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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동 화상 처리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가장 전면에 위치하는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의 표시 영역에 뒤편에 위치하는 화상의 변환 결과를 디스플레이하

는 자동 화상 처리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복수의 윈도우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비하는 운영체계(OS)에서 동작하는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 화상 처리 방

법으로서,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의 표시 영역의 뒤편에 위치하는 화상을 캡쳐하는 단계, 상기 캡쳐된

화상에 대한 특정 화상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화상 처리된 화상을 상기 표시 영역에 디스플레이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이로써, 본 발명에 따르면, 모니터에 표시되는 임의의 애플리케이션의 윈도우 표시에 대한 화상 변환 결과

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임의의 윈도우 영역에서 자동적으로 고속 표시할 수 있다. 특히, 화상 처리의 내용으로서 색변환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쇄시의 색의 변화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현저하게 향상시

킬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윈도우가 디스플레이되는 모니터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등록특허 10-0580264

- 1 -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화상 처리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화상 처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에 대해 재표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에 대해 재표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자동 화상 처리 장치, 10...화상 캡쳐부,

20...화상 처리부, 30...디스플레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동 화상 처리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가장 전면에 위치하는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의 표시 영역에 뒤

편에 위치하는 화상의 변환 결과를 디스플레이하는 자동 화상 처리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계(OS; operating system)의 하나의 특징인 윈도우가 디스플레이되는 모니터 화면이 도 1에

도시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 화면(101)에 배경 화상(102), 아이콘(103), 및 윈도우 표시부(104, 105)가 디스플레이된

다. 일반적으로, 각 애플리케이션은 각각 별개의 윈도우의 표시 내용을 관리한다. 따라서, 화면 표시에 관한 기능은 애플리

케이션마다 상이한데, 예를 들면 특정의 프린터에서의 인쇄 출력색을 모니터상에서 시뮬레이션하여 표시하는 기능은 일부

의 고가의 애플리케이션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 보통의 저가인 사무용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오피스(Office) 시리즈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인쇄시의 화면 레이아웃의 미리보기(Preview)는 모

니터상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통상 인쇄색의 시뮬레이션은 수행할 수 없다. 인쇄색의 시뮬레이션을 예로 들었지만, 그 이

외의 일반적인 화상 처리 기능에 관한 사용 가능 여부도 각 애플리케이션의 사양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만일 종래의 기술만을 이용하여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본래의 기능에 없는 인쇄색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

우, 대상이 되는 윈도우가 표시되고 있는 화상 데이터를 운영체계(OS)의 기능인 화면 캡쳐 기능을 사용하여, 비트맵 데이

터를 클립보드에 복사한 후, 비트맵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화상 처리를 수동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인쇄색 시뮬레이션의 예에 있어서, 고가의 색변환 기능을 갖는 화상 처리 애플리케이션이 별도로 필요할 뿐

아니라 수동작업에 따른 인적 노력 및 시간이 소요되고, 자동적이지 않으므로 불편하며 실용적이지 않다. 따라서, 간편하

게 취급할 수 있으면서 고속인 자동 화상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 특허 번호 제6,151,135호는 룩업 테이블을 이용한 색신호 조정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와 같은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니터 화면 전체 중에서 사용자의 조작

으로 지정되는 임의의 부분 영역에서 화상 처리를 적용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자동 표시할 수 있으며, 인쇄시의 실제의 인

쇄 출력색을 시뮬레이션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자동 화상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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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와 같은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니터 화면 전체 중에서 사용자의

조작으로 지정되는 임의의 부분 영역에서 화상 처리를 적용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자동 표시할 수 있으며, 인쇄시의 실제의

인쇄 출력색을 시뮬레이션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자동 화상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니터 화면에 복수의 윈도우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그래픽 인터페이

스 기능을 구비하는 운영체계(OS)에서 동작하는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 화상 처리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의 표시 영역의 뒤편에 위치하는 화상을 캡쳐하는 단계;

(b) 상기 캡쳐된 화상에 대한 특정 화상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단계; 및

(c) 상기 화상 처리된 화상을 상기 표시 영역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상 처리 방법

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한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니터 화면에 복수의 윈도우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그래픽 인

터페이스 기능을 구비하는 운영체계(OS)에서 동작하는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

서,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의 표시 영역의 뒤편에 위치하는 화상을 캡쳐하는 화상 캡쳐부;

상기 캡쳐된 화상에 대한 특정 화상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화상 처리부; 및

상기 화상 처리된 화상을 상기 표시 영역에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상 처리

장치를 제공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

된 공지기술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

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

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화상 처리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화상 처리 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복수의 윈도우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그래픽 인

터페이스 기능을 구비하는 운영체계(OS)에서 동작하는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 화상 처리 방법으로서,

우선,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의 표시 영역의 뒤편에 위치하는 화상을 캡쳐한다(단계 S10). 그 다음, 상

기 캡쳐된 화상에 대한 특정 화상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하며(단계 S20), 상기 화상 처리된 화상을 상기 표시 영역에 디스플

레이한다(단계 S30).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단계 S10은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가 마우스 조작에 의해 이동 또는 크기 변경되

는 경우, 이벤트 통지가 발생하고 상기 표시 영역 뒤편의 화상을 캡쳐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계 S10은

상기 이벤트 통지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가 마우스 조작에 의해 이동 또는 크기 변경

되고 있는 동안에는 상기 표시 영역을 투명하게 설정하고, 이동 또는 크기 변경이 종료된 직후에는 상기 표시 영역을 통해

보이는 뒤편 화상을 캡쳐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단계 S30은 상기 표시 영역을 불투명하게 하여 뒷편 화상에 특정 화상 처리를 수행한 후의 화상을 상기 표시 영

역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단계 S20에서 상기 특정 화상 처리는 프린터에서 인쇄 출력을 수행하는 때의 인쇄색을 모니터에 표시하기 위한 색변

환 처리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단계 S20은 상기 색변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캡쳐된 화상의 RGB 값을 입력하여

3차원 룩업 테이블을 참조하여 3차원 선형 보간 계산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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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화상 처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화상 처리 장치(1)는 모니터 화면에 복수의 윈도우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비하는 운영체계(OS)에서 동작하는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 화상 처리 장치로서,

화상 캡쳐부(10), 화상 처리부(20), 및 디스플레이부(30)를 포함한다.

화상 캡쳐부(10)는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의 표시 영역의 뒤편에 위치하는 화상을 캡쳐한다. 화상 처리

부(20)는 상기 캡쳐된 화상에 대한 특정 화상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하며, 디스플레이부(30)는 상기 화상 처리된 화상을 상

기 표시 영역에 디스플레이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화상 캡쳐부(10)는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가 마우스 조작에 의해 이동 또는 크기

변경되는 경우, 상기 표시 영역 뒤편의 화상을 캡쳐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화상 캡쳐부(10)는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

웨어의 윈도우가 마우스 조작에 의해 이동 또는 크기 변경되고 있는 동안에는 상기 표시 영역을 투명하게 설정하고, 이동

또는 크기 변경이 종료된 직후에는 상기 표시 영역을 통해 보이는 뒤편 화상을 캡쳐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디스플레이부(30)는 상기 표시 영역을 불투명하게 하여 뒷편 화상에 특정 화상 처리를 수행한 후의 화상을 상

기 표시 영역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상기 특정 화상 처리는 프린터에서 인쇄 출력을 수행하는 때의 인쇄색을 모니터에 표시하기 위한 색변환 처리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화상 처리부(20)는 상기 색변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캡쳐된 화상의 RGB 값을 입력하여 3차원 룩업

테이블을 참조하여 3차원 선형 보간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전체 화면(201)에는 배경 화상(202), 아이콘(203),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윈도우 표시부(204),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윈도우 표시부 (205)가 디스플레이되고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에 대해 재표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에 대해 재표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이제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화상 처리 방법을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로 지칭한다.

다른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윈도우 화면상에 표시되고 있는 화상에 대해서, 특정의 화상 처리를 자동 실행시켜, 그 결

과를 특별한 조작없이, 항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수행될 수 있다.

본질적인 처리 내용은 도 5에 도시된다. 대기 상태(301)은 이벤트 구동형 OS에서의 메시지 루프(Message Loop) 동작에

대응한다. 여기서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는 OS로부터 적절한 재표시 이벤트(302)의 통지를 받는 경우 자동 화상 처리

를 개시한다. 우선,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의 현재의 표시 영역의 뒤편에 존재하는 화면 표시 화상을, 배경

화상(202), 아이콘(203), 다른 윈도우 표시부(205)를 구별하지 않고 한 장의 화상으로서 캡쳐(303)한다. 그 다음, 미리 지

정된 특정의 화상 처리(304)를 수행한다. 인쇄색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예의 경우, 각 픽셀의 RGB(레드(red), 그린

(green), 블루(blue))의 값을 색변환해 새로운 RGB 값을 산출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처리 속도를 고려하는 경우, 색변환

에는 3차원 선형 보간법에 의해 3차원 룩업 테이블(LookUpTable)을 참조하며, 변환 후의 RGB 값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 에서는 변환 테이블(305)이 상기 3차원 룩업 테이블에 대응한다. 물론, 적절한 색변환을 미리

계산해, 3차원 룩업 테이블을 미리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국제 컬러 컨소시엄(ICC; international color

consortium) 프로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 화상 변환 자체는 본 발명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

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 다음, 상기와 같이 구한 RGB 화상을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상의 표시 영역에 디스플레이한다(306). 이상

의 일련의 처리가 끝난 후에는, 원래의 대기 상태(301)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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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자동 처리를 수행하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실제의 이벤트로서, 운영체계가 구비하는 이벤트 사양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S제품인 윈도우2000(Windows2000) 및 윈도우XP(WindowsXP)의 경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

어의 윈도우를 마우스 조작에 의해 위치 변경하거나 크기 변경하고 있는 동안, 즉 마우스 버튼이 눌려져 있는 동안은, 윈도

우의 표시 영역인 클라이언트 영역을 완전하게 투명하게 하고, 마우스 버튼을 떼어 놓아 변경을 결정한 순간에 해당 윈도

우의 뒤편에 위치하는 화면 화상을 캡쳐하고, 화상 처리한 후 클라이언트 영역을 불투명화하여 화상 처리된 화상을 디스플

레이한다.

이하에서는, 실제의 OS에 대해, 상술한 기능을 실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실장예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S제품인 윈도우2000 및 윈도우XP의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와 C++언어를 이용해 실장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처리 흐름은 도 6에 나타낸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에 대해 재표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우선 윈도우 클라이언트 영역을 투명 처리(단계 S402)한 후, 전체 화면을 캡쳐한다(단계 S404). 그 다음,

클라이언트 영역 좌표를 전체 화면 영역 좌표로 변환(단계 S406)하고, 변환된 좌표 영역을 메모리에 저장한다(단계 S408)

. 메모리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단계 S410)한 후, 클라이언트 영역을 불투명 처리한다(단계 S412). 그 다음, 메

모리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영역에 출력한다(단계 S414).

이하 프로그램은 Visual C++ 7.0으로 만들어졌다.

전체적인 흐름은 도 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능상의 이유로 내부 코드는 MFC 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구성된다.

우선 MFC 의 다중 문서 인터페이스(MDI; Multiple Document Interface)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프로그램 구동시 만들어지는 윈도우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메인프레임 클래스(MainFrame Class)의 PreCreateWindow

(CREATESTRUCT& cs)에서 CREATESTRUCT 구조체의 cx, cy의 수치를 변경한다.

BOOL CMainFrame::PreCreateWindow(CREATESTRUCT& cs)

{

if( !CFrameWnd::PreCreateWindow(cs) )

return FALSE;

cs.cx = 300 ;

cs.cy = 300 ;

return TRUE;

}

그 다음 생성되는 윈도우의 표시 영역인 클라이언트 영역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영역 오브젝트를 사용한다. 투명처리되

는 영역은 두개의 영역 오브젝트를 이용하는데 한 영역 오브젝트에는 전체 화면을, 다른 영역 오브젝트에는 클라이언트 영

역을 설정한 뒤 두 영역 오브젝트를 배타적 논리합(Exclusive_OR)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투명영역은 윈도우

생성시, 이동시 그리고 크기 변경(Resize)시를 기준으로 생성된다. 이 작업은 윈도우의 프레임에 관련된 작업이기 때문에

메인프레임 클래스(MainFrame Class)에서 작업한다.

CRgn g_rgnWnd , g_rgnWn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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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d CMainFrame::OnSize(UINT nType, int cx, int cy)

void CMainFrame::OnMove(int x, int y)

void CMainFrame::OnCaptureChanged(CWnd *pWnd)

{

.................

GetClientRect(&rcClient) ;

GetWindowRect(&rcScreen) ;

ClientToScreen(&rcClient) ;

if ( (HRGN)g_rgnWnd != NULL)

g_rgnWnd.DeleteObject() ;

if ( (HRGN)g_rgnWnd2 != NULL)

g_rgnWnd2.DeleteObject() ;

g_rgnWnd2.CreateRectRgn(rcClient.left - rcScreen.left,

rcClient.top - rcScreen.top,

rcClient.right - rcScreen.left, rcClient.bottom - rcScreen.top) ; (1)

g_rgnWnd.CreateRectRgn(0 , 0 , rcScreen.Width(), rcScreen.Height());(2)

g_rgnWnd.CombineRgn(&g_rgnWnd2, &g_rgnWnd, RGN_XOR); (3)

SetWindowRgn((HRGN)g_rgnWnd,true) ; (4)

}

상기 프로그램에서, (1)은 클라이언트 영역을 나타내고, (2)는 전체화면영역을 나타내며, (3)은 두 영역의 배타적 논리합

(ex_OR)을 나타내고, (4)는 두 영역의 배타적 논리합(ex_OR)를 유효화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영역의 크기는 타이틀바와 메뉴바, 그리고 경계선을 제외한 클라이언트 영역으로 한정한다.

투명 처리된 영역에 대해 마우스를 떼어 놓을 때 해당 위치의 클라이언트 영역에 대한 캡쳐가 시작되고 투명 영역을 불투

명 영역으로 만든다.

void CMainFrame::OnCaptureChanged(CWnd *pWnd)

{

CFrameWnd::OnCaptureChanged(pW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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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ewCapture6View* pView ;

pView = (CPrevieScopeView *)GetActiveView() ;

pView->OnCaptureBegin() ; (5)

OnUndoTransparent(); (6)

}

상기 프로그램에서 (5)는 캡쳐 시작을 나타내고, (6)은 투명영역 해제를 나타낸다.

캡쳐는 뷰 클래스(View Class)에서 이루어진다. 캡쳐된 이미지의 비트맵(BITMAP)을 얻기 위해 BITMAPINFOHEADER

를 생성하고 CreateDIBSection 함수를 이용해서 비트맵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비트맵은 메모리에 저장되고 클라이

언트 영역을 불투명 처리한 후 이미지 처리된 화면을 보여줄 때 사용된다. 캡쳐후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은 뷰 클래스(View

Class)에서 담당한다.

void CPrevieScopeView::OnCaptureBegin()

{

UINT i, j ;

GetClientRect(&rcScreen) ; // 현재 윈도우 클라이언트의 영역 크기

rcClient = rcScreen ;

ClientToScreen(&rcScreen) ;

WORD width,height;

width = rcClient.Width();

height = rcClient.Height();

memset ( &bmi, 0, sizeof(BITMAPINFO) );

// BITMAPINFOHEADER 설정, 원래 이 정보는 전체화면 정보와

// 클라이언트 영역 정보를 이용해서 설정해야 함

bmi.bmiHeader.biSize = sizeof(BITMAPINFOHEADER);

bmi.bmiHeader.biWidth = width ;

bmi.bmiHeader.biHeight = height ;

bmi.bmiHeader.biPlanes = 1 ;

bmi.bmiHeader.biBitCount = 24 ;

bmi.bmiHeader.biCompression = BI_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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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MAPINFORHEADER 를 이용해서 비트맵 생성

hMyBitmap = CreateDIBSection(hMemDC, &bmi, DIB_PAL_COLORS, &pBuf, NULL, 0) ;

hOldBitmap = (HBITMAP)SelectObject(hMemDC, hMyBitmap) ;

BitBlt(hMemDC, 0, 0, width , height, hDesktopDC, rcScreen.left, rcScreen.top, SRCCOPY) ;

GetObject(hMyBitmap, sizeof(BITMAP), &bmp) ;

DWORD offset;

BYTE* buf = (BYTE*)(pBuf);

for ( j = 0 ; j < height ; j++ )

for ( i = 0 ; i < width ; i++ )

{

offset = j*bmp.bmWidthBytes+i*3;

// 캡쳐된 이미지에 대한 처리

buf[offset] = (BYTE)(buf[offset]*0.6);

buf[offset+1] = (BYTE)(buf[offset+1]*0.9);

buf[offset+2] = (BYTE)(buf[offset+2]*0.8);

}

}

이제 이미지 처리된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되었다. 따라서, 상기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 투명 영역을 불투명 영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void CMainFrame:: OnUndoTransparent ()

{ GetClientRect(&rcClient) ;

GetWindowRect(&rcScreen) ;

ClientToScreen(&rcClient) ;

// 이전 데이터를 아직 갖고 있는 경우 상기 이전 데이터를 제거한다.

if ( (HRGN)g_rgnWnd != NULL)

g_rgnWnd.DeleteObject() ;

if ( (HRGN)g_rgnWnd2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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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rgnWnd2.DeleteObject() ;

g_rgnWnd2.CreateRectRgn(rcClient.left - rcScreen.left,

rcClient.top - rcScreen.top,

rcClient.right - rcScreen.left, rcClient.bottom - rcScreen.top) ;

g_rgnWnd.CreateRectRgn(0 , 0 , rcScreen.Width(), rcScreen.Height());

g_rgnWnd.CombineRgn(&g_rgnWnd2, &g_rgnWnd, RGN_OR);

SetWindowRgn((HRGN)g_rgnWnd,true) ;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화면 영역과 클라이언트 영역을 영역 오브젝트에 설정해주고 이번엔 논리합(OR) 연산을 수행

한다. 그러면 이전에 투명 영역이 불투명 영역으로 설정된다.

이제 클라이언트 영역에 메모리의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한다.

void CPrevieScopeView::OnPaint()

{

CPaintDC dc(this); // device context for painting

BitBlt(dc, 0, 0, bmp.bmWidth, bmp.bmHeight, hMemDC, 0, 0, SRCCOPY) ;

SelectObject(hMemDC, hOldBitmap) ;

}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영역에 복사하기 위해 BitBlt 함수를 사용한다.

다시 윈도우를 이동하거나 크기 변경하는 경우, 상기 과정을 반복한다. 즉, 윈도우가 정지된 위치에서 클라이언트 영역 내

의 화상이 캡쳐되어 화상 처리된 배경화면을 클라이언트 영역내에 보여주게 된다. 상기 운영체계는 이벤트 구동형을 가정

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벤트 구동형 OS만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

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앞으로의 실시예들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이용하면, 모니터에 표시되는 임의의 애플리케이션의 윈도우 표시에 대한 화상 변환 결과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임의의 윈도우 영역에서 자동적으로 고속 표시할 수 있다.

특히, 화상 처리의 내용으로서 색변환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쇄시의 색의 변화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

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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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플리케이션 본래의 사양에는 인쇄 출력색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조작을 수행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모니터 화면에 복수의 윈도우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비하는 운영체계(OS)에서 동작하는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 화상 처리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의 표시 영역의 뒤편에 위치하는 화상을 캡쳐하는 단계;

(b) 상기 캡쳐된 화상에 대한 특정 화상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단계; 및

(c) 상기 화상 처리된 화상을 상기 표시 영역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상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는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가 마우스 조작에 의해 이동 또는 크기 변경되는 경우, 이벤트 통지가 발생하고

상기 표시 영역 뒤편의 화상을 캡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상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는

상기 이벤트 통지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가 마우스 조작에 의해 이동 또는 크기 변경

되고 있는 동안에는 상기 표시 영역을 투명하게 설정하고, 이동 또는 크기 변경이 종료된 직후에는 상기 표시 영역을 통해

보이는 뒤편 화상을 캡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상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상기 표시 영역을 불투명하게 하여 뒷편 화상에 특정 화상 처리를 수행한 후의 화상을 상기 표시 영역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상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에서

상기 특정 화상 처리는 프린터에서 인쇄 출력을 수행하는 때의 인쇄색을 모니터에 표시하기 위한 색변환 처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상 처리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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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는

상기 색변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캡쳐된 화상의 RGB 값을 입력하여 3차원 룩업 테이블을 참조하여 3차원 선형

보간 계산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상 처리 방법.

청구항 7.

모니터 화면에 복수의 윈도우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비하는 운영체계(OS)에서 동작하는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의 표시 영역의 뒤편에 위치하는 화상을 캡쳐하는 화상 캡쳐부;

상기 캡쳐된 화상에 대한 특정 화상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화상 처리부; 및

상기 화상 처리된 화상을 상기 표시 영역에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캡쳐부는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가 마우스 조작에 의해 이동 또는 크기 변경되는 경우, 상기 표시 영역 뒤편의 화

상을 캡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캡쳐부는

상기 자동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윈도우가 마우스 조작에 의해 이동 또는 크기 변경되고 있는 동안에는 상기 표시 영역

을 투명하게 설정하고, 이동 또는 크기 변경이 종료된 직후에는 상기 표시 영역을 통해 보이는 뒤편 화상을 캡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표시 영역을 불투명하게 하여 뒷편 화상에 특정 화상 처리를 수행한 후의 화상을 상기 표시 영역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화상 처리는 프린터에서 인쇄 출력을 수행하는 때의 인쇄색을 모니터에 표시하기 위한 색변환 처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상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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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처리부는

상기 색변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캡쳐된 화상의 RGB 값을 입력하여 3차원 룩업 테이블을 참조하여 3차원 선형

보간 계산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상 처리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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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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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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