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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캐너의 광원램프 예열장치 및 그 제어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의한 광원램프 예열장치는 광원램프를 구비한 스

캐너 모듈, 숫자 키와 기능 선택 키와 LCD를 구비한 조작패널, 실시간 클럭(RTC), 메모리,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제

어하는 CPU를 포함하여, 조작패널을 통해 입력되는 광원램프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스캐너

에 전원이 입력되면 광원램프를 온 시키고, 광원램프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이 설정되어 있는 지를 검출하여, 실시간

클럭에서 입력되는 시간 데이터에 따라 설정된 램프 오프 시간으로 판단되면 광원램프를 오프 시키며, 램프 오프 상

태에서 조작패널의 키 입력신호가 입력되거나 설정된 램프 온 시간으로 판단되면 램프를 온 시킨 후 예열 모드로 전

환한다. 이에 의하면,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스캐너의 광원램프 온/오프 시간을 설정하여 스캐너를 사

용하지 않는 요일이나 시각에는 광원램프가 자동으로 오프 되고, 설정 시각 또는 요일에는 자동으로 광원램프가 온 

되어 예열되며, 조작패널의 키를 조작하면 광원램프가 온 되어 예열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력의 낭비를 감소시키

며 사용 시에는 적절히 예열되어 시간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스캐너, 화상독취장치, RTC, 광원램프, 예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복합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광원램프 예열장치를 나타낸 블록도, 그리고,

도 3은 도 2의 예열장치의 제어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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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스캐너와 같은 화상입력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광원의 포화를 위하여 일정 시간동안 광원

램프의 예열을 필요로 하는 화상입력장치를 가지는 스캐너, 복사기 또는 복합장치에 있어서, 광원램프 예열 시간을 

최적화 시켜 전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광원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스캐너의 광원램프 예열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캐너는 광원의 빛을 원고에 투사하여 반사시키고 반사된 광을 전계방출소자(CCD; Charge Coupled D

evice), 접촉 이미지 센서(CIS; Contact Image Sensor)와 같은 화상독취 센서를 통하여 전기출력값으로 변환시킨 다

음 이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데이터 기억장치에 저장되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서류, 책 등의 원고 내용을 읽어들이는 스캐너는 단품으로서의 스캐너가 있으며, 복사기, 팩스 등과 함께 

복합기의 한 구성요소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도 1은 화상을 독취하고, 프린팅 출력하며, 팩스 송신할 수 있는 복합기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PC와 연결되며, 화상을 독취하는 스캐너 모듈(13)과 화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린터(18), 팩스 송신을 위한 모

뎀부(16)를 포함한다.

CPU(11)는 시스템 전체를 컨트롤하는 부분으로서 전체 시스템을 구동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시스템 메모리(14)를 

컨트롤하며, 조작패널(17)과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되어 키 입력 및 LCD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정보

를 교환하며, 플랫베드 스캐너 모듈(13)을 통해 화상 데이터의 스캐닝을 하기위한 화상처리부(12)를 제어하며 화상처

리부(12)에서 처리된 화상데이터 컨트롤을 수행한다.

모뎀부(16)와 LIU부(16')는 처리된 화상 데이터의 팩스 송신을 제어하고, 화상데이터를 PC로 전송을 위한 ECP 인터

페이스를 수행한다.프린터 드라이버(19)는 PC에서의 프린팅이나 팩스 수신시의 프린팅을 위한 제어를 수행하는 파

트이다.

화상처리부(12)는 스캐너 모듈(13)로부터 입력된 화상 데이터의 셰이딩 및 감마 커렉션, 축소/확대, 컨버젼, 에지 엠

파시스, 에러 디퓨전 등을 수행한다. 플랫베드 스캐너 모듈(13)은 화상 데이터를 독취하는 부분으로 원고가 설정된 유

리면 아래로 이동하면서 화상데이터를 독취하게 되는 구조로 형성된다.

조작패널(17)은 숫자 키와 여러 가지 옵션을 조작할 수 있도록 배열된 OPE(Operation panel)이며, LCD(17')는 사용

자에게 보다 쉽게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등의 조작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화상메모리(15)는 화상처리부에서 화상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화상 데이터 처리용 버퍼 메모리이고, 시스템 메모

리(14)는 전체 시스템 프로그램이 내장된 플래시 메모리와 기타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휘발성 메모리인 Dram 으로 

구성된다.

ECP(20)는 IEE 1284에 따른 PC와 양방향 패러럴 인터페이스를 위한 모듈로써 스캔한 데이터의 PC에의 송신, PC에

서 프린팅할 데이터의 수신을 위한 파트이다. 프린터 드라이버(19)는 잉크젯 시스템에서 프린팅 동작을 수행하기 위

해 필요한 프린트 헤드 컨트롤, 캐리지 모터 패이즈, 포지션 컨트롤, 프린팅 데이터 처리 및 라인 피드 모터 등을 컨트

롤하는 파트이다. RTC(21)는 실시간 클럭(real time clock)으로 초/분/시, 날짜, 요일 등의 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트이다.

상기와 같은 복합기에서 스캐너 모듈(13)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에 소정의 광을 투사하여 반사시키는 광원램프

가 필수 구성요소로서 구비되는데, 스캐닝을 위해 광원램프을 점등(예열)시키는 제어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즉, 스캐너에 연결된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캐너에 원고를 스캔닝하라는 명령을 전달하고, 이때 스캐너

의 광원램프를 점등시켜 예열되도록 하는 방법과, 스캐너에 연결된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 동안 스캐너의 광원

램프에도 전원이 항상 인가되도록 하여 예열시키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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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기와 같은 스캐너의 광원램프 예열방법에 있어서, 그 전자의 방법에 의하면, 광원램프의 초기 예열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스캐닝 속도가 저하되는 문 제점이 있었다. 이는 스캐너의 광원으로서 사용되는 램프의 구조상의 기본

특성에 의해 그 주변온도가 대략 40℃의 온도에 도달하여야만 램프 자신의 밝기를100% 낼 수 있으며, 또한 광원램프

점등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여야 자신의 밝기를 100%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광원램프의 주변온도 및 램프 점등 후 경과시간에 따른 밝기의 점차적인 증가 특성에 따라 정상적인 밝기를 100

% 얻기 위하여 광원램프를 점등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발열에 의하여 주변온도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일정

시간을 경과시켜 충분한 밝기에 도달한 후부터 스캐닝 동작을 하여야만 최적의 화질 상태로 원고를 독취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초기 예열시간은 스캐너의 성능에서 중요한 항목인 스캐닝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스캐너의 광원램프 예열방법에 있어서, 그 후자의 방법에 의하면, 스캐너가 동작하지 않을 때에도 광원

램프가 항상 예열 점등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소모가 크며, 사용자에게 눈부심 등의 불편 원인을제공하는 문제점이 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안정적인 광량을 위해 예열 시간

이 필요한 램프 등을 광원으로 하는 스캐너와 같은 화상독취장치에 있어서, 설정 시각이나 요일에 미사용 시 예열 시

간을 최적화하여 전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부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스캐너의 광원램프 예열장치 및 그 제어방

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스캐너의 광원램프 예열장치는, 광원램프를 구비하여 외부 입력 신호에 

따라 광원램프를 온/오프 시키는 스캐너 모듈, 숫자 키와 기능 선택을 위한 기능키 및 디스플레이창을 구비하여 광원

램프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패널(OPE), 연, 월, 일, 시, 분, 초, 요일 등의 시간 데이터

를 처리하는 실시간 클럭(Real Time Clock,이하 RTC라 칭함), 상기 광원램프의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을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조작패널을 통해 입력되는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을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고, 전원이 입력되면 광원램

프가 온 되도록 스캐너 모듈을 제어하고, 램프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이 설정되어 있는 지를 검출하여, 상기 RTC에

서 입력되는 시간 데이터에 따라 설정된 램프 오프 시간으로 판단되면 상기 램프가 오프 되도록 스캐너 모듈을 제어

하며, 램프 오프 상태에서 상기 조작패널의 키 입력신호가 입력되거나 상기 설정된 램프 온 시간으로 판단되면 램프가

온 되도록 스캐너 모듈을 제어한 후 예열 모드로 전환하여 스캐너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한편, 본 발명에 의하면, 전원이 입력되면 광원램프를 온 시키는 단계, 광원램프의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의 설정 여

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설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키 입력신호가 소정 시간

동안 입력되지 않은 경우 절전모드로 전환하는 단계, 상기 설정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면 설

정된 램프 오프 시각 또는 요일이 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설정된 램프 오프 시각 또는 요일로 판단되면 램프를 오프시

키는 단계, 램프 오프 상태에서 설정된 램프 온 시각 또는 요일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시 각 또는 요일이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면 램프를 온 시키고 예열 모드로 전환하는 단계, 그리고 설정된 램프 온 시각 또는 요일 도달 

전에 키 입력신호가 입력되면 램프를 온 시키고, 예열모드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캐너의 광원램프 예열장치

의 제어방법이 제공된다.

이에 의해, 광원램프 온/오프 시간을 설정하여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는 요일이나 시각에는 광원램프를 자동으로 오프

시키고, 설정 시각 또는 요일에는 자동으로 광원램프가 온 되어 예열되며, 조작패널의 키를 조작하면 광원램프가 온 

되어 예열될 수 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광원램프 예열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시하는 바와같이 광원램프 예열장치

는 스캐너 모듈(200), 조작패널(400), RTC(300), 메모리(500), 제어부(100)를 구비한다.

스캐너 모듈(200)은 화상데이터를 독취하는 부분으로 광원램프(210)를 구비하여 원고가 설정된 유리면 아래로 이동

하면서 화상데이터를 독취하게 되는 구조로 형성되며, 제어 신호에 따라 광원램프(210)가 온/오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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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패널(400)은 숫자키, 기능 선택을 위한 기능키 및 LCD로 구성된 디스플레이창을 구비하여 사용자가 광원램프(2

10)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을 비롯한 각종 제어 명령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실시간 클럭(Real Time Clock)은 연, 월, 일, 시, 분, 초, 요일 등의 시간 데이터를 처리하여 실시간으로 시각 및 요일 

정보를 출력한다. 메모리(500)는 시스 템 제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며, 사용자가 설정한 광원램프의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을 저장한다.

제어부(100)는 시스템 전체를 컨트롤하는 부분으로서 전체 시스템을 구동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메모리(500)를 컨

트롤하며, 조작패널(400)과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되어 키 입력 및 LCD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정보

를 교환하며, 스캐너 모듈(200)을 통해 화상 데이터를 스캐닝하도록 스캐너 모듈(200)을 제어한다. 또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광원램프(210)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을 설정하고, 조작패널(400)의 키 신호의 입력에 따라 광원램프(2

10)가 온 되고, 설정된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에 따라 광원램프(210)가 온/오프되도록 스캐너 모듈(200)을 제어한다.

이와같이 구성된 스캐너의 광원램프 예열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방법을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스캐너를 포함하는 복합기에 전원이 입력되어 시스템이 턴온되면 광원램프 온 상태가 된다(S100). 사용자에 의

해 광원램프의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S200), 설정되지 않은 경우 키 입력여부를 판

단하여 키입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스탠 바이 또는 동작상태를 유지하고, 소정 시간동안 키입력이 없으면 절전모드로 

전환시켜 램프는 오프가 된다(S210, S211, S212).

설정되어 있는 경우 RTC(300)에서 입력되는 시간정보가 메모리에 저장된 광원램프(210) 오프 시간과 일치할 때 광

원램프(210)를 오프시킨다(S220, S221).

광원램프(210)의 오프 상태에서 사용자가 램프 온 시간 또는 요일을 설정해 놓은 경우 RTC(300)에서 입력되는 시간

정보가 메모리(500)에 저장된 광원램프(210) 온 시간과 일치할 때 광원램프(210)를 온 시키고, 예열모드로 전환한다

(S230, S231, S232).

광원램프(210) 오프 상태에서 설정된 램프 온 시각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패널(400)에서 키 신호가 입력되

면 광원램프(210)를 온 시키고 예열모드로 전환한다(S234).

따라서, 사용자가 점심시간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특정한 시각, 요일 등을 미리 설정하여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램

프가 자동으로 오프되고, 사용하는 시각, 요일 등도 설정하여 사용 시간 전에 충분한 예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램프

가 온되도록 하여 사용시 예열 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조작패널(400)의 키를 이용하여 램프 온/오프 

시각, 요일 등을 입력할 수 있고, 조작패널(400)의 키 신호 입력 유무에 따라 램프가 온/오프 되므로 PC와 연결되지 

않은 스탠드 얼론(stand alone) 모델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 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스캐너의 광원램프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 또는 요일에 오프 시킴으로써 절전 효과와 부품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사용시간 전에 광원램프를 온 시킴으로써 예열시간을 최소,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원램프를 구비하며 제어 신호에 따라 광원램프를 온/오프 시키는 스캐너 모듈;

숫자키, 기능 선택을 위한 키 및 디스플레이 창을 구비하며 상기 광원램프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을 입력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작패널;

연, 월, 일, 시, 분, 초, 요일 등의 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실시간 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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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광원램프의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을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조작패널을 통해 입력되는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을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고, 전원이 입력되면 광원램프가 온 

되도록 스캐너 모듈을 제어하고, 램프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이 설정되어 있는 지를 검출하여, 상기 실시간 클럭에서

입력되는 시간 데이터에 따라 설정된 램프 오프 시간으로 판단되면 상기 램프가 오프 되도록 스캐너 모듈을 제어하며

, 램프 오프 상태에서 상기 조작패널의 키 입력신호가 입력되거나 상기 설정된 램프 온 시간으로 판단되면 램프가 온 

되도록 스캐너 모듈을 제어한 후 예열 모드로 전환하여 스캐너를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캐너의 광원램프 예열장치.

청구항 2.
전원이 입력되면 광원램프를 온 시키는 단계;

광원램프의 온/오프 시각 또는 요일의 설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설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조작패널의 키 입력신호가 소정 시간동안 입력

되지 않은 경우 절전모드로 전환하는 단계;

상기 설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면 설정된 램프 오프 시각 또는 요일이 되었는지를 판단하

여 설정된 램프 오프 시각 또는 요일로 판단되면 램프를 오프시키는 단계;

램프 오프 상태에서 설정된 램프 온 시각 또는 요일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시각 또는 요일이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면 램프를 온 시키고 예열 모드로 전환하는 단계; 및

설정된 램프 온 시각 또는 요일 도달 전에 키 입력신호가 입력되면 램프를 온 시키고, 예열모드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캐너의 광원램프 예열장치 제어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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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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