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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식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식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식의 일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2도는 2개의 필터(어느것이나 비선형 필터로 구성되는것)의 개략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3도는 비선형 평활용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4도는 에지 강조용 필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5도는 에지 강조용 비선형 변환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6도는 에지 강조용 비선형 변환부의 변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7도는 평활용 비선형 변환부의 변환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8도는 샤프네스 모드에 있어서의 파라메터의 설명을 하기 위한 도면.

제9도는 축확에 의한 파라메터의 변경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10도는 파라메터의 변경 커브의 예를 나타낸 도면.

제11도는 파라메터의 자동설정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12도는 IPS의 LUT 설정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13도는 각 LUT의 설정내용을 나타낸 도면.

제14도는 테이블의 설정타이밍을 나타낸 도면.

제15도는 IPS의 모듈 구성개요를 나타낸 도면.

제16도는 IPS를 구성하는 각 모듈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17도는 IPS의 하드웨어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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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칼라복사기나  칼라프린터,  기타  화상을  형성  출력하는  장치에  관한것이며,  특히  원고를 
독취한  화상  신호의  잡음이나  망점성분을  제거하여  고화질의  화상신호를  얻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
제어방식에 관한 것이다.

칼라복사기나  칼라프린터와  같은  디지탈  칼라  화상형성장치는  풀칼라의  경우에  Y(옐로),  M(마젠다), 
C(시안),  K(블랙)으로  되는  4색의  토너를  탑재하고  각각의  칼라토너  상을  형상하여  겹침으로써 칼라
화상을  재현시키고  있다.  즉  4회의  카피프로세스를  실행함으로써  비로서  풀칼라의  카피복사가 완료
하게  된다.  따라서  플랜튼  위에  올려놓은  원고를  독취하여  칼라  복사를  하려면  우선  원고를 광학적
으로  독취하여  그  독취신호를  각  토너의  현상신호로  변환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고에는 문자원
고,  사진원고,  인쇄원고  및  이들의  혼재원고로  분류할  수  있다.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중간조 화상
은  그  정세도나  계조성의  재현성을  높이고  중간조로서의  원활한  화상을  재현시키기  위한  화상 신호
에  대해서  잡음이나  망점성분의  제거등의  평활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간조화상
의  재현과  같은  처리를  문자원고와  같은  2치화상의  재현에  적용시키면  역으로  에지부가  흐려져 버린
다.  즉,  문자원고와  같은  2치화상에  있어서는  에지를  강조하고  정예도를  높이는  처리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사진원고도  문자원고도  그  각각대로  재현되도록  잡음이나  망점  성분의  제거  등의 평활처리
와  에지의  강조처리와의  정합을  도모하고  문자원고의  화상이  흐려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에지 강
조를  행하면서  사진원고  등의  중간조화상의  재현성도  좋게  하도록  화상신호의  조정을  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문자원고,  사진원고,  인쇄원고,  혼재원고에  대해서  그  각각대로  재현되도록 잡
음이나  망점성분의  제거등의  평활처리와  에지의  강조처리를  행하도록  해도  전체로서는  대체적인 화
질의  것이  얻어지나  예를들면  사진원고,  문자원고의  개개에  대해서  보면  사진원고에서는  에지가 약
간  강조된  원활하지  못한  화상으로  되든지  문자원고에서는  에지부가  흐려지든지  하여  어느  화상도 
충분히  만족할  화질의  것을  얻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문자,  사진,  인쇄의  원고에  대해서는 각각
에  최적인  평활화  처리와  에지강조  처리가  있고  개별적인  파라메터가  필요하게  된다.  또  각  원고에 
대해서 그 각각대로의 재현을 시킬 수 있는 동일 파라메터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각 원
고에 양호한 재현성이 얻어지도록 밸런스를 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복사기에는  대부분의  것에  축확기능을  구비  하고  있으나  상기의  평활처리  및  에지강조  처리의 
파라메터의  설정은  축확율  100%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축확처리한  경우에는  화질이  열화된다는 문제
가  있다.  즉,  축확율  100%에서  최적으로  설정된  평활처리  및  에지강조  처리의  파라메터에  의해서 축
확처리를  행한  화상을  재현시키면  부자연스러운  에지  강조가  생기는  동시에  확대시에는  축확율 100%
에서  별것이  아니었던  레벨의  세부  흐름이  확대되어서  눈에  띄게  하고  축소시에는  모아레를  제거할 
수 없게 된다.

본  발명은  상기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사진원고나  문자원고,  인쇄원고,  이들의 혼재
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  대해서  고화질의  화상신호를  얻는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각 화상
신호의  모드에  대해서  평활처리  및  에지  강조처리의  최적  파라메터를  설정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샤프네스의 조정이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축확
처리에 의한 화질의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본  발명은  제1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화상신호의  잡음이나  망점성분을  제거하여  고화질의 
화상  신호를  얻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식에  있어서,  망점성분을  제거하여  중간조화상의 평활
화를  행하는  로우패스의  평활용  필터(1),  이  평활용  필터의  출력을  변환하는  평활용  변환테이블(3), 
높은  주파수  성분으로  되는  에지부를  검출하는  하이패스의  에지  검출용  필터(2)가  에지검출용 필터
의  출력을  변환시키는  에지강조용  변환테이블(4)을  구비하고  화상  신호마다.  각  필터  및  각 변환테
이볼의  파라메터를  변경하여  이들에  의  해서  평활처리  및  에지  강조처리를  행한  신호를 합성회로
(5)에서  합성하여  화질을  제어하도록  한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표준설정에  있어서는  평활용  필터 
및  에지  검출용  필터는  공간  주파수에서  133선  근방이  컷  옵점이  되도록  파라메터를  설정하는 동시
에  표준  설정인  혼재모드에  더하여  문자,  사진,  인쇄의  원고를  더  양호하게  재현시키기  위한 원고대
응  모드를  설정하고  문자원고,  사진원고,  인쇄원고,  혼재원고의  모드에  따라서  파라메터를  변경하여 
영역신호에 의해서 절환시키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  의해서  문자원고,  사진원고,  인쇄원고,  혼재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  응하여  각각에  최적인 
파라메터를  설정하여  절환하므로  평활처리  및  에지  강조처리가  적절하게  행해지고,  문자원고에 대해
서는  에지가  강조된  선영도가  높은  2치화상을  재현시킬  수  있고  사진원고에  대해서는  에지가  눈에 
띄지 않고 정세도가 높은 원활한 중간조화상을 재현시킬 수 있다.

에지강조용  변환테이블은  혼재원고의  화상  신호의  모드에서는  컷옵점을  최대치인  0.24,  최대치에 대
한  변환치를  최대치인  0.24,  최대치에  대한  변환치를  최대치의  0  71,  변환커브의  접근선의  교점을 
피변환치가  최대치의  0.47이고  변환치가  최대치의  0.63  근방으로  설정하고  마이너스측의  파라메터를 
플라스측의  파라메터의  1/2  내지  1/3로  설정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문자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
에서는  혼재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보다도  강하게  하고  사진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서는 혼재원고
의  화상신호의  모드와  문자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와의  중간으로  하고  인쇄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
에  있어서는  혼재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보다도  약한것으로  함으로써  각  화상신호의  모드에  응한 에
지 강조용 파라메터를 설정한다.

또,  평활변환  테이블은  문자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서  컷하고  사진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서 저
역측만  변환시키고  인쇄원고  및  혼재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서  스루로함으로써  각  화상신호의 모
드에 응한 병활용 파라메터를 설정한다.

혼재원고  및  사진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  있어서  샤프네스를  약하게  하는  경우에는  평활용  필터의 
컷옵  점을  작게하는  동시에  에지  강조용  변환테이블에  있어서의  강조도를  약하게  하고  샤프네스를 

29-2

특1995-0009647



강하게  하는  경우에는  에지  강조용  변환테이블에  있어서의  강조도를  강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문자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  있어서  샤프네스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에지  강조용  변환테이블의 
강조도를  샤프네스의  강약에  따라서  바꾸도록  한것을  특징으로  한다.  인쇄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 
있어서  샤프네스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에지  강조용  변환테이블의  강조도를  샤프네스의  강약에 따라
서  바꾸도록  한것을  특징으로  한다.  인쇄원고의  화상  신호의  .모드에  있어서  샤프네스를  약하게 하
는  경우에는  평활용  필터의  컷  옵점을  작게하고  샤프네스를  강하게  하는  경우에는  에지  강조용 변환
테이블의  강조도를  강하게  하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같이  샤프네스도  파라메터를  각  화상신호의 
모드에 응하여 바꿈으로써 각각의 원고대응 모드에서의 샤프네스가 섬세하게 조정될 수 있다.

축확처리  모드에서는  축확율에  응하여  평활용  필터와  강조용  변환테이블의  파라메터를  변경시킨다. 
또,  화상신호의  축소처리  모드의  경우에는  에지  강조용  변환테이블의  강조도를  높이고  화상신호의 
확대처리  모드의  경우에는  에지  강조용  변환테이블의  강조도를  높이고  화상신호의  확대처리  모드의 
경우에는  에지강조용  변환테이블의  강조도를  낮추도록  평행으로  쉬프트하는  동시에  평활용  필터의 
컷  옵점을  크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단계적으로  파라메터를  변경시키고  정형  배율의 중간에
서  파라메터를  변경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같이  함으로써  확대시의  흐름이나  축소시의 모
아레를 제거할 수 있다.

또,  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와  샤프네스와  축확율에  연동시켜  파라메터를  변경시킴으로써  각 원고대
응  모드에  있어서의  축확처리에서도  화질의  열화를  방지하고  또  샤프네스의  조정도  행할  수  있게 한
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예를 설명하겠다.

이  실시예에서는  칼라복사기를  화상처리장치의  일예로서  설명하겠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고  프린터나  팩시밀리,  기타의  화상처리장치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우선, 실
시예의 설명에 앞서서 목차를 나타내겠다.

(I) 화질제어회로의 구성

(I -1) 비선형 평활용 필터, 

(I -2) 비선형 에지강조용 필터, 

(I -3) 원고모드에 의한 파라메터의 설정, 

(I -4) 샤프네스에 의한 파라메터의 변경, 

(I -5) 축확에 의한 파라메터의 변경, 

(I -6) 파라메터의 자동설명, 

(II) 파라메터의 설정처리

(III) 이메지 입력 시스템(IPS)

(III-1) IPS의 모듈 구성, 

(III-2) IPS의 하드웨어 구성.

(I) 화질제어회로의 구성

종래의  선형  필터로  잡음이나  망점성분을  제거하려고  하면  원고중의  문자등의  에지부분도  손상되어 
카피로서  만족할  수  있는  화질을  얻을  수는  없다.  그리하여  에지부분을  손상하지  않고  잡음이나 망
점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필터의  사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같은  화상신호에  대한 비선
형 필터로서 여러가지의 것이 제안되어있고 주로 아래와 같이 대별된다.

① 비선형 함수의 급수전개에 준한 것, 

② 무기억형 선형 비선형 변환과 선형 필터의 조합에 의한 것, 

③ 필터계수의 비선형 제어에 의한 것, 

④ 구분적으로 선형 필터 계수를 갖는 것, 

⑤ 필터창내의 신호치를 바꾸어 놓아 처리하는 것, 

⑥ 신호의 임계치 분해에 준한 것.

디지탈  칼라복사기에  있어서,  각종  입력화상을  충실하게  재현시키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잡음이나 
모아레의  발생원인이  되는  망점성분을  제거하고  다른쪽은  문자등의  에지부를  더  샤프하게  하여 출력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을  비선형  필터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하의  2개의  요소가  필요하게 된
다.

① 에지부를 보존하면서 잡음, 망점성분을 제거하는 필터(비선형 평활용 필터), 

② 잡음을 강조하지 않고 에지부만을 강조하는 필터(비선형 에지 강조용 필터).

제2도는  2개의  필터(어느것이나  비선형  필터로  구성된것)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3도는  비선형 평
활용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4도는  에지  강조용  필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5도는 에지강조용 비선형 변환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I -1) 비선형 평활응 필터

비선형  평활용  필터를  나타낸  것이  제2a도이고,  2차원의  선형  평활용  필터(11)의 탭수를(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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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1)로 했을때에 직류성분이 1인 저역통과 필터의 계수 aij'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또,  통상의  필터에  있어서  N은  우수로  되어  있다.  이때에  선형  평활용  필터(11)에서  사용되는  계수 
ak.L는 ak.L'의 중심의 계수에서 1을 감한 직류분 0의 계수로서 주어진다.

여기서

이다. 이에 의해서 선형 평활용 필터(11)의 출력 dm.n는 다음식으로 표시된다. 

이때에 ak.L 로  표시되는  필터의  주파수특성은  예를들면 akjL '의  특성이  제3a도에  나타낸  것과  같은 저

역  통과형  필터일때에  동도면(b)에  나타낸  바와같은  통과역의  게인이  거의  1이고  위상이  반전되어 
있는 고역 통과형의 필터로 된다.

따라서,  화상이  평탄한  부분이나  주파수가  너무  높지  않은곳의  잡원에  대해서는  작은  값을  나타내고 
에지  등에  대해서는  높은  값을  나타낸다.  즉,  일반적으로는  에지부,  망점부,  평탄부의  차례로  낮은 
값으로 된다.

그런데,  이  출력에  대해서  비선형  변환부(12)에  의해서  함수F(d)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한다.  F(d)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따라서, 비선형 ME 필터출력 ym.n는 하기와 같이 표시된다.

여기서, 직류분 1일때의 저역통과형 필터 ak.L'의 출력 ym.n'는 다음식이 된다. 

이로부터 상기 ym.n '의  식은 ym.n의  식에 있어서의 |d m.n  |≤th의 경우와 같다.  즉,  이때에 비선형 평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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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필터의  출력 ym.n 는  선형  저역통과형  필터를  적용시킨  것이  되고, |d m.n  |＞th일때에  입력신호 xm.n

가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한  임계치(th)를  에지부분과  기타  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곳에  설정하면, 에지
를 보전한대로 기타 부분만을 평활화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이  비선형  평활용  필터에  의해서  망점  성분을  제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에지  성분도 
보존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필터  처리후의  디저처리에  의한  에지열화에  의한  문자재현  불량은 
해결할 수 있다.

(I -2) 비선형 에지 강조용 필터

에지강조에  있어서의  목표는  고역잡음이나  망점성분에  좌우되지  않고  문자등의  에지부분을  추출하여 
강조  해주는  것이고  주로  제2b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선형  에지  강조용  필터(13)와  비선형 변환부
(14)의  2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선형에지강조용  필터(13)는  예를들면  제4도에  나타낸  바와같은 특성
의  것을  사용한다.  에지건출용  필터(13)의  특성은  동도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대역통과형(밴드
패스)  필터의  것이고,  입력으로  상정되는  133선(5.21ps/mm)∼200선(7.91ps/mm)의  망점원고의  성분을 
제외한 에지 성분을 검출할 수 있게 설정된다.

이  출력치를  그대로  사용하면  잡음성분도  약간  포함되므로  비선형  평활용  필터의  경우와  같이 예를
들면  LUT로  구성되는  비선형  변환부(14)에서  비선형  변환하고  잡음성분을  제거하여  에지부를 강조하
기 위한 신호를 꺼낸다.

이때에 제2b도에 나타낸 비선형 에지 강조용 필터의 출력 Zm.n는 다음식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emDn는 에지검출용 필터(13)의 출력, 또 bkDL는 에지검출용 필터(13)의 계수이고

이다.  비선형  변환부(14)의  변환함수(fe)는  잡음이나  망점성분의  값이  작은것을  상정하여  제5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임계치(ε1 , ε2 )를  설정하고  이  사이의  범위를  잡음  대역으로  인식하여  출력을 0으

로 하고 그 이외(강조대역)을 에지 성분으로서 강조하게 설명된다.

이상의  비선형  평활용  필터와  비선형  에지  강조용  필터의  2종을  합성함으로써  제1도에  나타낸 것과
같은 디지탈 칼라복사기에서 요구되는 필터를 구성할 수 있다.

(I -3) 원고모드에 의한 파라메터의 설정

제6도는  강조용  비선형  변환부의  변환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7도는  평활용  비선형  변환부의 
변환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에지강조용  비선형  변환을  행하는  에지  강조용  변환테아블(LUT)의  변환특성은  상승점의 값(X)(피변
환치)의  최대치에  대한  y(변환치),  접근선의  교점의  값,  x방향의  접근선과의  접점의  값에  의해서 설
정할  수  있다.  우선  표준  모드를  사진·인쇄·문자의  혼재원고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이 표준모
드에  있어서의  정의  방향의  변환특성은  255계조에서  제6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상승정의 값(X0 )를 60

±20(최대치  255의  0.24근방),  x는  최대치 x3 =255에  대한  y의 값(y=3 )을  180±20(최대치  255의 0.71

근방),  접근선의  교점의 값(x2 , y2 )를  120±20(최대치  255의  0.47근방),  160±20(최대치  255의 0.63

근방)  또는  접근선과의  접점의  X방향의 값(X1 )을  100±20(최대치  255의  0.39근방)으로  설정하고 부

의  방향의  경우에는  이들  1/2-l/4의  범위내에  설정했을때에  전체로서  양호한  화상을  재현시킬  수 있
다.

이에  대해서  인쇄모드의  경우에는  망점을  취하여  강조도를  강하게  하면  거칠은  느낌의  화면이 되어
버림으로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를들면 x0 를  ≥80, y3 을≤160  정도로  전체로서  도시한  우측으로 쉬

프트하여  강조도를  약하게  한  내용으로  한다.  거란  문자모드의  경우에는  에지를  강조하여  샤프하게 
하기  위하여  인쇄모드의  경우와는  역으로  예를들면 X0 를  ≤40.  1/3을  ≥200  정도로  전체로서  도시한 

좌측으로  쉬프하여  강조도를  강하게한  내용으로  한다.  또,  사진모드의  경우에는  흐려지지  않고 정세
도를  높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에지강도가  필요하므로  표준모드의  문자모드와의  중간에  있어서 오히
려  문자모드에  가까운  내용의  설정으로  하면  각각의  모드로  높은  정세도로  화상을  재현시킬  수 
있다.

즉,  표준모드에  대해서  인쇄모드는  상승점이  우측으로  쉬프트되고  강조도도  약해지므로  너무  에지를 
검출하지  않고  입상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사진모드는  인쇄모드에  비해서  상승점이  좌로 
쉬프트 되고 강조도도 강해지고 문자모드는 상승점이 더 좌로 쉬프트 되므로 이 경향이 높아진다.

평활용  비선형  변환을  행하는  평활용  변환  테이블의  변환특성을  표준(혼재)  모드  및  인쇄  모드의 경
우에  는  제7a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평활용  필터의  출력을  그대로  출력하지만  사진모드의  경우에는 
에지성분  이  무뎌지지  않게  커트한다.  또  문자모드의  경우에는  평활처리를  컷  해버림으로써  에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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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둔화를 없앤다.

(I -4) 샤프네스에 의한 파라메터의 변경

제8도는 샤프네스 모드에 있어서 파라메터의 변경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샤프네스  모드는  선영도를  변화시키는  조정  기능이고  경과부의  방향으로  각각  단계적으로 변화시키
도록  파라메터를  변경시킨다.  샤프네스  0의  파라메터에  대해서  제8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플러스측에
서는  에지강조용  변환테이블(LUT)에  의한  강조도를  강하게  한다.  이때에  망점성분제거를  위한 평활
용(ME)  필터는  변경하지  않는다.  샤프네스·플러스측에  있어서도  모아레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
다.  또,  에지강조량은  파라메터를  적절히  선택하고  에지강조(USM)  필터는  고정시키고  에지  강조용 
변환테이블(LUT)  만으로  행하게  한다.  이  경향은  어느  모드에  대해서도  같다.  역으로 마이너스측에
서는  에지  강조용  변환테이블의  강조도를  약하게  하고  더  평활용  필터의  컷옵점을  작게  한다.  에지 
강조용  필터는  고정된  대로  한다.  또,  인쇄모드에서는  전술한  바와같이  에지강조용  변환테이블의 강
조도를  원래  약하게  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해도  좋다.  또  문자모드에서는  평활용  필터를  가하지 않
기 때문에 샤프네스 조정은 에지 강조용 변화테이블(LUT) 만으로 행한다.

샤프네스  모드의  조정에  있어서,  예를들면  정찰용  필터의  컷  옵점을  큰쪽으로  변환시키면 플러스측
에서는  세부  흐림이  개선되고  샤프한  이메지가  되지만  모아레가  발생한다.  샤프네스  플러스측 조정
은  평활용  필터의  컷  옵점의  변경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샤프네스·마이너
스측을  평활을  필터의  컷  옵점이  변경만으로  행하면  에지  강조가  강한  경우에  평활화  화상위에  강한 
에지가  나타나고  화상이  부자연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상기와  같은  강조용  변환테이블과 평활
용 필터의 조정은 미조정을 용이하게 하여 샤프한 이메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

상기  에지  강조용  변화테이블의  변경방법에  의하면  에지  강조용  변환테이블은  어느  제한된 임계치내
의  변경하에서  행할  필요가  있다.  플러스측에서는  어느  임계치를  초과하면  고농도  측에서 스폿에지
가  나타나고  샤프네스·마이너스측에서는  어느  임계치  이하가  되면  농도부족이  된다.  에지강조용 변
환테이블의  변경방법으로  는  상기의  방법과는  역으로  최대치측을  고정시켜  컷옵점을  이동시키는 방
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플러스측에  거칠은  느낌이  나타나고  스폿잡음이  발생되게  된다.  또,  어느 
임계치  이하가  되면  망점성분도  강조되게  되어  모아레가  발생된다.  또  마이너스측에서  고에지량 영
역만의  강조된  부자연스러운  화질로  된다.  그외에  평행이동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이  방법은  상기 2
개의  방법의  복합효과가  나타난다.  어느  방법이라도  테이블의  변경은  화질에  결함이  없는  범위에서 
행할 필요가 있다.  그  범위내에 있으면 2개의 방법을 조합시키는것 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들면 샤
프네스·플러스측이 강한쪽은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을 채용해도 좋다.

(I -5) 축확에 의한 파라메터의 변경

제6도는  축확에  의한  파라메터의  변경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10도는  파라메터의  변경  커브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축확처리를  행한  경우에  100%의  축확율에  있어서의  화질에  대해서  그대로의 파라메
터를  사용하면  축소시에는  솎아낸  모아레를  제거할  수  없고  확대시에는  100%에  있어서  신경쓰이지 
않는  레벨의  세포  흐름이  확대되어  눈에  띄게  된다.  또,  축확시에는  부자연스러운  에지  강조가  눈에 
띄게 된다.

그리하여  축소시의  파라메터의  변경은  제9a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평활용  필터를  고정시키고  또는  컷 
옵점을  작게하여  에지  강조용  변환테이블만  강조도를  높인다.  이와같이  하면  축소에  의해서 에지강
조량이 약해지고 세선의 끊김이 생 기는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확대시의  파라메터의  변경은  동도면(b)에  나타낸  바와같이  평활용  필터의  컷옵점을  크게하는 동
시에  에지강조용  변환테이블의  강조도를  약화시킨다.  즉,  평활용  필터의  MTF를  높임으로써  흐림이 
눈에 띄지 않게 한다.  동시에 확대와 동시에 에지 강조가 너무 강하게 되어 부자연스러운 화질로 되
고  화상의  주파수  성분이  변화되어  망점성분도  강조되어버려  모아레의  발생이나  입상성의  악화를 초
래하고 있으므로 에지강조량 을 약화시킴으로써 이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또,  4(lps/mm)의  공간주파수에  있어서  평활용  필터의  MTF와  축확율과의  관계를  나타낸것이 제10도이
고  축확율에  응하여  제10도를  나타낸  바와같이  MTF가  변화되도록  평활용  필터의  파라메터를 조정해
도  좋으며  소정  곡선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도  좋다.  축확율에  수반되는  에지  강조량의  조정에서는 망
점성분을  검출하지  않고  에지  성분만  검출하도록  에지  강조용  필터에  있어서의  에지검출밴드폭을 바
꾸도록해도  좋다.  또  제10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축확율에  응하여  연속적으로  파라메터를  변경시키면 
준비해야할  파라메터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축확율  50∼400%의  범위를  분할하고 
그  분할단위로  파라메터를  단계적으로  변경하도록해도  좋은  것은  물론이다.  이  경우에  사용  빈도가 
높은  정형배율의  양측,  즉  정형배율의  중간에서  분할되면  A사이즈로부터  B사이즈  또는  동일  사이즈 
끼리에서의  축확과  같은  정형배율(70%,  81%,  86%,  115%,  122%,  141%)의  근방에서  축확율을  조정한 
경우에도  화질  변화가  커지는것을  회피할  수  있다.  이  절환배율로서  예를들면  65%,  77%,  133%, 
153%,  177%,  207%,  233%,  267%를  설정하면  100%의  파라메터는  78%∼132%까지의  축확율로  사용할  수 
있다.

축확처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활처리  및  에지  강조처리를  행하는  위치로서  축확처리를  행한후의 
경우와,  역으로  축확처리를  행하기  전의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확대시에도  흐름이  생기지 
않고  양호한  화질이  얻어지지만  하드웨어  규모가  커진다.  역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규모를 
작게할  수  있으나,  확대시에  흐름이  생긴다.  그러나,  이  확대시의  흐림은  상기와  같은  평활용 필터
에  있어서의  컷옵점의  변경  을  행하면  개선될  수  있다.  또,  평활처리  및  에지강조처리의  전후에서 
축확처리를  행할  수  있게  구성해도  또  축확처리의  전후에서  평활처리  및  에지강조처리를  행할  수 있
게  해도  좋으나  어느것이나  각각의  조합에  의해서  파라메터의  설정내용도  변화시킬  수  있는것은 물
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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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고의  독취에  라인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주사방향에서는  라인센서의  독취신호에 대
해서  축확율에  응한  축소/확대의  처리를  행하지만  부  주사방향에서는  주사속도를  변화시켜 독취밀도
를  제어하고  있다.  따라서  주  주사방향성분과  부  주사방향  성분으로  필터  처리되는  공간  주파수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예를들면  주  주사방향의  선간은  흐려져도  부  주사방향의  선간은  별로  흐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같  은  경우에는  주  주사방향  성분과  부  주사방향성분으로의  개선효과의 
정도에 대응한 파라메터의 설정을 행하면 된다. 

(I -6) 파라메터의 자동설정

제11도는 파라메터의 자동설정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와  같이  평활처리  및  에지강조처리의  파라메터를  변경시키면  원고의  모드,  샤프네스,  축확율이 
변화되어도  모아레나  흐림이  적은  고화질의  화상을  재현시킬  수  있으나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11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원고모드,  샤프네스,  축확의  3축으로  되는  각각의  조합에  응한 편집화
질에  대해서  적합한  파라메터를  설정  해놓을  필요가  있게  된다.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상기 설명
에서 명백한 바와같이

① 우선 혼재모드, 샤프네스 0, 축확율 100%를 중심점으로 하는 파라메터를 결정하고, 

② 이어서 예를들면 혼재모드, 축확율 100으로 하는 샤프네스 기본축에서의 파라메터를 결정하고, 

③ 샤프네스 0, 축확율 100%로 하는 모드 기본축에서의 파라메터를 결정하고, 

④ ②와 ③에 의해서 각 모드에서의 샤프네스용 파라메터를 결정하고, 

⑤ 혼재모드, 샤프네스 0으로 하는 축확기본축에서의 파라메터를 결정하고, 

⑥ ③과 ⑤에 의해서 각 모드에서의 축확용 파라메터를 결정하고, 

⑦ 또 기본측에서 벗어난 나머지 파라메터를 결정한다.

이상과  같이하여  제11b도에  나타낸  바와같은  편집화질공간의  파라메터가  결정된다.  따라서  예를들면 
혼재모드이면  혼재모드를  단면으로  하는  샤프네스  기본축과  축확기본축으로  되는  평면에서 샤프네스
와  축확율에  응한  파라메터가  선택되고  사진모드이면  도시공간의  상면에서  샤프네스와  축확율에 응
한  파라메터가  선택된다.  즉,  모드에서는  4개의  절단  평면도  갖게  된다.  이와같이  함으로써  모드. 
샤프네스, 축확율에 응한 파라메터의 선택, 변경을 행할 수 있게 된다.

(II) 파라메터 설정처리

제12도는 IPS(이메지 처리시스템)의 LUT 설정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다음에  상기의  각  필터나  변환테이블을  LUT로  구성하고  거기에  각  파라메터를  설정하는  방법,  즉 평
활  응  필터(ME-LUT),  에지  검출용  필터(USM-LUT)로의  필터  중첩계수의  설정방법  및  평활용 변환테이
블(ME-MODU-LUT),  에지  강조용  변환테이블(USM-DODU-LUT)로의  절선근출사출력의  설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CUP에서는  제12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샤프네스  셀렉숀  테이블(21),  ME-LUT-n  계수테이블(22) ME-
MODU-LUT-n  절선  근사테이블(23),  USM-LUT-n  계수테이블(24),  USM-DODU-LUT-n  절선근사테이블(25)을 
ROM에  갖는다.  그리고  배율,  샤프네스  조정치,  샤프네스  모드(사진,  문자,  인쇄,  혼재),  현상색으로 
되는  4개의  파라메터로부터  샤프네스  계수선택을  위한  좌표(x,  y,  z,  c)를  얻어  샤프네스  셀렉숀 테
이블(21)에  의해서  각  테이블의  검색치를  알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들면  디지탈  필터의  계수를 
선택하는 4개의 파라메터를 아래표와 같이 설정하면

배율이  100%이고  x=3,  샤프네스  조정치가  3이고  y=3,  샤프네스  모드가  사진에  있어서  z=3,  형상색이 
m이고 c=1인 경우에는

(x, y, z, c)

이고,  이것을 좌표 표현하면(3,  3,  3,  1)로  되고 비트표현으로는 「0011,  011,  11,  01」,  10진 표현
으로는  「445」가  된다.  이것을  샤프네스  셀렉숀  테이블(21)의  어드레스로  하고  이  어드레스의 샤프
네스  셀렉숀  테이블(21)에  기입된  각  테이블의  검색번호로  테이블중의  계수를  선택하고  IPS의  LUT에 
기입처리를 행한다.

다음에 IPS의 LUT로의 구체적인 기입처리를 설명 하겠다.

제13도는  각  LUT의  설정내용을  나타낸  도면이다.  동도면(a)에  나타낸  바와같이  7×7의  2차원  필터로 
한  경우에  계수  A∼P를  ME-LUT-n  계수테이블,  USM-LUT-n  계수테이블을  갖고  동도면(b)에  나타낸 바
와같이,  패키트형식으로  IPS로  전송하고  평활처리용  테이블(ME-LUT),  에지  검출용  테이블(USM- LU
T)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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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DU-LUT-n  절선근사테이블은  동도면(c)에  나타낸  바와같이  평활용  변조테이블  ME-MODU-LUT의 내
용을  근사시키기  위한  절선좌표정을  동도면(d)에  나타낸  데이타  구조로  격납하고  있다.  이 절선은
(c,  0),  (d,  d),  (a,  a),  (b,  0)의 점을 직선으로 접속시킨 것이 되고 CPU에 의해서 이 좌표점을 전
개한 값이 IPS의 평활용 변조테이블 ME-MODU-LUT로 설정된다. 또, [c, b]의 외측은 0이다.

USM-MODU-LUT-n  절선근사테이블은  동도면(e)에  나타낸  바와같이  에지  강조용  변조테이볼 USM-MODU-
LUT의  내용을  근사시키기  위한  절선좌표점을  갖고  동도(f)에  나타낸  데이타  구조로  격납  하고  있다. 
이 절선은(ax ,  0), (bx , by ), (cx , cy ), (dx , dy ), (ex , ey ), (fx ,  0)의 점을 직선으로 접속한것이 되고 

CPU에  의해서  이  좌표점을  이것을  전개한  값이  IPS의  에지  강조용  변조테이블  USM-MODU-LUT에 설정
된다. 또[d, c]의 외측은 각각 b-c, e-d를 연결하는 직선의 연장이다.

제14도는 테이블의 설정타이밍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평활용  필터(ME-LUT),  에지  검출용  필터(USM-LUT),  평활용  변환테이블(ME-MODU-LUT),  에지 강
조용  변환테이블(USM-MODU-LUT)를  CPU에서  설정하는  타이밍은  제14도에  나타낸  바  와같이  원고를 독
취하는  IIT(이메지  입력  터미널)의  캐리지  리턴중에  다음  현상색(프로세스  칼라)용  값이  계산되어 
설정된다.

(III) 이메지 처리시스템(IPS)

(III-1) IPS의 모듈 구성

다음에 본 발명에 의한 화상처리장치의 화상제어방식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예를 설명하겠다.

제15도는 IPS의 모듈구성의 개요를 나타낸 도면이다.

칼라화상  처리장치에서는  IIT(이메지  입력  터미널)에  있어서  CCD  라인센서를  사용하여  광의  원색 B
(청),  G(녹).  R(적)으로  분해하여  칼라원고를  독취하여  이것을  토너의  원색  Y(예로),  M(마젠더), C
(시안),  나아가서는  K(흑  또는  묵)으로  변환시키고  IOP(이메지  출력  터미널)에서  레이저  빔에  의한 
노광,  현상을 행하여 칼라화상을 재현시키고 있다.  이  경우에 Y,  M,  C,  K의  각각의 토너상으로 분해
하여  Y를  프로세스  칼라로  하는  카피  프로세스(피치)를  1회,  마찬가지로  M,  C,  K에  대해서도  각각을 
프로세스  칼라로  하  는  카피  사이클을  1회씩  합계  4회의  카피  사이클을  실행하고  이들의  망점에 의
한  상을  중첩시킴으로써  풀칼라에  의한  상을  재현시키고  있다.  따라서  칼라  분해신호(B,  G, R신호)
를  토너신호(Y,  M,  C,  K신호)로  변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색의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IIT 
독취특성  및  IOT의  출력특성  및  IOT의  출력특성에  맞추어  그  색을  어떻게  재현시키느냐,  농도나 콘
트라스트의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에지의  강조나  흐림,  모아레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등이 문
제가 된다.

IPS는  IIT에서  B,  G,  R의  칼라분해신호를  입력하고  색의  재현성,  제조와  재현성,  정세도의  재현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데이타  처리를  행하여  현상프로세스  칼라의  토너신호를  ON/OFF로 변환
시켜  IOT  로  출력하는  것이고,  제15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END  변환(Equivalent  Neutral  Density  ; 
등가중성농도  변환)  모듈(301),  칼라마스킹  모듈(302),  원고사이즈  검출모듈(303),  칼라변환 모듈
(304),  UCR(Under  Color  Removal  ;  하색제거)  및  흑생성  모듈(305),  공간  필터(306),  TRC(Tone 
Reproduction  Control  색조  보정제어)  모듈(307),  축확처리  모듈(308),  스크린  제네레이저  309, 
IOST  인터페이스  모들(310),  영역  생성회로나  스위치  매트릭스를  갖는  영역화상  제어모듈(311), 에
어리어  코맨드  메모리(312)나  칼라팔레트  비디오  스위치회로(313)나  폰트  버퍼(314)등을  갖는 편집
제어 모듈 등으로 된다.

또  IIT에서  B,  G,  R의  칼라분해신호에  대해서  각각  8비트데이타(256계조)를  END  변환  모듈(301)로 
입력하고  Y,  M,  C,  K의  토너신호로  변환시킨후에  프로세스칼라의  토너신호(X)를  셀렉트하고  이것을 
2치화하여  프로세스  칼라의  토너신호의  ON/OFF  데이타로서  IOT  인터페이스  모듈(310)에서  IOT로 출
력하고  있다.  따라서  풀칼라(4칼라)의  경우에는  프로프캔으로  원고사이즈  검출편집  영역의  검출, 기
타의  원고정보를  검출  한후에  예를들면  우선  처음에  프로세스  칼라의  토너신호(X)를  Y로  하는 카피
사이클,  이어서  프로세스  칼라의  토너신호(X)를  M로  하는  카피사이크를  순차로  실행할때마다  4회의 
원고 독취스캔에 대응한 신호처리를 행하고 있다.

IIT에서는  CCD  센서를  사용하여  B,  G,  R의  각각에  대해서  1피크셀을  16도트/mm의  사이즈로  독취하고 
그  데이타를  24비트(3색×8비트  ;  256계조)로  출력하고  있다.  CCD  센서는  상면에  B,  C,  R의  필터가 
장착되  어있는  16비트/mm의  밀도이고  300mm의  길이를  갖고,  190.5mm/sec의  프로세스  스피드로 16라
인/mm의  스캔을  행하므로  대략  각색에  대해서  매초  15M  피크셀의  속도로  독취하여  데이타를 출력하
고  있다.  또  IIT에서는  B,  G,  R의  화소의  아날로그  데이타를  로그변환시킴으로써  반사율의 정보로부
터 농도정보를 변환시키고 또 디지탈 데이타로 변환시키고 있다.

다음에 각 모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제16도는 IPS를 구성하는 각 모듈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A) END 변환 모듈

END  변환  모듈(301)은  IIT에서  얻어진  칼라  원고의  광학  독취신호를  그레이  밸런스된  칼라  신호로 
조정(변환)  하기  위한  모듈이고  칼라화상의  토너는  그레이의  경우에  같은  양이  되고  그레이가 기준
으로  된다.  그러나  IIT에서  그레이의  원고를  독취했을때에  입력하는  B,  G,  R의  칼라분해신호의  값은 
광원이나  새군해  필터의  분광특성  등이  이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같아져  있지  않다.  그리하여 제16a
도에  나타낸  바와같은  변환테이블(LUT  ;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여  그  밸런스를  취하는  것이  END 변
환이다.  따라서  변환테이블은  그레이  원고를  독취한  경우에  그  레벨(혹→백)에  대응하여  상기  같은 
계조이고 B, G, R의 칼라분새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특성을 갖는 것이고 IIT의 특성에 
의존된다.  또  변환테이블은  169면이  준비되고  그  중  변환시  네가필름을  포함한  필름  프로젝터용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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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이고 3면이 통상의 카피용, 사진용, 제네레이숀 카피용 테이블다.

(B) 칼라마스킹 모듈

칼라마스킹  모듈(301)은  B,  G,  R  신호를  매트릭스  연산함으로써  Y,  M,  C의  토너량에  대응하는 신호
로 변환시키는 것이고 ENE 변환에 의해서 그레이 밸런스 조정을 행한 후의 신호를 처리하고 있다.

칼라마스킹에  사용되는  변환  매트릭스에는  순수하게  B,  G,  R에서  각각  Y,  M,  C를  연산하는  3×3의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B,  G,  R  뿐만 아니라 BG,  GR,  RB, B
2
.G

2
, R

2
의  성분도 가미하기 위한 여

러가지의  매트릭스를  사용하든지  다른  매트릭스를  사용해도  좋은  것은  물론이다.  변환  매트릭스로는 
통상의 칼라조정용과 모노칼라 모드에 있어서의 강도 신호생성용의 2세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같이  IIT의  비디오신호에  대해서  IPS로  처리할때에  무엇보다도  우선  그레이  배런스  조정을 행하
고  있다.  이것을  가령  칼라마스킹  후에  행하려고  하면  칼라마스킹의  특성을  고려한  그레이원고에 의
한 밸런스 조정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변환테이블이 더욱 복잡해진다.

(C) 원고사이즈 검출모듈

정형사이즈의  원고로  물론,  조각,  기타의  임의의  형상의  원고를  카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원고사이즈에  대응한  적절한  사이즈의  용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원고사이즈를  검출할  필요가  있다. 
또  원고  사이즈보다도  카피용지가  클  경우에  원고의  외측을  지우면  카피의  완성모양을  양호하게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원고사이즈  검출모듈(303)은  프리스캔시의  원고  사이즈  검출과  원고독취 스캔시
의  플랜들  칼라의  소거(프레임  지우기)  처리를  행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플랜튼  칼라는  원고와의 
식별이  용이한  색,  예를들면  흑으로  하고  제16b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플래튼  칼라식별의 상한치/하
한치를  스레숄드  레지스터(3031)에  세트시킨다.  또  프리스캔시에는  원고의  반사율에  가까운  정보로 
변환(r변환)시킨  신호(후술하는  공간  필터(306)  의  출력을  사용한다)  X와  스레숄드 레지스터(3031)
에  세트된  상한치/하한치를  콤페어레이터(3032)에서  비교하여  에지검출회로(3034)로  원고의  에지를 
검출하여 좌표 x, y의 최대치를 최대/최소 소오터(3035)에 기억한다.

예를들면  제16d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원고가  경사져  있는  경우나  구형이  아닌  경우에는  상하  좌우의 
최대치와 최소치(x1 , x2 , y1 , y2 )가  검출  기억된다.  또  원고독취  스캔시에는 콤페이어레이터(3033)에

서  원고의  Y,  M,  C와  스레숄드  레지스터(3031)에  세트된  상한치/하한치를  비교하여  플래튼 칼라소거
회로(3036)에서 외측, 즉 플래튼의 독취신호를 소거하여 프레임 지우기 처리를 행한다.

(D) 칼라변환 모듈

칼라변환  모듈(304)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  지정된  칼라를  변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제16c도에 나
타낸  바와같이  우윈도우  콤페어  레이터(3402),  스레숄드  레지스터(3041),  칼라팔레트(3403)  등을 설
비하여  칼라변환하는  경우에  피변환칼라의  각  Y,  M,  C의  상한치/하한치를  스레숄드 레지스터(3041)
에  세트하는  동시에  변환칼라의  각  Y,  M,  C의  값을  칼라  팔레트(3043)에  세트한다.  또  영역화상 제
어모듈로부터  입력되는  에어리어  신호에  응해서  NAND  게이트(3044)를  제어하고  칼라변환  에어리어가 
아닌  경우에는  원고의  Y,  M,  C를  그대로  셀렉터(3045)로부터  송출하고  칼라변환  에어리어에 들어가
면  원고의  Y,  M,  C  신호가  스레숄드  레지스터(3041)에  세트된  Y,  M,  C의  상한치와  하한치의  사이에 
들어가면  우인도우  콤페어레이터(3042)의  출력으로  셀렉터(3045)를  절환하여  칼라팔레트(3043)에 세
트된 변환칼라의 Y, M, C를 송출한다.

지정색은  디지타이저로  직접  원고를  포인트  함으로써  프리스캔시에  지정된  좌표의  주변의  B,  G,  R 
각  25  화소의  평균을  취하여  지정색을  인식한다.  이  평균조작에  의해서  예를들면  150선  원고로  색차 
5이내의  정도  로  인식  가능하게  된다.  B,  G,  M  농도데이타의  독취는  IIT  세이딩  보정  RAM에서 지정
좌표를  어드레스로  변환하여  독출하고  어드레스  변환시에는  원고  사이즈  검지와  같이 레지스트레이
숀  조정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프리스캔에  있어서는  IIT는  샘플  스캔모드로  동작한다.  세이딩 보
정  RAM으로부터  돌출된  B,  G,  R  농도데이타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세이딩  보정된후에  평균화되고 
또 END보정, 칼라마스킹을 실행하고서 우인도우 콤페이어레이터(3042)에 세트된다.

등록색은  1670  만색중에서  동시에  8색까지  칼라팔레트(3043)에  등록할  수  있게하고  표준색은  Y,  M, 
C, G, B, R 및 이들 중간색과 K, W의 14색을 준비하고 있다.

(E) UCR 및 흑색성 모듈 

Y,  M,  C가  같은  양인  경우에는  그레이로되므로  이론적으로  같은량의  Y,  M,  C를  혹으로  치환함으로써 
같은  색을  재현시킬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혹으로  치환하면  색에  혼탁이  생겨  선명한  색의 재현성
이  나빠진다.  그리하여  UCR  및  흑색성  모듈(305)에서는  이와같은  색의  혼탁이  생기지  않게  적당량의 
K를  생성하고  그  양에  응한  Y,  M,  C를  같은  양으로  감하는(하색제거)  처리를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Y,  M,  C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검출하고  그차에  응하여  변환테이블에서  최소치  이하로  K를  생성하고 
그 양에 응하여 Y, M, C에 대해서 일정한 하색제거를 행하고 있다.

UCR  및  혹생성에서는  제16e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를들면  그레이에  가까운  색이  되면  최대치와 최
소치와의  차가  작아지므로  Y,  M,  C의  최소치  상당을  그대로  제거하여  K를  생성하지만  최대치와 최소
치와의  차가  클  경우에는  제거량을  Y,  M,  C의  최소치보다도  적게하고,  K의  생성량도  적게함으로써 
묵의 혼입 및 저면도 고체도색의 체도저하를 방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로구성예를  나타낸  제16f도에서는  최대치/최소치  검출회로(3051)에  의해서  Y,  M,  C의 최
대치와  최소치를  검출하고  연산회로(3053)에  의해서  그  차를  연산하고  변환  테이블(3054)곽 연산회
로(3055)에  의해서  K를  생성한다.  변환테이블(3054)이  K의  값을  조정하는  것이고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작은  경우에는  변환테이블(3054)의  출력치가  0이  되므로  연산회로(3055)에서  최소치를  그대로 
K의  값으로하여  출력  하지만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클경우에는  변환테이블(3054)의  출력치가  0이 
아니게  되므로  연산회로(3055)에서  최소치가  그만큼  감산된  값을  K의  값으로  하여  출력한다. 변환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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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3056)이  K에  대응하여  Y,  M,  C  에서  제거하는  값을  구하는  테이블이고  이  변환테이블(3056)을 
통하여  연산회로(3059)에서  Y,  M,  C로부터  K에  대응하는  제거를  행한다.  또  AND  게이트(3057, 305
8)는  모노칼라모드.  4풀칼라모드의  각  신호에  따라서  K신호  및  Y,  M,  C의  하색제거를  한후의  신호를 
게이트하는  것이며  셀렉터(3052,  3050)는  프로세스  칼라신호에  의해서  Y,  M,  C,  K중의  어느것을 선
택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실제로는 Y,  M,  C의  망점으로 색을 재현하고 있으므로 Y,  M,  C의  제거나 K
의 생성비율은 경험적으로 생성한 커브나 테이블등을 사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공간필터 모듈]

본  발명에  적용되는  장치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IIT에서  CCD를  스캔하면서  원고를  독취하므로 그
대로의  정보를  사용하면  흐려진  정보로  되고  또  망점에  의해서  원고를  재현하고  있으므로  인쇄물의 
망점주기와  16도트/mm의  샘플링  주기와의  사이에서  모아레가  생긴다.  또  스스로  생성하는 망점주기
와  원고의  망점주기와의  사이에서도  모아레가  생긴다.  공간필터  모듈(306)은  이와같은  흐림을 회복
하는  기능과  모아레를  제거하는  기능을  구비한것이다.  또  모아레  제거에는  망점성분을  커트하기 위
한 로우 패스 필터가 사용되고 에지 강조에는 밴드 패스 필터가 사용되고 있다.

공간필터  모듈(306)에  있어서는  제16g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Y,  M,  C,  Min  및  Max-Min의  입력신호의 
1색을  셀렉터(3003)에서  꺼내고  변환테이블(3004)을  사용하여  반사율에  가까운  정보로  변환시킨다. 
이  정보  쪽이  에지를  얻기  쉽기  때문이다.  그  1색으로서는  예를들면  Y를  셀렉트하고  있다.  또 스페
숄드  레지스터(3001),  4비트의  2치화  회로(3002),  데코더(3005)를  사용하여  화소마다  Y,  M,  C,  Min 
및  Max-Min로  부터  Y,  M,  C,  K,  B,  G,  R,  W(백)의  8색상으로  분리한다.  데코더(3005)는  2치화 정보
에  응하여  색상을  인식하여  프로세스  칼라로  부터  필요색인지의  여부를  1비트의  정보로  출력하는 것
이다.

제16g도의  출력은  제16h도의  회로로  입력된다.  여기서는  FIFO(3061)와  5×7  디지탈  필터(6063), 평
활용  변환테이블(3066)에  의해서  망점제거한  정보를  생성하고  FIFO(3062)와  5×7  디지탈필터(3064), 
에지강조용  변환  테이블(3067),  디레이회로(3065)에  의해서  동도면(g)의  출력정보로부터  에지정보를 
생성한다.  5×7  디지탈필터(3063)가  전술한  본  발명의  평활용  필터로서  사용되고  5×7 디지탈필터
(3064)가  에지  강조용  필터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5×7  디지탈필터(3063,  3064),  변환테이블(3066, 
3067)의 파라메터가 원고의 모드나 샤프네스, 축확율에 응하여 변경된다.

에지강조에  있어서는  예를들면  제l6i도  (a)과  같은  녹색문자를  (b)와  같이  재현하려는  경우에  Y, C
를  (c),  (d)와  같이  강조  처리하고  M는  (e)  실선과  같이  강조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  스위칭을  AND 
게이트(3068)에서  행하고  있다.  이  처리를  행하려면  (e)의  점선과  같이  강조하면  (f)과  같이  에지에 
M의  혼색에  의한  혼탁이  생긴다.  디스플레이회로(3065)는  이와같은  강조를  프로세스  칼라마다  AND 
게이트(3068)에서  스위칭하기  위하여  FIFO(3062)와  5×7  디지탈필터(3064)와의  동기를  도모하는 것
이다.  선명한  녹색문자를  통상처리로  재생시키면  녹색문자에  마젠다가  혼입되어  혼탁이  생긴다. 그
리하여  녹색이라고  인식하면  Y,  C는  통상과  같이  출력하지만  M는  에지  강조의  억제를  하지  않게 한
다.

(G) TRC 변환 모듈

IOT는  IPS로  부터의 ON/OFF  신호로 하고 따라서 Y,  M,  C,  K의  가  프로세스 칼라에 의해서 4회의 카
피  사이클(4풀칼라  카피의  경우)를  실행하고  풀칼라훤고의  재생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호처리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구한  칼라을  충실하게  재생하려면  IOT의  특성을  고려한  미묘한 조정
이 필요하다.  TRC  변환  모듈(307)은  이와같은 재현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Y,  M,  C의 농
도의  각  조합에  의해서  제16j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8비트  화상데이타를  어드레스  입력으로  하는 어
드레스  변환테이블을  RAM에  갖고  에어리어  신호에  따라  농도조정,  콘트라스트  조정,  네가포지반전, 
칼라  밸런스조정,  문자모드,  투명합성  등의  편집기능을  갖고  있다.  이  RAM  어드레스  상위  3비트에는 
에어리어  신호의  비트  0∼비트  3이  사용된다.  또  영역의  모드에  의해서  상기  기능을  조합시켜 사용
할  수도  있다.  이  이  RAM은  예를들면  2K  바이트(256  바이트×8면)은  구성하여  8면의  변화테이블을 
보유하고  Y,  M,  C의  각  사이클마다  IIT  캐리지  리턴중에  최고  8면분이  스토어되고  영역지정이나 카
피 모드에 응하여 셀렉트된다. 물론 RAM 용량을 증가시키 면 각 사이클마다 로드할 필요는 없다.

(H) 축확처리 모듈

축확처리  모듈(308)은  제16k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라인버퍼(3083)에  데이타(x)를  일단  보지하여 송
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축확처리회로(3082)를  통하여  축확처리하는  것이며  리샘플링  제네레이터  및 
어드레스  콘트롤러(3081)에서  샘플링  퍼치신호와  라인버퍼(3083)의  리드/라이트  어드레스를 생성한
다.  라인버퍼(3083)는  2라인분으로  되는  핑퐁버퍼로  함으로써  한쪽의  독출과  동시에  다른쪽에 다음
의  라인데이타가  기입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축확처리에  있어서는  주  주사방향으로는  이  축확처리 
모듈(308)로  디지탈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부  주사방향으로는  IIT의  스캔의  스피드를  바꾸고  있다. 
스캔스피드를  2배속도에서  1/4배  속도까지  변환시킴으로써  50%로  부터  400%가지  축확시킬  수  있다. 
디지탈  처리에서는  라인버퍼(3083)로  부터/로  데이타를  독출/기입할때에  솎아내어  보완함으로써 축
소시키고  부가  보완함으로써  확대할  수  있다.  보완  데이타는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동도(1)에 나타
낸  바와같이  양측의  데이타와의  거리에  응한  중첩처리가  되어  생성된다.  예를들면 데이타(X1 ')의 경

우에는 양측의 데이터(X1, X1+1) 및 이들의 데이타외 샘플링 포인트와의 거리(d1, d2)에서, 

(X1, d2)+(X1+1×d1)

단 d1+d2 =1의  연산을  하여  구해진다.  축소처리의  경우에는  데이타의  보완을  하면서  라인버퍼(3083)에 

기입하고  동시에  앞라인의  축소처리한  데이타를  버퍼에서  독출하여  송출한다.  확대처리의  경우에는 
일단  그대로  기입하고  동시에  앞라인의  데이타를  돌출하면서  보완  확대하여  송출한다.  기입시에 보
완  확대하면  확대율에  응하여  기입시의  클록을  높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지만  상기와  같이하면  같은 
클록으로  기입/독출을  할  수  있다.  또  이  구성을  사용하여  도중에서  독출하든지  타이밍을  늦추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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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출하든지  함으로써  주사방향의  쉬프트  이메지처리를  할  수  있고  반복  돌출함으로써  반복  처리할 
수 있고 반대쪽에서 독출함으로써 경상처 리를 할 수도 있다.

(I) 스크린 제네레이터

스크린  제네레이터(309)는  프로세스  칼라의  계조토너신호를  ON/OFF의  2치화  토너신호로  변환하여 출
력하는  것이며,  임계치  매트릭스와  계조표현된  데이타치와의  비교에  의한  2치화  처리와 에러확산처
리를  행하고  있다.  IOT에서는  이  2치환  토너신호를  입력하고  16도트/mm에  대응하도록  대략  종 80㎛
ø, 폭 60㎛ø의 타원형상의 레이저빔을 ON/OFF시켜 중간조의 화상을 재현시키고 있다.

우선  계조의  표현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제16n도(군에  나타낸  바와같이  예를들면  4×4의  하프톤 
셀(s)  을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우선  스크린  제네레이터에서는  이와같은  하프톤 셀
(s)에  대응하여  임계치  매트릭스(m)가  설정되고  이것과  계조표현된  데이타치  가  비교된다.  또  이 비
교처리에서는  예를들면  데이타치가  「5」라고  하면  임계치  매트릭스(m)의  「5」이하의  부분에서 레
이저 빔을 0N하는 신호를 생성한다.

16도트/mm로  4×4의  하프톤  셀을  일반적으로  100spi,  16계조의  망점이라고  칭하지만  이것으로는 화
상이  거칠고  칼라화상의  재현성이  나쁜것이  된다.  그리하여  본  발명에서는  계조를  높이는 방법으로
서  이  16도트/  mm의  화상을  종(주  주사방향)으로  4분할하고  화소  단위로의  레이저  빔의  ON/OFF 주파
수를  동되면(0)에  나타낸  바와같이  1/4의  단위,  즉  4배로  높이게  함으로써  4배  높은  계조를 실현시
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여  동도면(0)에  나타낸  바와같은  임계치  매트릭스(m')를  설정하고 있
다. 또. 선수를 높이기 위하여 서브매트릭스법을 채용하는것도 유효하다.

상기의  예는  각  하프톤  셀의  중앙부근을  유일한  성장핵으로  하는  같은  임계치  매트릭스(m)를 사용하
였으나  서브매트릭스법은  착수의  단위매트릭스의  집합에  의해서  구성하고  동도면(p)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매트릭스의  성장핵을  2개소  또는  그이상(복수)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스크린의 패턴설계
수법을  채용하면  예를들면  밝은곳은  ｜4｜spi,  64계조로  하고  어두워짐에  따라서  200spi.  128계조로 
함으로써  어두운곳,  밝은  곳에  응하여  자유로  선수와  계수를  바꿀  수  있다.  이와같은  패턴은  계조의 
원활도나 세선성, 입상성 등을 눈으로 보아 판정함으로써 설계할 수 있다.

중간조  화상을  상기와  같은  도트매트릭스에  의해서  재현시키는  경우에  계조수와  해상도와는 상반되
는  관계로  된다.  즉,  계조수를  높이면  해상도가  나빠지고  해상도를  높이면  계조수가  낮아진다는 관
계가  있다.  또,  임계치  데이타의  매트릭스를  작게하면  실제로  출력하는  화상에  양자화  오차가 생긴
다.  에러  확산처리는  동도면(Q)에  나타낸  바와같이  스크린  제네레이터(3092)에서  생성된  ON/OFF의 2
치화  신호와  입력의  계조신  호와의  양자화  오차를  농도변환회로(3093).  감산회로(3094)에  의해서 검
출하고  보정회로(3095),  가산회로(3091)을  사용하여  피드백하여  마이크로적으로  보았을때의  계조의 
재현성을  양호하게  하는  것이고  예를들면  앞라인의  대응하는  위치와  그  양측의  화소를  디지탈 필터
를 통하여 정리되는 에러 확산처리를 행하고 있다.

스크린  제네레이터에서는  상기와  같이  중간조화상이나  문자화상등의  화상의  종류에  의해서  원고 또
는  영역마다  임계치  데이타나  에러  확산처리의  피드백  계수를  절환하여  고계조,  고정세화상의 재현
성을 높이고 있다.

(J) 영역 화상제어모듈

영역화상제어모듈(311)에서는  7개의  구형영역  및  그  우선순위가  영역생성회로에  설정가능한 구성이
고,  각각의  영역에  대응하여  스위치  매트릭스에  영역의  제어정보가  설정된다.  제어정보로서는 칼라
변환이나  모노칼라인지  풀칼라인지  등의  칼라모드,  사진아나  문자등의  모듈레이숀  셀렉트정보, TRC
의  셀렉트정보,  스크린  제네레이터의  셀렉트  정보  등이  있고,  칼라마스킹  모듈(302),  칼라변환 모듈
(304),  UCR모듈(305),  공간필터(306),  TRC  모듈(307)의  제어에  사용된다.  또  스위치  매트릭스는 소
프트웨어에 의해서 설정 가능하게 되어있다.

(K) 편집 제어모듈

편집  제어모듈은  구형이  아니고,  예를들면  원  그래프등의  원고를  독취하고  형상이  한정되지  않은 지
정영역을  지정색으로  발라버리는  도화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동도면(m)에  나타낸  바와같이 
CPU의  버스에  AGDC(Advanced  Graphic  Digtal  Controller)(3121),  폰트버퍼(3126),  로고  ROM(3128), 
DMSC(DMA  Controller)(3129)가  접속되어  있다.  또  CPU에서  엔코드된  4′비트의  에어리어  코멘드가 
AGDC(3121)를  통하여  프레임  메모리(3122)에  기입되고  폰트버퍼(3126)에  폰트가  기입된다. 프레이메
모리(3122)는  4매로  구성하고  예를들면「0000」의  경우에는  코멘드  0이고  오리지날  원고를  출력하게 
원고의  각점을  프레임(0)~프레임(3)의  4비트로  설정할  수  있다.  이  4비트  정보를 코멘드(0)~코멘드
(15)에  대코드하는  것에  디코더(3123)이고  코멘드(0)~코멘드(15)를  필패턴,  필로직,  로고중의 어느
처리를  행하는  코멘드로  하느냐를  설정하는  것이  스위치  매트릭스(3124)이다.  폰트  어드레스 콘트롤
러(3125)는  2비트의  필  패턴신호에  의해서  앙점  셰이드,  해칭  셰이드  등의  패턴에  대응하여 폰트버
퍼(3126)의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것이다.

스위치회로(3127)는  스위치  매트릭스(3124)의  필로직신호,  원고데이타(X)의  내용에  의해서 원고데이
타(X),  폰트버퍼(3126),  칼라팔레트의  선정  등을  행하는  것이다.  필로직은  백그라운드(원고의 배경
부)  만을  칼라메슐로  발라버리든지  특정부품을  칼라변환하든지  마스킹이나  트리밍,  도포  등을 행하
는 정보이다.

본  발명의  ISP에서는  이상과  같이  IIT의  원고독취신호에  대해서  우선  END  변환시킨후 칼라마스킹하
고,  풀칼라  데이타로  처리하는  쪽이  효율적인  원고사이즈나  프레임지우기,  칼라변환의  처리를 행하
고  나서  하색제거  및  묵의  생성을  행하여  프로세스  칼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필터나 칼라
변조,  TRC,  축확  등의  처리는  프로세스칼라의  데이타를  처리함으로써  풀칼라의  데이타로  처리하는 
경우보다도  처리량을  적게  하고  사용하는  변환테이블의  수를  1/3로  하는  동시에  그만큼  종류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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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정의 유연성, 색의 재현성, 계조의 재현성, 정세도의 재현성을 높이고 있다.

(Ⅲ-2) IPS의 하드웨어 구성

제17도는 IPS의 하드웨어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의  ISP에서는  2매의  기판(IPS-A,  IPS-B)으로  분할하고  색의  재현성이나  계조의  재현성, 정밀
도의  재현성등의  칼라화상  형성  장치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1의 기판
(IPS-A)에  편집과  같이  응용,  전문기능을  달성하는  부분을  제2의  기판(IPS-B)에  탑재하고  있다. 전
자의  구성이  제17a도~c도이고,  후자의  구성이  동도면(d)이다.  특히  제1의  기판에  의해서  기본적인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제2의  기판을  설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응용,  전문기능에  대해서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칼라  화상  형성장치로서  더  기능을  높이려는  경우에는  다른쪽 기판
의 설계변경을 하는것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

IPS의  기판에는  제17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CPU의  버스(어드레스  버스  ADRS  BUS,  데이타  버스,   DATA 
BUS,  콘트롤  버스  CTRL  BUS)가  접속되고  IIT의  비디오  데이타  B,  G,  R,  동기신호로서  비디오  로크 
IIT,  VCLK,  라인동기(주  주사방향,  수평동기)신호  IIT,  LS,  페이지  동기(부  주사방향, 수직동기)신
호 IIT, PS가 접속된다.

비디오  데이타는  END  변환부  이후에  있어서  파이프라인  처리되기  때문에  각각의  처리단계에  있어서 
처리에  필요한  클록  단위로  데이타의  지면이  생긴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각  처리의  지연에  대응하여 
수평동기신호를  생성하여  분배하고  또  비디오클록과  라인동기신호의  필체크하는  것이  라인동기발생 
및  필크체회로(328)이다.  그  때문에  라인동기발생  및  필체크회로(328)에는  비디오클록  IIT,  VCLK과 
라인 동기신호 IIT,  LS가  접속되고 또  내부설정 재기입을 행할 수  있게 CPU의  버스(ADRS,  BUS,  DATA 
BUS, CTRL BUS), 칩 셀렉트신호(CS)가 접속된다.

IIT의  비디오  데이타  B,  G,  R는  END변환부의  ROM(321)로  입력된다.  END  변환테이블은  예를들면 RAM
을  사용하여  CPU로  부터  적의  로드하도록  구성해도  좋으나  장치가  사용상태에  있고  화상데이타의 처
리중에 재기입할 필요성은 거의 생기지 않으므로 B,  G,  R의  각각에 2k  바이트의 ROM을  2개씩 사용하
고  ROM에  의한  LUT(록업  테이블)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또,  16면의  변환테이블을  보유하고  4비트의 
선택신호 END sel에 의해서 절환된다.

END변환된  ROM(321)의  출력은  칼라마다  3×1매트릭스를  2면  보유하는  3개의  연산  LSI(322)로  되는 
칼라마스킹부에  접속된다.  연산  LSI(322)에는  CPU의  각  버스가  접속되고  CPU에서  매트릭스의  계수가 
설정  가능하게  되어있다.  화상신호의  처리로  부터  CPU에  의한  재기입  등을  위하여  CPU의  버스로 절
환하기  위하여  세트  업  신호(SU),  칩  셀렉트신호(CS)가  접속되고  매트릭스의  선택절환으로  1비트의 
절환신호(MONO)가  접속된다.  또,  파워다운  신호(PD)를  입려하고,  IIT가  스캔하고  있지  않을때에  즉 
화상처리를 하고 있지 않을때에 내부의 비디오 클록을 멈추고 있다.

연산 LSI(322)에  의해 B,  G,  R로부터 Y,  M,  C로  변환된 신호는 동도면(d)에  나타낸 제2의 기판(1PS-
B)의 칼라변환 LSI(353)를 통하여 칼라변환처리후에 DOD용 LSI(322)으로 입력된다. 칼라변환
LSI(353)에는  비변환  칼라를  설정하는  스레숄드  레지스터,  변환칼라를  설정하는  칼라  팔레트, 콤페
어레이터  등으로  되는  칼라변환  회로를  4회로  보유하고  DOD용  LSI(323)에는  원고의  에지검출회로, 
프레임 지우기 회로 등을 보유하고 있다.

프레임  지우기  처리를  한  DOD용  LSI(323)의  출력은  UCR용  LSI(324)로  출력된다.  이  LSI는  UCR회로와 
묵생성회로,  나아가서는  필요색  생성회로를  포함하고  카피사이클에  있어서의  토너칼라에  대응하는 
프로세스칼라(X),  필요색(Hue),  에지(Edge)의  각  신호를  출력한다.  따라서  이  LSI에는  2비트의 프로
세스 칼라 지정신호 (COLOR), 칼라모드신호 (4 COLOR, MONO)도 입력된다.

라인메모리(325)는  UCR용  LSI(324)에서  출력된  프로세스칼라(X),  필요색(Hue),  에지(Edge)의  각 신
호를  5×7의  디지탈  필터(326)로  입력하기  위하여  4라인분의  데이타를  축적하는  FIFO  및  그 지연분
을  정합시키기  위한  FIFO로  된다.  여기서  프로세스칼라(X)와  에지(Edge)에  대해서는  4라인분 축적하
여  합계  5라인분을  디지탈  필터(326)  로  보내고  필요색(Hue)에  대해서는  FIFO로  지연시켜서  디지탈 
필터(326) 의 출력과 도익시켜 MIX용 LSI(327)로 보내게 되어있다.

디지탈  필터(326)은  2×7  필터의  LSI를  3개로  구성하는   5×7  필터가  2조(로우패스(LP)와 밴드패스
(HP))이고  한쪽에서  프로세스칼라(X)에  대한  처리를  행하고  다른쪽에서  에지(Edge)에  대해서의 처리
를  행하고  있다.  MIX용  LSI(327)에서는  이들의  출력에  변환테이블로  망점제거나  에지강조의  처리를 
행하여  프로세스칼라(X)에  믹싱하고  있다.  여기서는  변환테이블을  절환하기  위한  신호로  하여 에지
(EDGE),  샤프(Sharp)가  입력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같은  본  발명의  파라메터  절환은  이들의 절환신
호에 의한 영역마다 절환 및 CPU 버스를 통한 파라메터의 재기입에 의해서 행해진다.

TRC(342)는  8면의  변환테이블을  보유하는  2K  바아트의  RAM로  된다.  변환테이블은  각  스캔전에 캐리
지의  리턴기간을  이용하여  변환  테이블의  재기입을  행하게  구성되어  3비트이  절환신호  TRC  Sel에 의
해서  절환된다.  또,  여기서  부터의  처리출력은  트랜시버에서  축확처리용  LSI(345)로  보내진다. 축확
처리부는  8K  바이트의  RAM(344)를  2개  사용하여  핑퐁버퍼(라인버퍼)를  구성하고  LSI(343)에서 리샘
플링 피치의 생성, 라인버퍼의 어드레스를 생성하고 있다.

축확처리부의  출력은  동도면(d)에  나타낸  제2의  기판의  에어리어  메모리부를  통하여  EOF용 LSI(34
9)으로  되돌아간다.  EDF용  LSI(346)는  앞라인의  정보를  보지하는  FIFO를  갖고  앞라인의  정보를 사용
하여  에러  확산  처리를  행하고  있다.  또  에러확산처리후의  신호(X)는  스크린  제너레이터를  구성하는 
SG용 LSI(347)을 거쳐서 IOT 인터페이스로 출력된다.

IOT  인터페이스에서는  1비트의  ON/OFF  신호로  입력된  SG용  LSI(347)로부터의  신호를  LSI(349)에서 8
비트로 종합하여 파라렐로 IOT로 송출하고 있다.

 제17도에 나타낸 제2의 기판에 있어서 실제로 흐르고 있는 데이타는 16비트/mm 이므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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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354)에서는  1/4로  축소하고  또  2치화하여  에어리어  메모리에  스토어한다.  확대데코드 LSI(359)
는  필패턴  RAM(360)을  갖고  에어리어  메모리에서  영역정보를  독출하여  코멘드를  생성할때에 16비트
/mm  로  확대하고  로고  어드레스의  발생,  칼라팔레트,  필패턴의  발생처리를  행하고  있다. DRAM(358)
는  4면으로  구성하고  코드된  4비트의  에어리어  정보를  격납한다.  AGDC(355)는  에어리어  코멘드를 콘
트롤하는 전용의 콘트롤러이다.

또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의  변형이  가능하고  상기 실시예에서
는  칼라화상  복사기에  의해서  설명하였으나  원고를  독취하고  그  화상을  디저법으로  재현시키는 것이
면  통상의  복사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시킬  수  있는것은  물론이다.  또  영역지정신호에  의해서 필터
의  파라메터를  절환하게  하였으나  예를들면  필터에  의한  에지검출신호로  부터  문자영역과 중간영역
과의  식별을  행할  수  있으므로  에지검출신호의  후에  이와같은  식별회로를  설비하여  문자영역인지 중
간영역인지를  판정하고  이  블록단위로  파라메터를  절환하게  하여도  좋다.  문자영역과 중간조영역에
서는  문자영역의  배경농도가  낮으므로  에지검출신호로  부터  영역을  판정할  경우에는  예를들면 일정
한  사이즈의  블록에  있어서  일정한  임계치  이상의  농도의  화소에서의  에지량의  평균치나  에지량이 
있는 임계치보다도 큰 화소와 농도가 있는 임계치보다도 큰 화소와의 비율등이 지표가 된다.

이상  설명에서  명백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잡음이나  망점성분을  제거하고  예지강조를  행하는 
평활처리  및  에지강조  처리의  파라메터를  화상모드나  샤프네스,  축확율에  응하여  흐림이나  모아레 
등이  생기지  않도록  변경하므로  모든  원고에  대해서  고화질의  화상을  재현시킬  수  있다.  더욱이 선
형  필터와  비선형  변환테이블을  조합하여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파라메터를  변경하므로  효율  좋게 화
질제어를 행할 수 있다. 또 LUT로 구성하므로써 LUT만이 변경으로 파라메터의 절환을 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상신호의  잡음이나  망점성분을  제거하여  고화질의  화상신호를  얻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식
에  있어서,  망점성분을  제거하고  중간조화상의  평활화를  행하는  로우패스의  평활용  필터,  이  평활용 
필터의  출력을  변환하는  평활용  변환테이블,  높은  주파수  성분으로  되는  에지부를  검출하는 밴드패
스의  에지검출용  필터  및  이  에지  검출용  필터의  출력을  변환하는  에지강조용  변환테이블을 구비하
고  화상신호마다  각  필터  및  각  변환테이블의  파라메터를  변경하여  화질을  제어하도록  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식.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평활필터  및  에지  검출용  필터는  133∼200선  근방을  컷옵점으로  하고 망점성
분을 제거하도록 파라메터를 설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 장치의 화질제어방식.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문자원고,  인쇄원고,  혼재원고의  각  원고모드를  구비하고  이  모드에  응하여 파라메
터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식.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문자원고,  사진원고,  인쇄원고,  혼재원고의  영역신호에  의해서  파라메터를 절환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식.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혼재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서는  에지  강조용  변환테이블의  컷옵점을  최대치의 
0.24,  최대치에  대한  변환치를  최대치의  0.71,  변환커브의  점근선의  교점을  피변환치가  최대치치 
0.47에서  변환치가  최대치의  0.63  근방으로  설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
식.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에지  강조용  변환테이블은  마이너스측의  파라메터를  플러스측의  파리메터의 
1/2∼1/4로 설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식.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문자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  있어서는  에지강조용  변환테이블에  있어서의 강조도
를  혼재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보다도  강한것으로  한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
식.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사진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서는  에지  강조용  변환테이블에  있어서의  강조도를 
혼재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와  문자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와의  중간으로  한것을  측정으로  하는 화
상처리장치의 화질 제어 방식.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  있어서는  에지강조용  변환  테이블에  있어서의 
강조도를  혼재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보다도  약한것으로  한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상
제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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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평활용  변환테이블은  문자원고의  화상신호의  로드에서  컷하고  사진원고의  화상신호 
모드에서  저역측만  변환하고  인쇄원고  및  혼재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서  스루한것을  특징으로 하
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식.

청구항 11 

제3항에  있어서,  혼재원고  및  사진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  있어서.  샤프네스를  약하게  하는 경우
에는  평활용  필터의  컷  옵점을  작게하는  동시에  에지강조용  변환테이블에  있어서의  강조도를  약하게 
하고,  샤프네스를  강하게  하는  경우에는  에지강조용  변환테이블에  있어서의  강조도를  강하게 하는것
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 장치의 화질제어방식.

청구항 12 

제3항에  있어서,  문자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  있어서,  샤프네스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에지강조용 
변환테이블의  강조도를  샤프네스의  강약에  응하여  바꾸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
의 화질 제어 방식.

청구항 13 

제3항에  있어서,  인쇄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에  있어서는  샤프네스를  약하게  하는  경우에는  평활용 
필터의  컷옵점을  작게하고  샤프네스를  강하게  하는  경우에는  에지강조용  변환테이블의  강조도를 강
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식.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축확처리  모드에서는  축확율에  응하여  평활용  필터와  에지강조용 변환테이블
의 파라메터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식.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축확처리의  후단에서  파라메터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
질제어방식.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축확처리의  전단에서  파라메터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
질제어방식.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2단의  축확처리의  중간에서  파라메터를  변경  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살처리장
치의 화질제어방식.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축확처리의  전후에서  파라메터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
질제어방식.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화상신호의  축소처리  모드의  경우에는  에비강조용  변환테이블의  강조도를  높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식.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화상신호의  확대처리  모드의  경우에는  에지강조용  변환테이블의  강조도를 낮추도
록  평행으로  쉬프트하는  동시에  평활용  필터의  컷옵점을  크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
치의 화질제어방식.

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파라메터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
식.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정형배율의  중간에서  파라메터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
의 화질제어방식.

청구항 23 

제1항∼제22항중의  어느  항에  있어서,  상기  원고의  화상신호의  모드와  샤프네스와  축확율에  의해서 
파라메터를 변경하도록 한것을 특징으로하는 화상처리장치의 화질제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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