아 프린팅을 수행하면, DSC(3012)는 프린트해야 할 사진 화상과

레이아웃 프린트 정보를 PD 프린터(1000)에 전달하고, PD 프린터(1000)는 전달된 사진 화상 및 레이아웃 프린트 정보에

기초하여 사진 화상의 레이아웃 프린트를 행한다.

DSC(3012)가 레이아웃 프린트 기능을 담당하여 프린팅을 행하면, DSC(3012)는 사진 화상 및 레이아웃 프린트 정보에 기

초하여 복수의 사진 화상을 포함하는 레이아웃된 사진 화상을 생성하고, DSC(3012)는 PD 프린터(1000)에 레이아웃된 사

진 화상을 전달한다. PD 프린터(1000)는 전달된 레이아웃된 사진 화상을 프린트한다.

(날짜/파일명 프린트 기능)

우선,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날짜/파일명 프린트 기능이 DSC(3012)에 전달된다. 다음에, DSC(3012)는 PD

프린터(1000)에 의해 날짜/파일명 프린트 기능이 지원되면 PD 프린터(1000)가 날짜/파일명 프린트 기능을 담당하고, 다

른 경우에는 DSC(3012)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가를 판정한다. DSC(3012)는 이러한 판정을 PD 프린터(1000)에 전달한

다.

PD 프린터(1000)가 날짜/파일명 프린트 기능을 담당하여 프린팅을 행하면, DSC(3012)는 프린트해야 할 사진 화상 및 사

진 화상에 수반되는 날짜/파일명 프린트 정보를 PD 프린터(1000)에 전달하고, PD 프린터(1000)는 전달된 사진 화상 및

날짜/파일명 프린트 정보를 프린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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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3012)가 날짜/파일명 프린트 기능을 담당하여 프린팅을 행하면, DSC(3012)는 프린트 정보로서, 사진 화상에 수반

되는 날짜/파일명 프린트 정보를 생성하고, 사진 화상과 이 정보를 합성시켜 합성된 사진 화상을 생성하여, 합성된 사진 화

상을 PD 프린터(1000)에 전달한다. PD 프린터(1000)는 합성되고 전달된 사진 화상을 프린트한다.

(화상 보정 기능)

우선,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화상 보정 기능은 DSC(3012)에 전달된다. 다음에, DSC(3012)는 화상 보정 기

능이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면 PD 프린터(1000)가 화상 보정 기능을 담당하고, DSC(3012)가 다른 화상 보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판정한다. DSC(3012)는 PD 프린터(1000)에 이러한 판정을 전달한다.

PD 프린터(1000)가 화상 보정 기능을 담당하고 출력을 수행하는 경우, DSC(3012)는 프린트 대상인 사진 화상 및 상기 사

진 화상에 수반되는 화상 보정 정보를 PD 프린터(1000)에 전달하고, PD 프린터(1000)는 전달된 사진 화상 및 화상 보정

정보에 기초하여 사진 화상에 대한 화상 보정을 수행하여 화상을 프린트한다.

DSC(3012)가 화상 보정 기능을 담당하고 프린트를 수행하는 경우, DSC(3012)에 의해 조작되는 화상 보정 기능이 사진

화상에 수행되어 보정된 사진 화상을 생성하고, 보정된 사진 화상을 PD 프린터(1000)에 전달한다. PD 프린터(1000)는 상

기 보정되어 전달된 사진 화상을 프린트한다.

(고정 사이즈 프린트 기능)

먼저,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고정 사이즈 프린트 기능(예: 용지 사이즈에 상관없이 사진은 L판(3.5 ×5), 2L판

(5 ×7)으로 프린트됨)이 DSC(3012)에 전달된다. 이어서, DSC(3012)는, 고정 사이즈 프린트 기능이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에는 PD 프린터(1000)가 고정 사이즈 프린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다른 경우에는 DSC

(3012)가 상기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DSC(3012)는 상기 판정 내용을 PD 프린터(1000)에 전달한다.

PD 프린터(1000)가 고정 사이즈 프린트 기능을 담당하고 프린트를 수행하는 경우, DSC(3012)는 프린트 대상인 사진 화

상 및 고정 사이즈 프린트 정보를 PD 프린터(1000)에 전달하고, PD 프린터(1000)는 전달된 사진 화상 및 고정 사이즈 프

린트 정보에 기초하여 사진 화상을 고정 사이즈로 변경하고, 고정 사이즈로 변경된 사진 화상을 프린트한다.

DSC(3012)가 고정 사이즈 프린트 기능을 담당하고 프린트를 수행하는 경우, DSC(3012)는 사진 화상 및 고정 사이즈 프

린트 정보에 기초하여 사진 화상을 변경하여 고정 사이즈로 변경된 사진 화상을 생성하고, 고정 사이즈로 변경된 사진 화

상을 PD 프린터(1000)에 전달한다. PD 프린터(1000)는 고정 사이즈로 변경되어 전달된 사진 화상을 프린트한다.

(화상 클리핑 프린트 기능)

먼저,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화상 클리핑 프린트 기능(예: 사진의 사각형 부분이 클리핑되어 프린트되고, 원

형 부분이 클리핑되어 프린트되는 등)이 DSC(3012)에 전달된다. 이어서, DSC(3012)는, 화상 클리핑 프린트 기능이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에는 PD 프린터(1000)가 화상 클리핑 프린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다른

경우에는 DSC(3012)가 상기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DSC(3012)는 상기 판정 내용을 PD 프린터(1000)에 전

달한다.

PD 프린터(1000)가 화상 클리핑 프린트 기능을 담당하고 프린트를 수행하는 경우, DSC(3012)는 프린트 대상인 사진 화

상 및 화상 클리핑 프린트 정보를 PD 프린터(1000)에 전달하고, PD 프린터(1000)는 전달된 사진 화상 및 화상 클리핑 프

린트 정보에 기초하여 사진 화상을 클리핑하여 화상 클리핑 프린트를 출력한다.

DSC(3012)가 화상 클리핑 프린트 기능을 담당하고 프린트를 수행하는 경우, DSC(3012)는 사진 화상 및 화상 클리핑 프

린트 정보에 기초하여 사진 화상을 클리핑하여 화상 클리핑 사진 화상을 생성하고, 화상 클리핑 사진 화상을 PD 프린터

(1000)에 전달한다. PD 프린터(1000)는 전달된 화상 클리핑 사진 화상을 프린트한다.

(프린트 잡 포맷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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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프린트 잡 포맷(예: DPOF, CDPS job 등)이 DSC(3012)에 전달된다. 이어서,

DSC(3012)는,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프린트 잡 포맷을 PD 프린터(1000)가 담당하고 DSC(3012)는 다른 프

린트 잡 포맷을 담당한다는 것을 판정한다. DSC(3012)는 상기 판정 내용을 PD 프린터(1000)에 전달한다.

PD 프린터(1000)에 의해 조작되는 프린트 잡 포맷인 프린트 잡에 기초하여 PD 프린터(1000)가 프린트하는 경우, DSC

(3012)는 PD 프린터(1000)에 프린트 잡을 전달한다. PD 프린터(1000)는 전달된 프린트 잡에 기초하여 프린트한다.

DSC(3012)에 의해 조작되는 프린트 잡 포맷인 프린트 잡을 DSC(3012)가 출력하는 경우, DSC(3012)에 의해 조작되는

프린트 잡 포맷인 프린트 잡은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프린트 잡 포맷으로 변환되어 변환된 프린트 잡이 생성

되고, 변환된 프린트 잡은 PD 프린터(1000)에 전달된다. PD 프린터(1000)는 상기 변환되어 전달된 프린트 잡에 기초하여

프린트한다.

이들 부분적 기능에 있어서, PD 프린터(1000)에 의해 지원되는 부분 기능들에 대하여, PD 프린터(1000)의 지원 레벨과

DSC(3012)의 지원 레벨이 상호 비교되어 보다 높은 기능을 갖는 디바이스가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몇몇

경우에는, 이들 디바이스 중 어느 하나가 모든 부분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디바이스에 할당

된 기능의 수가 1 또는 2이고 다른 디바이스에 할당된 기능의 수보다 매우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든 기

능들은 하나의 디바이스에 할당되어, 각 기능의 처리 속도가 저하되더라도 상기 디바이스가 모든 기능들을 처리하므로 프

린트 시스템의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

더욱이, 기능의 할당은 실제 구현되는 기능 및 프린트 잡에 의해 지정되는 기능을 참조하여 수행되기도 한다. 이는 처리 능

력이 낮은 디바이스에 구현되지 않은 기능들이 할당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기능들은 하나의 디바이스에 할당된다.

상술한 설명은 PD 프린터(1000)의 기능들이 DSC(3012)에 전달되고 DSC(3012)에서 분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

였다. 역으로, DSC(3012)의 기능들이 PD 프린터(1000)에 전달되어 PD 프린터(1000)에서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 Capability 정보나 각종 지시를 스크립트에 의해 행함으로써, 다른 통신 프로토콜로의 이식이 용이하게 되어 표준

화하기 쉽게 된다.

또한, 디바이스 간의 통신 수순은 범용 파일, 범용 포맷을 이용하여 행하며, 그의 상위 층에, 본 실시예에 따른 어플리케이

션의 통신 수순층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인터페이스 사양에 의존하지 않는 통신 수순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기록 시스템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장치끼리 접속되기 때문에, 이들의 인터페이스도 여러 가지로 다양

하다. 따라서, 각종 인터페이스에서 표준으로 서포트되어 있는 사양으로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이들 장치

사이에서의 송수신에 있어서 필수로 되는 기능 정보를 「파일 전송」 혹은 「오브젝트 전송」으로 실현시킴으로써, 각종

인터페이스 사양에 용이하게 적합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화상 공급 디바이스로서는 디지털 카메라 이외에도, PDA나 휴대 전화, 텔레비전, 비디오 기기, 화상 기억 디바이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린터 이외에도, 프린트 시스템은 음극선과 같은 표시부로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텔레비전과, 대용량 기억

매체에 기록을 수행하는 비디오 장치, 정보 기록 기록 장치를 포함한다.

또한, 범용 인터페이스로는, 상술한 USB나 IEEE1394 외에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에의 접속도 포함된다.

이러한 구성에 따르면, 예를 들면, 단일 PD 프린터가 복수 종류의 범용 I/F를 포함하고, 이 범용 I/F들을 이용하여 복수의

여러 종류의 DSC와 프린터 간의 다이렉트 프린트를 행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CDP들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이는, 역으로, 단일 DSC가 복수 종류의 범용 I/F를 포함하고, 이 범용 I/F를 이용하여 복수의 다른 종류의 PD 프린터와

DSC 간의 다이렉트 프린트를 수행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고속 처리를 요구하는 화상 데이터 전송(부분 전송)에 있

어서는, I/F에 대해 전용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이 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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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술된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를 공중에 알리는 것은 이하의 청구범위에 개시된 바와 같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지 않는 화상 데이터의 전송 및 기록 지시를 행함으로써, 각 회사의 화상 공급 디바

이스로부터의 화상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화상 공급 디바이스와 기록 장치 사이의 표준 통신 규약을 규정하여, 기종이나 메이커에 의존하지

않는 기록 처리를 실행할 수 있는 기록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PD 프린터의 개관 사시도.

도 2는 본 실시예에 따른 PD 프린터의 조작 패널의 개관도.

도 3은 본 실시예에 따른 PD 프린터의 제어에 따른 주요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PD 프린터의 ASIC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5는 본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6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 통신 수순의 개요를 설명하는 도면.

도 7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를 실장한 PD 프린터와 디지털 카메라의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설명하는 개념

도.

도 8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서비스 기능의 개념도.

도 9는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프린트까지의 처리의 개요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10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DSC와 PD 프린터에서의 서비스 기능의 개념도.

도 11은 본 실시예에 따른 PD 프린터와 DSC를 접속하고 나서 CDPS가 개시되기까지의 처리의 개요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12는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DSC와 PD 프린터의 기능 분담(functiona sharing(assignment))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DSC와 PD 프린터의 기능 분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DSC와 PD 프린터의 기능 분담예를 도시하는 도면으로, 여기서는 DSC를 매스 스

토리지(mass storage)로서 취급한다.

도 15a 및 도 15b는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기능 커맨드를 설명하는 도면.

도 16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DSC와 PD 프린터 사이의 서비스 기능과, 처리의 흐름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17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DSC와 PD 프린터 사이의 서비스 기능의 분담예와, 처리의 흐름을 설명하는 흐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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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은 본 실시예에 따른 CDPS에서의 DSC와 PD 프린터 사이의 서비스 기능의 분담예와, 처리의 흐름을 설명하는 흐름

도.

도 19는 CDPS의 서비스 디스커버리(CDPS_ServiceDiscovery)를 PTP 아키텍처(PTP architecture)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0은 CDPS에서, 카메라가 사용하는 수속을 통지(CDPS_ServiceDiscovery)하는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

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1은 CDPS에서의 프린터 기능의 통지(CDPS_Service)를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2는 CDPS에서, PD 프린터가 화상 파일을 취득하는 기능(CDPS_JobData)의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

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3은 CDPS에서, PD 프린터에서 카메라에 프린트 개시를 지시하는 기능(CDPS_PageStart)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

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4는 CDPS에서, PD 프린터에서 카메라에 1 페이지의 프린트 종료를 송신하는 기능(CDPS_PageEnd)의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5는 CDPS에서, PD 프린터에서 카메라에 프린트 잡(job)의 종료 명령(CDPS_JobEnd)을 발행하는 수순을 PTP 아키

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6은 CDPS에서, PD 프린터에서 카메라에 에러 스테이터스(error status)를 송신하는 기능(CDPS_Error)의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7은 CDPS에서, 조작 제어에서 프린트 제어에 프린트 명령을 발행(CDPS_Job)하는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8은 CDPS에서, 조작 제어에서 프린트 제어에 프린트 중지를 발행(CDPS_JobAbort)하는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

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9는 CDPS에서, 조작 제어에서 프린트 제어에 프린트 재개를 발행(CDPS_JobContinue)하는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30은 CDPS에서, 프린트 제어에서 스토리지(storage)에 부분 화상(partial image)의 취득을 발행(CDPS_

PrintJobData)하는 수순을 PTP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실현한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31은 CDPS에서의 부분 화상의 취득 처리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32는 블루투스(Bluetooth)에서의 CDPS로의 이행 커맨드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도면.

도 33은 블루투스에서의 CDPS로의 이행 커맨드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도면.

도 34는 블루투스에서의 프린터 기능의 통지 처리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도면.

도 35는 블루투스에서의 스토리지로부터 화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처리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도면.

도 36은 블루투스에서의 프린트 개시 통지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도면.

도 37은 블루투스에서의 프린트 종료 통지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도면.

도 38은 블루투스에서의 프린트 잡의 종료 통지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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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는 블루투스에서의 프린터의 에러 통지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도면인

도 40은 블루투스에서의 프린트 명령의 발행 처리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도면.

도 41은 블루투스에서의 프린트 중지 명령의 발행 처리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도면.

도 42는 블루투스에서의 프린트 잡의 재개 명령 발행 처리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도면.

도 43은 블루투스에서의 부분 화상의 취득 처리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도면.

도 44a∼도 44c는 각종 제어 기능(조작 제어, 기억 제어 및 프린트 제어)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DSC 및 PD 프린터 각각의 서포트 레벨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1000 : PD 프린터

1010 : 조작 패널

1006 : 액정 표시부

2001 : 커서 키

2002 : 모드 키

2003 : LED

2004 : 유지보수 키

2005 : 프린트 개시 키

2006 : 프린트 중지 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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