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N 1/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2월06일

10-0678540

2007년01월29일

(21) 출원번호 10-2005-0071786 (65) 공개번호 10-2006-0050270

(22) 출원일자 2005년08월05일 (43) 공개일자 2006년05월19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8월05일

(30) 우선권주장 JP-P-2004-00231437

JP-P-2005-00208061

2004년08월06일

2005년07월19일

일본(JP)

일본(JP)

(73) 특허권자 캐논 가부시끼가이샤

일본 도꾜도 오오따꾸 시모마루꼬 3쪼메 30방 2고

(72) 발명자 우루마 가즈히로

일본 도꾜도 오오따꾸 시모마루꼬 3-30-2 캐논 가부시끼가이샤 내

(74) 대리인 장수길

구영창

이중희

심사관 : 반성원

전체 청구항 수 : 총 14 항

(54) 화상 형성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57) 요약

셧다운 지시가 입력되는 경우, 실행중인 작업 또는 대기중인 작업이 있는지가 판정된다 (S604). 실행중인 작업이 발견되면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의 리스트를, 대기중인 작업이 발견되면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의 리스트를 표시한다

(S611). 리스트가 표시된 후, 셧다운에 해당하는 제어 처리가 수행된다.

대표도

도 16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된 작업에 기초하여 화상 처리를 수행하는 화상 처리 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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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작업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는 유지 수단;

상기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을 셧다운 하라는 셧다운 지시가 입력되는 경우, 실행중인 작업이 있는지 또는 대기중인 작업

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

상기 판정 수단에 의한 판정으로 실행중인 작업이 발견되는 경우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를, 또는 상기 판정 수단에 의

한 판정으로 대기중인 작업이 발견되는 경우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 수단; 및

상기 표시 수단에 의해 정보가 표시된 후에 셧다운 계속 지시가 입력되면, 상기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을 셧다운 하는 제어

처리를 수행하는 셧다운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은, 상기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이 셧다운 된 후 상기 유지 수단에 저장되지 않는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정

보 및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를 그룹화하여, 상기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 및 상기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가 서

로 구별되도록 리스트로 표시하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은, 상기 작업들의 화상 처리의 종류에 따라서 상기 작업들을 그룹화하여 입력된 작업들에 관한 정보를 표

시하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처리의 종류로는, 카피 기능, 팩스 기능, 및 인쇄 기능을 포함하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은, 상기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의 셧다운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 창을 더 표시하고, 상기 확인 창이 표시되

는 동안 셧다운 지시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셧다운 제어 수단은, 리스트 형태로 표시되는 다른 작업들 중에서 실행중인 작업을 중단하고 소거하며, 리스트 형태

로 표시되는 다른 작업들 중에서 셧다운 후 저장되지 않는 대기중인 작업들을 소거하고, 리스트 형태로 표시되는 다른 작

업들 중에서 셧다운 후 저장되는 대기중인 작업들의 실행으로의 천이를 금지시키고, 셧다운이 수행될 것임을 나타내는 창

을 표시하고, 셧다운 처리를 제어하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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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셧다운 제어 수단은, 셧다운이 수행됨을 나타내는 창이 상기 표시 수단에 의해 표시되는 동안, 상기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공급을 강제적으로 셧다운 하라는 지시가 입력되면, 상기 셧다운 처리를 중단하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셧다운 제어 수단이 상기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을 셧다운 하는 제어 처리를 실행중인 동안, 상기 화상 처리 장치가

장치 내에 유지하고 있는 정보를 갱신하는 처리가 수행되면, 상기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의 셧다운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

창이 표시되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 창이 표시되는 동안 셧다운 지시가 입력되면, 상기 셧다운 제어 수단은 상기 화상 처리 장치가 장치 내에 유지하

고 있는 정보를 갱신하는 처리를 종료하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수단이 실행중인 작업도 대기중인 작업도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기 셧다운 제어 수단은, 셧다운 수행여부를 확인하는 창을 표시하지 않고 셧다운이 수행됨을 나타내는 창을 표시하고,

셧다운 처리를 제어하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처리 장치는 팩스 송수신을 수행하는 팩스 기능을 가지며,

상기 셧다운 제어 수단은, 상기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을 셧다운하라는 셧다운 지시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팩스 기능이

팩스 수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셧다운 제어 수단은, 상기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을 셧다운시키는 제어처리의 실행을 취소하라는 지시의 입력에 응답

하여, 상기 팩스 기능에 의해 금지된 팩스 수신을 허용하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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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상 처리 장치는 팩스 송수신을 수행하는 팩스 기능을 가지며,

상기 셧다운 제어 수단은, 상기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을 셧다운하라는 셧다운 지시의 입력에 응답하여, 실행 대기중인 팩

스 송수신 작업의 실행의 계속을 중지시키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셧다운 제어 수단은, 상기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을 셧다운 시키는 제어 처리의 실행을 취소하라는 지시의 입력에 응

답하여, 실행 대기중인 팩스 송수신 작업의 실행을 재개시키고, 중지된 실행의 계속을 재개시키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14.

입력된 작업에 기초하여 화상 처리를 수행하는 화상 처리 장치의 제어 방법으로서,

입력된 작업에 관한 정보를 메모리에 유지하는 유지 단계;

상기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을 셧다운하라는 셧다운 지시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메모리에 유지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실행

중인 작업이 있는지 또는 대기중인 작업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판정 단계;

상기 판정 단계의 판정 처리에 의해 실행중인 작업이 발견되는 경우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를, 또는 상기 판정 단계의

판정 처리에 의해 대기중인 작업이 발견되는 경우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 단계; 및

상기 표시 단계에서 정보가 표시된 후에 셧다운 계속 지시가 입력되면, 상기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을 셧다운하는 제어 처

리를 수행하는 셧다운 제어 단계

를 포함하는 화상 처리 장치의 제어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화상 형성 장치의 전원을 셧다운(shut-down)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최근,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복사기 및 프린터의 다양한 기능들이 단일 장치에 장착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디지털 복합

기(MFP: Multifunction Peripheral)라는 화상 처리 장치가 시장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MFP는 화상 처리 기능을 갖는 프

린터 제어부를 복사기에 장착하여 달성되며, 복사기의 기능과 프린터의 기능 양쪽 모두를 갖는다. MFP는 팩스 기능 등을

더 추가함으로써 점점 더 다기능화 될 수 있다.

종래, 몇몇 디지털 복합기는 미사용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휴지 모드(sleep mode)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휴지 모드에서도 전력이 다소 소모되기 때문에, 유저의 일부는 본체 전원을 셧다운시킨다. 또한, 최종의 유저는 최

근 보안에 대한 의식 증가에 따라 본체의 전원을 셧다운시키기를 더욱 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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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몇몇 최근의 디지털 복합기들은, 모든 입력 작업들이 종료된 후에 주 전원이 셧다운되는, 셧다운 모드라고 하는 모

드를 갖는다.

예컨대,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1-265174호에서는, 주 전원을 셧다운시키는 지시가 수신되는 때에 화상 형성 동작이

실행중인 경우, 주 전원을 셧다운시키라는 지시가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화상 형성 동작이 완료된 후에

주 전원이 차단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종래의 장치에 있어서, 전원 셧다운 지시가 수신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현재 입력된 작업이 어

떻게 실행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표시되지 않는다.

예컨대, 현재 입력된 작업을 나타내는 메시지도, 전원 셧다운시 복구되어야할 작업 및 복구되지 않아야 할 작업을 나타내

는 메시지도, 표시되지 않는다. 또한, 작업으로서 입력되나 패스워드의 입력을 포함하는 소정의 조작이 수행되지 않는 한

실행되지 않는 프린트 작업(소위, 시큐어 프린트 작업)이 실행을 대기하는 작업으로 표시되지만, 소정의 조작이 수행되지

않는 한 실행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작업(또는 작업의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저는 실행 대기중인 작업 또는 실행중인 작업의 존재는 알 수 있으나, 어떠한 작업의 소실(취소) 없이 전원이 셧

다운될 수 있는 타이밍을 알 수는 없다. 또한, 전술한 시큐어 프린트 작업과 같이, 소정의 동작이 수행되지 않는 한 실행되

지 않는 축적형(storage type) 작업이 입력되는 경우, 유저가 이러한 축적형 작업의 존재를 알기는 어렵다.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셧다운이 수행되기 전에 유저에게 셧다운 처리로 영향을 받는 작업

을 통지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컨대, 본 발명의 화상 처리 장치는, 이하의 구성을 포함한다.

즉, 입력된 작업에 기초하여 화상 처리를 수행하는 화상 형성 장치로서,

입력된 작업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는 유지 수단;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을 셧다운 하기 위한 셧다운 지시가 입력되는 경우, 실행중인 작업이 있는지 또는 대기중인 작업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

판정 수단에 의한 판정으로 실행중인 작업이 발견되는 경우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를, 또는 판정 수단에 의한 판정으

로 대기중인 작업이 발견되는 경우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를, 리스트 형식으로 표시하는 표시 수단; 및

표시 수단에 의해 리스트가 표시된 후에 셧다운 계속 지시가 입력되는 경우,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을 셧다운 하는 제어 처

리를 수행하는 셧다운 제어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컨대, 본 발명의 화상 처리 장치의 제어 방법은 이하의 구성을 포함한다.

즉, 입력된 작업에 기초하여 화상 처리를 수행하는 화상 처리 장치의 제어 방법으로서,

입력된 작업에 관한 정보를 메모리에 유지하는 유지 단계;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을 셧다운 시키기 위한 셧다운 지시가 입력되는 경우, 메모리에 유지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실행중인

작업이 있는지 또는 대기중인 작업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판정 단계;

판정 단계의 판정 처리에 의해 실행중인 작업이 발견되는 경우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를, 또는 판정 단계의 판정 처리

에 의해 대기중인 작업이 발견되는 경우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를, 리스트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리스트 표시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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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표시 단계에서 리스트가 표시된 후에 셧다운 계속 지시가 입력되면, 화상 처리 장치의 전원을 셧다운시키는 제어

처리를 수행하는 셧다운 제어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기타의 특징 및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명확하게 될 것이며, 그 도

면 전체에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분을 지칭한다.

본 명세서에 포함되어 일부를 구성하는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일례로 나타내며,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

명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기여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 실시예]

<시스템 구성>

도 1은 본 실시예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기본 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문서 관리 장치(101), 본 실시예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로서 프린터 기능과 스캐너 기능을 갖는

디지털 복합기(102), 퍼스널 컴퓨터(PC)(103), 이미지 스캐너(104), 팩시밀리 장치(FAX)(105), 및 프린터(106)가 LAN

또는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107)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107)는 이러한 형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무선 또는

유선의 네트워크일 수 있다.

이하에 설명에 있어서, 디지털 복합기(102), 이미지 스캐너(104), FAX(105), 및 프린터(106) 등을 총칭하여 화성 형성 장

치라 하는 경우가 있다.

<디지털 복합기의 구성>

도 2는 디지털 복합기(102)의 기본 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본 실시예의 디지털 복합기(102)는, 스캐너부(201), 프린터부(202), 조작 표시부(203), 부호화/복호화부(204), 시스템 메

모리(205), 페이지 메모리(206), 셧다운 제어부(212)를 포함하는 시스템 제어부(207), 팩스 통신 제어부(208), 네트워크

I/F(209), 하드 디스크(HD)(210), 및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연결하는 내부 버스(211)를 갖는다.

스캐너부(201)는 원고를 판독하여 지정된 모드(예컨대, 용지 크기, 해상도, 및 농도)에 따라 화상 데이터를 형성한다.

프린터부(202)는 프린트로 지정된 문서(화상)를 인쇄하고, 그 문서(화상)를 피니셔(finisher)와 같은 배지장치를 통해 배

지 트레이로 출력한다.

조작 표시부(203)는 유저가 각종 설정 조작을 입력하고, 장치의 조작 상태 등을 표시하는 조작부를 갖는다. 조작 표시부

(203)로서, 터치 패널형의 표시 화면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터치 패널형 화면에 의해서, 예컨대, 인쇄 및 카피 등의

지시를 입력하고, 복합기(102)에 의해 유지되는 작업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

부호화/복호화부(204)는 본 장치에서 외부로 송신되는 화상 데이터를 부호화(encoding)하여 압축하고, 외부에서 수신한

압축 데이터를 복호화(decoding)하여 원본의 화상 데이터를 복원한다.

시스템 메모리(205)는 RAM 및 ROM을 포함하며, 본 장치에 사전 등록되는 정보를 저장한다. 또한, 시스템 메모리(205)는

시스템 제어부(207)가 각종 처리들을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작업 영역을 갖는다.

페이지 메모리(206)는 부호화 및 복화화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 페이지의 화상 데이터를 저장 가능한 영역을 갖는다.

시스템 제어부(207)는 중앙 처리 장치(CPU)를 포함하는 마이크로컴퓨터이다. 시스템 제어부(207)는 복합기(102)를 구성

하는 각 유닛들을 포함하는 전체 장치를 제어하며, 또한 복합기(102)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처리들(후술함)을 제어한다.

시스템 제어부(207)는 셧다운 처리(이하, 상세하게 후술함)를 제어하는 셧다운 제어부(212)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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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통신 제어부(208)는 PSTN 회선 등의 팩시밀리 회선에 연결되어, 이러한 PSTN 회선을 통해 다른 팩시밀리 장치들과

통신한다.

네트워크 I/F(209)는 복합기(102)와 네트워크(107)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한다. 복합기(102)는 네트워크 I/F

(209)를 통해 외부장치들과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HD(210)는 자기 디스크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이루어져, 파일의 형태로 외부 장치들로부터 수신되는 문서 데이터, 스

캐닝된 문서 데이터 등을 저장한다.

이하, 본 실시예의 디지털 복합기(102)의 조작 표시부(203)를 설명한다. 도 3은 조작 표시부(203)의 외관의 일례를 나타

낸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작 표시부(203)는 터치 패널형 액정 화면(301), 유저 모드 키(302), 텐-키 패드

(303), 시작키(304), 및 조작부 전원 스위치(305)를 갖는다. 액정 화면(301)은, 예컨대, 장치의 상태, 유저에 대한 메시지

를 표시하며, 또한 유저로부터의 조작 지시를 수신하기 위한 버튼 이미지들을 표시된다. 유저 모드 키(302)가 눌려진 경우,

유저 모드 리스트가 액정 화면(301)에 표시된다. 조작부 전력 스위치(305)는 디지털 복합기(102)의 주 전원을 셧다운시키

지 않는다. 즉, 조작부 전력 스위치(305)의 누름을 검출하고, 외부 인쇄 요청의 수신 등을 검출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에 전

력이 공급되고, 장치의 나머지 부분으로의 전력 공급은 셧다운 된다. 디지털 복합기의 주 전원을 셧다운 하기 위한 주 전원

스위치(도시 생략)는 별도로 설치된다. 조작 표시부(203)의 구성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표시 창>

이하, 본 실시예의 디지털 복합기(102)의 기본 동작에 있어서 액정 화면(301)에 표시되는 창들의 예들을 설명한다. 후술하

는 각각의 창의 표시 내용과 창에서 설정 및 실행될 수 있는 기능들은 장치의 사양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기능의 세부사항은 본 발명의 개념과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후술하는 각 창에 해

당하는 데이터들은 시스템 메모리(205)에 저장되며, 시스템 제어부(207)는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액정 화면(301)상

에 창을 생성하여 표시한다. 또한, 액정 화면(301)에 표시되는 항목들과 관련되는 조작들은 전술한 버튼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조작을 감지하는 경우, 시스템 컴트롤러(207)는 해당 처리를 수행하고, 액정 화면(301)에 표시되어야 할

창을 변경시킨다.

도 4는 디지털 복합기(102)가 작동되는 경우 최초에 표시되는 기본 카피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작동시에 처음

표시되는 창은 유저 모드의 설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 카피가 실행되고, 카피의 초기 설정치들(크기 =

100%, A4 용지, 카피량 = 1)이 도 4의 표시 화면에 표시된다. 창에는, 예컨대 확대를 설정하기 위한 "등배(DIRECT)" 및 "

확대(MAGNIFICATION)" 버튼, 분류기의 사용/미사용을 설정하기 위한 "소터(SORTER)" 버튼, 양면 카피를 설정하기 위

한 "양면(DOUBLE-SIDE)" 버튼, 각종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카피를 설정하기 위한 "응용 모드(APPLICATION MODE)"

버튼, 및 농도 조절 버튼을 포함한다. 이러한 버튼을 사용하여 지정된 설정에 따라서 카피가 실행된다.

이 창의 상부에는 네 개의 버튼, 즉 "카피(COPY)", "송신/팩스(SEND/FAX)", "박스(BOX)", 및 "리모트 스캐너(REMOTE

SCANNER)" 기능들을 나타내는 버튼들을 갖는다. 이러한 버튼들 가운데 현재 유효한 기능이 하이라이트(highlight) 된다.

다른 버튼이 터치되면, 해당 기능이 유효하게 된다. 창의 하부에는, 현재 실행중인 작업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작업을 실행

하는 인터럽트 처리를 설정하기 위한 "인터럽트(INTERRUPT)" 버튼, 및 예컨대 작업을 변경, 확인, 및 중지시키고, 작업의

로그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 상황/중지(SYSTEM STATUS/ABORT)" 버튼을 갖는다. 이러한 "시스템 상황/중지"

버튼은 모든 메뉴에 표시된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창에서 "송신/팩스"버튼이 터치되는 경우 표시되는 송신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송신 창은 상부에 지정된 어드레스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 창, 우측에 상세 설정을 표시하기 위한 창, 원고의 판독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판독 설정(READ SET)" 버튼, 및 양면 원고를 지정하기 위한 버튼, 드롭다운 창에서 파일 포멧을 선택하기

위한 "파일 포멧(FILE FORMAT)" 버튼을 포함한다. 상기 버튼들의 아래에는, 복수의 페이지의 화상을 다른 파일들로서 송

신할지를 설정하기 위한 "페이지마다 분할(DIVIDE INTO PAGES)" 버튼, 및 액정 화면(301)상에 판독 원고를 프리뷰로서

표시하기 위한 "프리뷰 표시(PREVIEW DISPLAY)" 버튼이 있다. 이러한 버튼들 아래에는 송신의 세부사항들을 설정하기

위한 "송신 설정(TRANSMISSION SETTING)" 버튼이 형성되어 있다. 어드레스들을 표시하기 위한 창의 아래의 버튼들

은, 좌측으로부터, 이전에 입력된 어드레스들을 표시하기 위한 "어드레스 리스트(ADDRESS LIST)" 버튼, 외부 서버의 어

드레스 리스트를 검색하기 위한 "어드레스 검색(ADDRESS SEARCH)" 버튼, 어드레스들의 세부사항들을 설정하기 위한 "

세부 설정(DETAIL SETTING)" 버튼, 어드레스들을 삭제하기 위한 "삭제(ERASE)" 버튼, 및 과거 송신 로그에서 어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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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들을 호출하기 위한 "콜(CALL)" 버튼이다. 전술한 버튼들 아래에 표시되는 버튼들은 "FAX", "E-MAIL", "I-FAX",

"FILE", 또는 "박스에 저장(SAVE IN BOX)"에서, 새로운 어드레스에 대하여 스캐너부에 의해 스캐닝된 화상 데이터를 송

신 또는 저장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화상 데이터가 이미 등록된 어드레스에 송신되어야 하는 경우, "원터치 버

튼"를 터치함으로써 등록된 어드레스들이 표시된다. 소정의 방법에 의해 등록된 어드레스에 화상 데이터가 송신되어야 하

는 경우, "정형 업무(ROUTINE TASK)" 버튼을 터치함으로써 등록된 어드레스 및 해당 송신 방법과 같은 설정 내용들이

표시된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창에서 "박스(BOX)" 버튼이 터치되는 경우 표시되는 박스 선택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박

스 기능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문서) 또는 스캐너부에 의해 스캐닝된 화상 데이터를 저장한다. 도 6을 참조

하면, 박스 번호, 명칭, 메모리 사용량에 대하여 유저 박스의 내용이 표시된다. 창의 우측에는, "시스템 박스" 및 "팩스 박스

" 버튼들이 배치되고, 터치되는 버튼에 해당하는 박스의 내용들이 표시된다. 또한, 우측 하부 모서리에는 사용가능한 메모

리 잔량이 표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은 창의 표시에 따라서 조작을 수행함으로써, 카피, 팩스 송수신, 인쇄, 스캐닝, 및 저장

등의 처리들이 수행된다.

도 7은 도 3에 도시된 조작 표시부(203)의 유저 모드키(302)가 눌려지는 경우 표시되는 "공통 사양 설정(COMMON

SPECIFICATION SETTING)" 창에서 셧다운 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셧다운 모드는, 디지

털 복합기(102)의 주 전원를 셧다운 시키는데 필요한 처리, 및 사용자에게 통지를 수행하기 위한 모드이다. 이하, 셧다운

모드의 세부사항을 설명한다. 사용자는 셧다운 버튼 화상(701)을 터치함으로써 셧다운 모드에 들어갈 수 있다. 터치 패널

형 액정 화면(301)은 셧다운 버튼 화상(701)의 터치를 감지하여, 이 터치를 시스템 제어부(207)에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

를 감지하면, 시스템 제어부(207)는 셧다운 모드로 진행하여, 셧다운에 해당하는 제어 처리(후술함)를 실행한다.

셧다운 모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저가 수행하는 조작은 전술한 조작에 한하지 않으며, 이하의 조작이 또한 수행될 수도

있다.

도 8은 도 3에 도시된 조작 표시부(302)의 조작부 전원 스위치(305)를 장시간 누르는 경우 셧다운 모드가 개시되는 방법

을 나타낸 개략도이다. 시스템 제어부(207)는 조작부 전원 스위치(305)가 눌려지는 동안의 시간을 측정한다. 측정된 시간

이 소정의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시스템 제어부(207)는 셧다운 모드로 진행하여, 셧다운에 해당하는 제어 처리를 실행한

다.

이에 따라서, 유저는 유저 모드 키(302)를 눌러 도 7에 도시된 창을 액정 화면(301) 상에 표시하고, 셧다운 버튼(701)를 터

치하거나, 소정 시간 동안 조작부 전원 스위치(305)를 누름으로써 셧다운 모드로 진행할 수 있다.

복수의 형태의 셧다운 모드들이 존재하는 경우, 조작부 전원 스위치(305)를 장시간 누르는 것은, 유저 모드 키(302)가 눌

려지는 경우 표시되는 도 7에 도시된 창을 액정 화면(301)에 표시하기 위한 창으로의 지름길(shortcut)로 기능한다. 또한,

창들은 셧다운 버튼 화상(701)이 장시간 누름으로써 표시되도록 스위칭 될 수도 있다.

유저는 전술한 바와 같은 두 개의 상이한 조작들을 수행함으로써 셧다운 모드에 진입할 수 있다.

<전원의 ON/OFF>

본 실시예의 디지털 복합기(102)는 두 개의 전원 스위치, 즉 장치 본체의 주 전원 스위치(도시 생략)와, 표시 조작부의 조

작부 전원 스위치(305)를 갖는다. 주 전원이 OFF인 상태에서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유저는 주 전원 스위치를 턴온 시킨

다. 주 전원을 셧다운 하기 위하여, 유저는 소정의 장시간 동안 조작부 전원 스위치(305)를 누르거나, 또는 사용자 모드키

(302) 및 셧다운 버튼(701)을 이 순서로 조작함으로써 셧다운 모드로 진행하여, 셧다운 처리를 수행한 후, 주 전원 스위치

를 턴오프 시킨다. 주 전원이 턴오프되는 때에, 복합기(102)로의 전원이 완전히 셧다운 된다. 반면, 조작부 전원 스위치가

소정 시간 보다 짧은 시간 동안 눌려지는 경우, 디지털 복합기의 몇몇 기능에 전력이 공급되고, 나머지로의 전원 공급은 셧

다운 된다.

<셧다운 모드>

전술한 바와 같이, 조작부 전력 스위치(305)가 소정 시간 눌려지는 경우 또는 조작부(203)의 유저 모드키(302)가 눌려지

는 경우에 표시되는 창(도 7에 도시됨)에서 셧다운 모드 버튼(701)이 터치되는 경우, 셧다운 모드가 개시된다. 셧다운 모

드가 개시되면, 시스템 제어부(207)는 실행중인 작업과 대기중인 작업들을 먼저 검색한다. 작업들이 발견되면, 시스템 제

어부(207)는 액정 화면(301)상에 발견된 작업들에 관한 정보의 리스트를 표시한다.

등록특허 10-0678540

- 8 -



실행중인 작업과 대기중인 작업을 검색하는 처리는 공지된 기술이다. 예컨대, 시스템 제어부(207)는 입력된 작업에 관한

정보(작업 정보)를 항상 관리하며, 이 정보는 각 작업의 상황을 담고 있다(작업 상황은 항시 관리되는데, 예컨대, 작업 상황

은 작업이 입력된 직후에는 "대기중(waiting)"으로 되며, 대기중인 작업이 실행되면 "실행중(under execution)"이 되며,

작업의 실행이 완료되면 "완료(completed)"가 된다). 따라서, 시스템 제어부(207)는 모든 작업들에 대한 작업 정보를 참조

함으로써 각각의 실행중인 작업과 각각의 대기중인 작업을 특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작업 정보로부터 각각의 지정

된 작업의 작업명, 작업의 수신 일자/시간,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실행중인 작업 및/또는 대기중인 작업의 검색시, 시스템 제어부(207)는 액정 화면(301) 상에 이러한 작업에 관한 정보의

리스트를 표시한다. 이러한 표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표시 형태를 설명한

다(이하, 한 종류를 제1 셧다운 확인 창이라 하며, 다른 한 종류를 제2 셧다운 확인 창 이라 함).

이러한 두 종류의 표시 형태는 유저에 의해 전환될 수도 있다.

먼저, 제1 셧다운 확인 창을 설명한다.

도 9는 제1 셧다운 확인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셧다운 확인 창은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와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들이 그룹화되어, 표시 영역(905)에 따로 디스플레이되는 표시 형태를 취한다. 도

9를 참조하면, 실행중인 작업은 "프린트 중(UNDER PRINTING)", "송신중(UNDER TRANSMISSION)", 및 "스캐닝중

(UNDER SCANNING)"인 작업이며, 각 작업에 대하여, 상황(프린트중, 송신중, 또는 스캐닝중), 작업 ID, 작업 발생 일자/

시간, 및 작업 목적이 표시된다. 대기중인 작업은 "프린트 대기중(WAITING FOR PRINTING)" 및 "송신 대기중

(WAITING FOR TRANSMISSION)"이며, 각 작업에 대하여 상황(프린트 대기중 또는 송신 대기중), 작업 ID, 작업 발생 일

자/시간, 및 작업 목적이 표시된다.

도 9에 있어서, 점선(903)은 세 개의 표시 영역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의 표시 영역과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표시 영역을 분리한다. 개별 표시 영역들 사이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 형식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유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1 셧다운 확인 창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실행중인 작업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또한, 패스워드 입력 등의 소정의 조작이 수행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 프린트 작업(이하, 시큐어 프린트 작업)이 대기중

인 작업에 존재하면, 도 9의 영역 904에 지시된 바와 같이, "시큐어 프린트 작업이 있음!" 등과 같은 메시지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예컨대, 하이라이트 표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되어,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표시되는 정보

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예컨대, 표시 영역(905)에 표시되는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 중에서, 시큐어 프린트 작업에 해

당하는 작업에 관한 정보는 나머지 정보와는 다른 색으로 표시될 수 있다. 즉, 표시 형태는 이에 특정되지 않는다.

시큐어 프린트 작업은 이하와 같이 발견될 수 있다. 즉, 작업에 관한 정보는 이러한 작업이 시큐어 프린트 작업인지를 나타

내는 식별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중인 작업의 정보의 식별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이러한 대기 작업들에서

시큐어 프린트 작업이 특정될 수 있으며, 동시에 시큐어 프린트 작업의 존재가 감지될 수 있다.

제1 셧다운 확인 창에 표시되는 각 작업의 상황(실행중 또는 대기중)은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시 또한 실

시간으로 갱신된다. 완료된 작업들은 물론 표시에서 삭제된다.

유저가 취소 버튼(901)을 터치하면, 셧다운 모드에서 통상의 동작 모드(셧다운 모드가 개시되기 전의 모드)로 복귀되고,

해당 창이 표시된다. 유저가 실행 버튼(902)을 터치하면, 셧다운에 해당하는 일련의 처리들(후술함)이 실행된다.

이하, 제2 셧다운 확인 창을 설명한다.

도 10은 제2 셧다운 확인 창의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와 동일한 참조부호는 도 10에서 동일한 부분을 지칭하

며, 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셧다운 확인 창은 표시 영역(1001)의 표시 형식을 제외하고는 제1 셧다운 확인 창과 동일

하다. 따라서, 이하, 표시 영역(1001)의 표시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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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셧다운 확인 창과 마찬가지로, 표시 영역(1001)에 표시되는 항목들은 실행중인 작업 및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이

다. 그러나, 제2 셧다운 확인 창에 있어서, 개별 작업들은 동작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되어 표시된다. 도 10을 참조하면, 작

업들에 관한 정보들이 세 개의 타입으로, 즉, 프린트 작업, 팩스 기능을 사용한 데이터 송수신 작업, 및 카피 작업으로 분류

되어 표시된다. 즉, 개별 작업들은 이들 세 개의 타입으로 그룹화되고, 각 그룹에 대하여 작업들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다.

각 그룹에는, 실행중인 작업과 대기중인 작업이, 이들 작업들이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더라도 따로 표시된다.

도 10에 있어서, 각 그룹들의 표시 영역 사이를 시각적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점선 1002 및 1003은 이들 표시 영역들을 분

리한다. 개별 표시 영역 사이를 구별하기 위한 표시 형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2 셧다운 확인 창에 표시되는 각 작업의 상황(실행중 또는 대기중)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므로, 그 표시 또한 실시간으로

갱신된다. 당연히, 실행 완료된 작업들은 표시에서 삭제된다.

셧다운 모드가 시작될 때, 실행중인 작업도 대기중인 작업도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셧다운 확인 창의 표시를 스킵하고, 도

13에 나타낸 셧다운 실행 창이 표시되고, 셧다운 처리가 수행된다. 셧다운 모드가 시작될 때, 실행중인 작업도 대기중인 작

업도 없는 경우, 유저에게 실행중인 작업도 대기중인 작업도 존재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셧다운 확인 창을 표시하고, 도 13

에 나타낸 셧다운 실행 창을 표시하여, 셧다운 처리를 수행할 수도 있다.

셧다운 모드 시작시 실행중인 작업도 대기중인 작업도 없는 경우, 셧다운 처리가 수행되는 이러한 과정 중 하나를 유저가

설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도 11은 유저가 셧다운 확인 창(본 실시예에서는 제1 셧다운 확인 창 및 제2 셧다운 확인 창)의 버튼(902)을 터치함으로써

셧다운을 지정하는 경우, 실행중인 작업을 중단(interrupt)하고 소거하며, 대기중인 작업을 소거함으로써, 셧다운 처리를

수행할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창(확인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1에 도시된 창에 있어서, 유저가 버튼(1101)을 터치한다면, 도 13에 도시된 셧다운 실행 창이 표시되고, 실행중인 작

업은 중단되며, 실행중인 작업과 관련된 데이터는 HD(210)에서 소거되고, 대기중인 작업과 관련된 데이터는 HD(210)에

서 소거되어, 셧다운 처리가 개시된다. 유저가 버튼(1102)을 터치하면, 이전에 표시된 셧다운 확인 창이 액정 화면(301)

상에 표시된다. 도 11에 도시된 창은 또한 셧다운 확인 창의 앞쪽에서 팝업창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도 12는 유저가 셧다운 창(본 실시예에서는 제1 또는 제2 셧다운 확인 창)의 버튼 화상(902)을 터치함으로써 셧다운을 지

정한 때에, 실행중인 작업과 대기중인 작업에 무관하게, 장치 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처리가 실행중인 경우, 유저에게 셧다

운을 수행할지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정 화면(301)상에 표시되는 창(확인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장치 정보

를 갱신하는 처리의 예로는, 외부에서 폰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이를 HD(210)에 기록하여 장치의 폰트 데이터를 갱신

하는 처리가 있다. 다른 예들로서, 외부에서 시스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장치의 설정 파라미터 등의 시스템 데이터를

갱신하는 처리, 및 장치의 시스템 데이터를 외부로 송신하는 처리가 있다. 장치의 정보를 갱신 하는 처리의 또 다른 예는

장치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펌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수신하여, 이 펌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HD에

기입하는 처리가 있다.

유저가 도 12에 도시된 창의 버튼 이미지(1201)를 터치하면, 도 13에 도시된 셧다운 실행 창이 표시되고, 셧다운 처리가

개시된다. 이러한 경우, 전술한 장치 정보 갱신 처리는 이러한 셧다운 처리와 병렬로 수행된다. 유저가 버튼 이미지(1202)

를 터치하면, 액정 화면(301)은 종전에 표시된 셧다운 확인 창을 표시한다. 도 12에 도시된 창이 셧다운 확인 창의 앞에서

팝업창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도 13은 셧다운 실행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3에 도시된 이러한 창은, 셧다운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액정 화

면(301)에 표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셧다운 처리에서 수행되는 처리들은 실행중인 작업을 중단 및 소거하는 처

리, 대기중인 작업을 소거하는 처리, 및 셧다운 후 저장되어야 하는 대기중인 작업의 실행으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하는 처

리이다. 이러한 처리 중에,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작업의 상황으로서 "중단중(UNDER INTERRUPTION)"이 표시

되며, 이 창에서 삭제된 작업의 표시가 사라진다. 작업에 해당하는 상기 처리들에 더하여, 폰트 다운로드 처리 및 시스템

데이터 다운로드 처리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종료 처리가 수행된다. 또한, 프린터, 스캐너, 및 팩스 장치 등의 하드웨어를

종료시키는 처리가 수행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스템 제어부(207)는 이러한 일련의 처리들을 수행한다.

모든 작업들을 소거 및 갱신하는 처리들이 완료되면, 셧다운이 완료되는 것으로 판정되고, 셧다운 실행 창이 셧다운 완료

창(후술함)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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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셧다운 실행 창은 현재 수행중인 작업 소거 처리, 작업 갱신 처리, 소프트웨어 종료 처리,

및 하드웨어 종료 처리를 스킵(skip)함으로써 셧다운을 즉시 종료하는 강제 OFF 버튼(1301)을 포함한다. 유저는 강제

OFF 버튼(1301)을 터치함으로써 셧다운 완료 창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작업의 소거 처리는 스킵되므로, 통

상적인 종료 수순으로 제어되는 작업 이력의 작성과 같은 제어는 수행되지 않는다.

도 14는 도 13에 도시된 셧다운 실행 창의 강제 OFF 버튼(1301)이 터치되는 때에 장치 정보 갱신 처리가 실행중인 경우,

사용자가 갱신 처리를 중단시켜 셧다운을 즉시 수행할지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정 화면(301) 상에 표시되는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유저가 도 14에 도시된 창의 버튼 이미지(1401)를 터치하면, 갱신 처리가 중단되고, 셧다운 처리가 즉시 수행된다. 유저가

버튼 이미지(1402)를 터치하면, 갱신 처리가 계속되고, 액정 화면(301)에는 종전에 표시된 셧다운 확인 창을 표시한다. 도

14에 도시된 창은 또한 셧다운 확인 창의 (앞에) 팝업창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도 15는 셧다운 처리가 완료되는 때에 표시되는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러한 창이 표시되는 경우, 셧다운 제어

부(212)는 네트워크(107)에의 액세스를 금지시키고, HD(210)에의 액세스를 금지시키며,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지시킨다.

이러한 셧다운 완료 창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한 후, 유저는 주 전원 스위치(도시 생략)를 조작하여 주 전원을 턴오프 시킬

수 있게 된다.

셧다운 완료 창과 주 전원을 연동시킬 수도 있으며, 셧다운 완료 창을 표시하는 대신 주전원을 턴오프시킬 수도 있다.

<제1 셧다운 확인 창을 표시하는 처리들>

이하, 처리들의 순서를 나타내는 도 16a 및 도 16b를 참조하여, 제1 셧다운 확인 창을 표시하고 셧다운 실행 창으로 진행

하는 일련의 처리들을 설명한다. (셧다운 제어부(212)를 포함하는) 시스템 제어부(207)가 도 16a 및 도 16b에 도시된 순

서도에 따른 처리들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는 시스템 메모리(205)에 저장되며, 시스템 제어부(207)

는 이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후술하는 처리들을 수행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저의 조작에 의해 셧다운 모드가 개시되는 경우, 단계 S600의 처리가 먼저 수행된다. 단계 S600에서,

팩스 통신 제어부(208)가 팩스 수신에 대한 착신 통화(incoming call)를 가지는 경우, 시스템 제어부(207)의 셧다운 제어

부(212)는 이러한 착신 통화를 무시하고, 팩스 수신 동작을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에 기초하여, 송신측 팩스 장치는 수신기

가 응답하지 않음을 판정하고, 리다이얼링과 같은 동작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팩스 수신 제한 후에, 단계 S601로 진행한

다.

단계 S601에서, 작업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 메모리(205)를 참조하여 실행중인 작업 및 대기중인 작업이 존

재하는지가 판정된다. 실행중인 작업 및 대기중인 작업이 있는 경우, 단계 S602로 진행한다.

단계 S602에서, 실행중인 작업과 대기중인 작업의 그룹으로부터, 이들 작업에 관한 정보들이 판독되어, 순서대로 취득되

며, 단계 S603으로 진행한다. 단계 S603에서, 각각의 취득된 작업 정보에 기초하여, 작업이 시큐어 프린트 작업과 같은 축

적형 작업인지가 판정된다. 작업이 축적형 작업이면, 단계 S604로 진행한다.

단계 S604에서, 취득된 작업 정보(축적형 작업에 관한 정보)는, 이러한 작업 정보가 축적형 작업임을 나타내는 플래그(시

큐어 프린트 플래그)를 ON으로 한 상태에서(예컨대, 1의 값), 이러한 플래그와 함께 저장된다. 저장의 목적지는 시스템 메

모리(205)의 "대기중인 작업의 저장 영역" 이다.

다음, 단계 S611로 진행하여 모든 유지되는 작업에 관한 정보가 취득되는지를 판정한다. 취득되지 않은 작업 정보가 있다

면, 단계 S602로 진행하여 그 처리를 반복한다.

한편, 단계 S603의 처리에서 단계 S602에서 취득된 정보가 축적형 작업에 속하지 않음이 판정되는 경우, 단계 S605로 진

행하여 단계 S602에서 취득된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이러한 작업이 실행중인지를 판정한다. 작업이 실행중이면, 단계

S606으로 진행하여, 취득된 작업 정보(축적형 작업이 아니라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 메모리(205)의 "실행

중인 작업의 저장 영역"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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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S611로 진행하여, 모든 유지되는 작업들에 관한 정보가 취득되는지를 판정한다. 취득되지 않은 작업 정보가 있

다면, 단계 S602로 진행하여, 그 처리를 반복한다.

단계 S605의 처리에서, 단계 S602에서 취득된 정보가 실행중인 작업에 속하지 않음이 판정되는 경우, 단계 S607로 진행

한다. 단계 S607에서, 단계 S602에서 취득된 정보를 참조하여, 작업이 장치의 전원이 셧다운 된 후일지라도 시스템 메모

리(205)에 유지되어야 하는 작업("셧다운 유지 작업"이라 함)인지를 판정한다. 이러한 작업의 예로는, 소정의 송신 시간에

서 타이머가 설정된 팩스 송신 작업, 및 셧다운 후에 다시 장치의 전원이 작동되는 작업이 있다. 작업을 셧다운 유지 작업

으로 설정할지는 작업이 장치에 입력되기 전에 유저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작업이 셧다운 유지 작업은 아니지만, 셧다운 처리의 과정에서 소거(취소)되어야 하는 작업인 경우, 단계 S608로 진행한

다. 단계 S608에서, 취득된 작업 정보(축적형 작업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셧다운 유지 작업에 관한 정보)는 시스템 메모리

(205)의 "대기중인 작업의 저장영역"에 저장된다.

다음, 단계 S611로 진행하여, 모든 유지되는 작업들에 관한 정보가 취득되는지를 판정한다. 취득되지 않은 작업 정보가 있

는 경우, 단계 S602로 진행하여, 그 처리를 반복한다.

단계 S607의 처리에서 단계 S602에서 취득된 정보가 셧다운 유지 작업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단계 S609로 진행한다. 단

계 S609에서는, 단계 S602에서 취득된 정보를 참조하여, 작업이 팩스 작업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단계 S610으로 진행하

여, 이러한 대기중인 팩스 작업의 실행으로의 천이를 금지시킨다. 작업의 실행으로의 천이가 금지되므로, 실행중인 다른

팩스 작업의 통신이 완료된 후에 대기중인 작업이 송신가능하게 되어도 송신 동작이 수행되지 않는다. 단계 S611로 진행

하여, 모든 유지되는 작업들에 관한 정보가 취득되는지를 판정한다. 취득되지 않은 작업 정보가 있는 경우, 단계 S602로

진행하여 그 처리를 반복한다.

모든 유지되는 작업의 정보가 취득되고, 단계 S602 내지 S610의 처리들이 수행되면, 단계 S611 내지 S612로 진행하고,

시스템 제어부(207)는 액정 화면(301)에 도 9에 도시된 셧다운 확인 창을 표시한다. 이러한 표시에 있어서, 시스템 제어부

(207)는 단계 S606에서 실행중인 작업의 영역에 저장된 정보들을 먼저 판독하여, 표시되어야 할 정보만을 액정 화면(301)

상에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로 표시한다. 그 후, 시스템 제어부(207)는 단계 S608에서 대기중인 작업의 영역에 저장

된 정보들을 판독하여, 표시되어야 할 정보만을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 아래의 표시 영역에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로 표시한다.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의 표시 영역과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의 표시 영역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관계는 개별 표시 영역들이 서로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한 특별히 제한되는 것

은 아니다.

또한, 시스템 제어부(207)는 실행중인 작업의 영역에 저장된 정보를 참조하여, ON 인 시큐어 프린트 플래그와 함께 저장

된 정보가 있다면, 다음의 처리를 수행한다. 즉, 시큐어 프린트 플래그의 존재를 나타내는 정보가 확연하게, 예컨대, 하이

라이트 표시 등으로, 앞서 표시된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 및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와는 다른 영역에 표시된다.

따라서, 단계 S612에서, 시스템 제어부(207)는 액정 화면(301) 상에 도 9에 도시된 셧다운 확인 창을 표시한다. 그 후, 단

계 S613으로 진행한다.

단계 S612에서 액정 화면(301)상에 도 9의 셧다운 확인 창이 표시되는 동안, 예컨대, 모든 실행중인 작업들이 완료되기 때

문에, 표시되어야 할 작업들이 더 이상 없다면 다음의 처리들이 수행될 수도 있다. 즉, 이러한 경우, 유저에게 전원이 셧다

운 되어야 함을 통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셧다운 확인 창은 또한 자동적으로 셧다운 실행 창으로 전환되거나, 도 15에 도시

된 셧다운 완료 창으로 전환된다.

단계 S613에 있어서, 시스템 제어부(207)는 셧다운 동작을 계속할지 또는 셧다운 동작을 그대로 두고 통상적인 표시에 복

귀할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유저로부터의 입력을 대기한다. 유저로부터의 입력이 수신된 후에, 단계 S614로 진행한다.

단계 S614에서, 취소가 입력되면(취소 버튼(901)의 터치가 감지되면), 단계 S615로 진행한다. 단계 S615에서, 단계 S600

에서의 팩스 수신(착신 통화) 제한이 해제되며, 팩스 통신 제어부(208)가 팩스 착신 통화를 수신한다. 또한, 단계 S610에

서 대기중인 팩스 작업의 실행으로의 천이가 금지되는 것이 취소되어, 대기 작업의 실행으로의 천이가 허용된다. 전술한

취소 동작 수행후, 통상적인 표시로 복귀된다. 여기서의 통상적인 표시라는 것은, 셧다운 동작 직전의 화면, 또는 어떤한

특정의 초기 화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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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셧다운 동작의 계속이 입력되는 경우(실행 버튼(902)의 터치가 감지되는 경우), 단계 S616으로 진행한다. 단계

S616에서, 시스템 제어부(207)는 시스템 메모리(205)의 "실행중인 작업의 저장 영역"과 "대기중인 작업의 저장 영역"에

각각 저장된 실행중인 작업의 정보와 대기중인 작업의 정보를 판독한다. 판독해야할 작업 정보가 있는 경우(예컨대, 실행

중인 작업 또는 대기중인 작업이 있는 경우), 단계 S617로 진행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단계 S619로 진행한다.

단계 S617에서,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행중인 작업 또는 대기중인 작업을 중지하고, 셧다운 처리를 실행할까요?"

등의 메시지가 액정 화면(301) 상에 표시된다. 이러한 메시지는 또한 셧다운 확인 창 전체에 대한 팝업창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메시지가 표시된 후, 단계 S618로 진행한다.

단계 S618에서, 단계 S617에서 표시된 확인 메시지에 대하여 유저가 "예"를 입력하면(버튼 1101 상의 터치가 감지되면),

단계 S619로 진행한다. 단계 S618에서 유저가 "아니오"를 입력하면(버튼 1102의 터치가 감지되면), 단계 S612로 진행한

다.

단계 S619에서, 셧다운 제어부(212)는 작업 외의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지를 체크한다. 소프트웨어가 실행중이면, 단계

S620으로 진행한다. 아무런 소프트웨어가 실행중이지 않으면, 창의 표시는 셧다운 확인 창에서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셧다운 실행 창으로 전환된다.

단계 S620에서,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바이스 정보의 갱신이 진행중. 셧다운 모드를 실행할까요?" 등의 메시지가

액정 화면(301) 상에 표시된다. 이러한 메시지는 또한 셧다운 확인 창 전체에 걸친 팝업창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메시지가

표시된 후, 단계 S621로 진행한다.

단계 S621에서, 단계 S620에서 표시되는 확인 메시지에 대하여 유저가 "아니오"를 입력하면(버튼 1202의 터치가 감지되

면), 단계 S613으로 복귀한다. 단계 S621에서 유저가 "예"를 입력하면(버튼 1201의 터치가 감지되면), 도 13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창의 표시는 셧다운 확인 창에서 셧다운 실행 창으로 전환된다.

한편, 단계 S601의 처리에서 실행중인 작업도, 대기중인 작업도 없는 경우, 단계 S622로 진행한다. 단계 S622에서, 유저

가 셧다운 확인 창을 스킵하지 말라는 지시를 입력한 것이 감지되는 경우, 단계 S602로 복귀하여, 단계 S602에서부터의

처리가 수행된다. 유저가 셧다운 확인 창을 스킵하라는 지시를 입력한 것이 감지되는 경우, 화면 표시는 셧다운 확인 창에

서 셧다운 실행 창으로 도 13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전환된다.

<제2 셧다운 확인 창을 표시하는 처리>

이하, 처리들의 플로우차트를 나타내는 도 17a 및 도 17b를 참조하여, 제2 셧다운 확인 창을 표시하고 셧다운 실행 창으로

진행하는 일련의 처리들을 설명한다. 도 17a 및 도 17b에 나타낸 플로우차트에 따른 처리들을 시스템 제어부(207)(셧다운

제어부(212)를 포함)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시스템 메모리(205)에 저장되며, 시스템 제어부(207)

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후술하는 처리들을 수행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저의 조작에 의해 셧다운 모드가 개시되는 경우, 단계 S700의 처리가 먼저 수행된다. 단계 S700에서,

팩스 통신 제어부(208)가 팩스 수신을 위한 착신 통화를 갖는다면, 시스템 제어부(207)의 셧다운 제어부(212)는 이러한

착신 통화를 무시하고, 팩스 수신 동작을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에 기초하여, 발신측 팩스 장치는 수신기가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리다이얼링 등의 동작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팩스 수신 제한 후에, 단계 S701로 진행한다.

단계 S701에서, 작업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는 시스템 메모리(205)를 참조하여 실행중인 작업과 대기중인 작업이 있는지

를 판정한다. 실행중인 작업과 대기중인 작업이 있는 경우, 단계 S702로 진행한다.

단계 S702에서, 단계 S602와 동일한 처리가 수행된다. 즉, 실행중인 작업과 대기중인 작업의 그룹에서, 이러한 작업들에

관한 정보가 차례로 판독 및 취득되고, 단계 S703으로 진행한다. 단계 S703에서는, 단계 S603과 동일한 처리가 수행된다.

즉, 각각의 취득된 작업 정보에 기초하여, 작업이 시큐어 프린트 작업과 같은 축적형 작업인지를 판정한다. 작업이 축적형

작업인 경우, 단계 S704로 진행한다.

취득된 정보(축적형 작업에 관한 정보)는 프린트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이다. 따라서, 단계 S704에서, 이러한 작업 정보는

프린트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들만을 저장하는 시스템 메모리(205)의 영역(프린트 영역)에 저장된다. 또한, 이러한 작업 정

보가 축적형 작업임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이러한 저장된 정보에 첨부되는 한편, 플래그가 턴온 된다(예컨대, 1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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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S713으로 진행하여, 모든 유지되는 작업들에 관한 정보가 취득되는지를 판정한다. 취득되지 않은 작업 정보가

있는 경우, 단계 S702로 진행하여 그 이후의 처리를 반복한다.

한편, 단계 S703의 처리에서 단계 S702에서 취득된 정보가 축적형 작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단계 S705

로 진행하여 단계 S702에서 취득된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이러한 작업이 셧다운 유지 작업인지를 판정한다. 작업이 셧다운

유지 작업인 경우, 단계 S706으로 진행하여 이러한 작업이 실행중인지 판정한다. 작업이 실행중이면, 단계 S707로 진행한

다. 작업이 실행중이지 않으면, 단계 S708로 진행한다.

단계 S708에서, 작업이 팩스 작업인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단계 S709로 진행하여 대기중인 팩스 작업의 실행으로의 천이

를 금지시킨다. 그 후, 단계 S713으로 진행한다. 작업의 실행으로의 천이는 금지되므로, 실행중인 다른 팩스 작업의 통신

이 완료된 후, 대기중인 작업이 송신가능하게 되어도, 아무런 송신 작업이 수행되지 않는다. 작업이 팩스 작업이 아니라면,

단계 S713으로 진행한다.

한편, 단계 S705에서, 단계 S702에서 취득된 정보가 셧다운 유지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단계 S707

로 진행하여, 작업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작업의 종류를 판정한다.

이러한 작업이 카피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이라면, 단계 S710으로 진행한다. 단계 S710에서, 단계 S702에서 취득된 작업

정보는 시스템 메모리(205)의 카피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만을 저장하는 "카피 영역"에 저장된다.

이러한 작업이 팩스 기능을 사용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이라면, 단계 S711로 진행한다. 단계 S711에서, 작업 S702

에서 취득된 작업 정보는, 팩스 기능을 사용하는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들만을 저장하는, 시스템 메모리(205)의 "팩

스 영역"에 저장된다.

이러한 작업이 인쇄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이라면, 단계 S712로 진행한다. 단계 S712에서는, 단계 S702에서 취득된 작업

정보가, 인쇄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들만을 저장하는, 전술한 메모리 시스템(205)의 "프린트 영역"에 저장된다.

다음, 단계 S713으로 진행하여, 모든 유지되는 작업들에 관한 정보가 취득되는지를 판정한다. 취득되지 않은 작업 정보가

있다면, 단계 S792로 진행하여 그 처리를 반복한다.

모든 유지되는 작업들에 관한 정보가 취득되고, 단계 S702 내지 S712의 처리가 수행되면, 단계 S713 내지 S714로 진행하

여, 시스템 제어부는 액정 화면(301) 상에 도 10에 도시된 화면을 표시한다. 이러한 표시에 있어서, 시스템 제어부(207)는

먼저 단계 S712에서 프린트 영역에 저장된 정보들을 판독하고, 표시되어야 할 정보만을 액정 화면(301) 상에 "프린트 작

업에 관한 정보"로 표시한다. 그 후, 시스템 제어부(207)는 단계 S711의 팩스 영역에 저장된 정보들만을 판독하고, 표시되

어야 하는 정보만을 "프린트 작업에 관한 정보"의 아래의 표시 영역에 "팩스 작업에 관한 정보"로 표시한다. 또한, 시스템

제어부(207)는 단계 S710에서 카피 영역에 저장된 정보들만을 판독하여,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만을 "팩스 작업에 관한 정

보"의 아래 표시 영역에, "카피 작업에 관한 정보"로 표시한다.

개별적인 표시 영역들간의 상대 위치 관계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즉, 이러한 관계는 개별 표시 영역들이 서로 시각적으

로 구분되는 한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 제어부(207)는 프린트 영역에 저장된 정보를 참조한다. ON 인 시큐어 프린트 플래그와 함께 저장된 정보가

있다면, 먼저 시큐어 프린트 플래그의 존재를 나타내는 정보가 확연하게, 예컨대 하이라이트 표시 등으로, 앞에서 표시된

정보들과는 다른 영역에 표시된다.

한편, 단계 S701에서, 실행중인 작업도, 대기중인 작업도 없다면, 전술한 단계 S622과 동일한 처리가 단계 S724에서 수행

된다. 또한, 셧다운 확인 창의 표시에서부터 셧다운 실행 창으로의 천이까지의, 단계 S715 내지 S723의 단계들은 단계

S613 내지 S621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셧다운 실행 창을 표시하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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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처리들의 플로우차트를 나타내는 도 18을 참조하여, 셧다운 실행 창을 표시하고 셧다운 완료 창으로 진행하는 일련

의 처리들을 설명한다. (셧다운 제어부(212)를 포함하는) 시스템 제어부(207)가 도 18의 플로우차트에 따른 처리들을 수

행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는 시스템 메모리(205)에 저장된다. 시스템 제어부(207)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데

이터를 사용하여 후술하는 처리들을 수행한다.

전술한 제1 셧다운 확인 창 및 제2 셧다운 확인 창의 플로우차트의 표시 처리에 의해 셧다운 실행 창이 표시된 후, 단계

S800의 처리가 먼저 수행된다. 단계 S800에서, 셧다운 제어부(212)는 시스템 메모리(205)의 개별 영역들에 저장된 작업

정보를 참조하여, 실행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 또는 대기중인 작업에 관한 정보가 있는지 체크한다. "개별 영역"으로는, "실

행중인 작업의 영역" 및 "대기중인 작업의 영역", 또는 "카피 영역", "팩스 영역", 및 "프린트 영역"이 있다. 실행중인 작업의

작업 정보 또는 대기중인 작업의 작업 정보가 있다면, 단계 S801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계 S807로 진행한다.

단계 S801에서, 셧다운 제어부(212)는 시스템 메모리(205)의 작업 정보를 참조한다. 이러한 작업 정보가 실행중인 작업의

정보라면(실행중인 작업이 존재하면), 단계 S803으로 진행한다. 작업 정보가 대기중인 작업의 작업 정보이면(대기중인 작

업이 존재하면), 단계 S802로 진행한다.

단계 S802에서, 대기중인 작업의 정보가 셧다운 후에 저장되어야 하는 작업의 작업 정보이면, 단계 S805로 진행한다. 대

기중인 작업의 정보가 셧다운 후에 저장되지 않아야 하는 작업의 작업 정보이면, 단계 S804로 진행한다.

단계 S803에서, 실행중인 작업이 중단되고 HD(210)에서 소거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 취소 처리가 수행된 후, 단계

S806으로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단계 S804에서, 셧다운 후 저장되지 않아야 하는 대기중인 작업의 작업 정보가 HD(210)에서 소거된다. 일련

의 이러한 작업 취소 처리들이 수행된 후에, 단계 S806으로 진행한다.

한편, 단계 S805에서, 셧다운 후 저장되어야 하는 대기중인 작업이 임시적으로 중단되고, 작업의 실행으로의 천이가 금지

된다. 그 후, 단계 S806으로 진행한다. 이 처리에 있어서 작업이 취소되지 않고, 임시적으로 중단되므로, 이러한 임시적으

로 중단된 작업은 전원이 다음에 턴온 되는 때에 다시 작동될 수 있다.

다음, 단계 S806에서, 셧다운 제어부(212)는 시스템 메모리(205)의 모든 작업 정보에 해당하는 작업들이 처리되는지, 즉

단계 S803, S804, 또는 S805의 처리들이 모든 작업들에 대하여 수행되는지를 체크한다.

모든 작업들이 처리되는 경우, 단계 S807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계 S801로 진행한다.

단계 S807에서, 셧다운 제어부(212)는, 전술한 작업들에 관한 처리들 외에, 폰트 다운로드 처리 및 시스템 다운로드 처리

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종료 처리를 수행한다. 다음, 단계 S808로 진행한다.

단계 S808에서, 셧다운 제어부(212)는 프린터, 스캐너, 및 팩스 기기 등의 하드웨어를 종료시키는 처리를 수행한다. 예로

서, 스캐너의 광학계의 가동부를 원래 위치에 복귀시키는 처리가 있다. 물론, 하드웨어 종료 처리는, 디지털 복합기(102)의

다른 가동부들을 초기 위치들에 복귀시키는 처리도 포함한다. 다음, 단계 S809로 진행한다.

단계 S809에서, 단계 S807 및 단계 S808의 이러한 종료 처리들이 모니터 된다. 모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종료 처리들

이 완료되면, 셧다운이 완료되는지를 판정하고, 단계 S813으로 진행한다. 단계 S813에서, 도 15에 도시된 셧다운 완료 화

면이 액정 화면(301) 상에 표시되고, 처리는 종료된다. 종료 처리들이 완료되지 않으면, 단계 S810으로 진행한다.

단계 S810에서, 도 13에 도시된 셧다운 실행 창에 표시되는 강제 OFF 키(1301)가 지정되는지(터치되는지)가 체크된다.

단계 S810에서 "예"이면, 단계 S811로 진행한다. 단계 S810에서 "아니오"이면, 단계 S809로 복귀한다.

단계 S811에서, 도 1에 도시된 창, 즉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종료 처리를 중지하고 셧다운 처리를 수행할지를 확인하

는 메시지가 액정 화면(301) 상에 표시된다. 그 후, 단계 S812로 진행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도 14에 도시된 창의 메시

지는 본 메시지의 일례로 사용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처리의 상황에 따라서, 즉 소프트웨어가 처리되지

않는지, 하드웨어가 처리되지 않는지, 또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모두 처리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표시되는 메시지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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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812에서, 단계 S811에서 표시된 메시지에서 "예"의 버튼 이미지(1201)를 유저가 터치한 것으로 감지하면, 소프트

웨어 및 하드웨어 종료 처리들의 완료는 스킵된다. 또한, 장치 정보를 갱신하는 처리가 중지되고, 단계 S813으로 진행한

다.

반면, 유저가 "아니오"의 버튼 이미지(1202)가 터치된 것으로 감지하면, 단계 S809로 진행한다. 버튼 이미지 1201 또는

1202 상의 터치가 대기중인 동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종료가 검출되면, 터치를 기다리지 않고 단계 S813으로 진행

한다.

단계 S813에서, 도 15에 도시된 창, 즉 셧다운의 완료를 통지하는 창이 액정 화면(301)상에 표시된다. 그 후, 시스템의 최

종 처리로서, HD 장치의 보호 및 LAN 장치의 폐쇄가 수행된다. 또한, 팩스 라인의 중계가 대화만이 가능한 상태로 설정되

고, 표시부 전원을 제외한 전원이 턴오프 되며, 모든 소프트웨어 작업들이 중지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셧다운 처리가

완료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셧다운 처리를 실행함으로써, HD(210)에 액세스 함이 없이 디지털 복합기(102)의 전원이 셧다운 될 수

있다. 이는 HD 가 액세스 되고 있는 중에 실수로 전원이 셧다운 되는 경우 발생하는 HD의 파손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

도록 한다.

또한, 하드웨어 종료 처리가 수행되므로, 디지털 복합기(102)의 하드웨어가 초기 상태로 정상적으로 설정된 후에 디지털

복합기(102)의 전원이 셧다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번에 전원이 턴온되는 때에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있어서, 장치 본체의 전원이 셧다운 되기 전에 셧다운 모드가 실행되며, 셧다운이 실행될 때

취소(소거)되는 실행중인 작업들과 대기중인 작업들이 확인 창에 유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또한, 유

저가 소정의 조작을 수행하지 않는 한 실행되지 않는, 시큐어 프린트 작업과 같은 작업이 입력되었다면, 유저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업의 존재가 표시된다.

이에 따라서, 유저는 셧다운 확인 창에 표시되는 작업 리스트를 모니터하는 것만으로, 셧다운 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작

업의 존재유무와 작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셧다운 처리가 수행되는 때에 유저가 의도하지 않은 작업의 중

지 또는 취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셧다운이 실행되는 경우, 카피, 팩스 송수신, 및 인쇄 등의 작업 동작들을 취소 하거나, 임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작업 이외의 소프트웨어의 종료 및 스캐너, 프린터, 및 팩스 기기 등의 하드웨어의 종료 후에 셧다운이 종료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복합기는 카피 기능, 프린트 기능, 및 팩스 기능을 갖는 디지털 복합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복합기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FTP 또는 I-FAX 등의 네트워크 송수신 작업 등의 송신 기능을 갖는 디지털 복합기 일 수

도 있다.

[제2 실시예]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셧다운 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중단 또는 취소되는) 작업들에 관한 정보만이 표시된다. 그러나,

모든 입력 작업들에 관한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셧다운 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작업들을 유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셧다운 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작업들에 관한 정보는, 표시 형식이 유저가 셧다운 처리에 의해 영향받는 각 작업의

존재 유무, 및 작업의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전술한 형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셧다운 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작업의 존재유무와 그 작업의 내용은, 조작 표시부(203)(액정 화면(301))상에 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형식으로 인쇄 출력될 수도 있다.

또한, 셧다운 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작업이 없다면, 이 정보를 유저에게 명확하게 제공하는 창이 표시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복수의 장치들을 구비하는 시스템에 또는 단일의 기기로 이루어지는 장치(예컨대, 디지털 복합기)에 적용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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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전술한 실시예들의 기능들을 시스템 또는 장치들에 직접적으로 구현하거나, 원격지에서 구현하고, 시스템

또는 장치의 컴퓨터가 제공된 프로그램 코드를 판독 및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

취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프로그램의 기능들이 성취되는 한, 형식은 프로그램에 한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컴퓨터에 의해 본 발명의 기능적 처리를 구현하기 위해 컴퓨터에 장착되는 프로그램 코드 자체 또한 본 발명을

구성한다. 즉, 본 발명의 청구범위의 범주는 본 발명의 기능적 처리를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형식은 프로그램의 기능들이 성취되는 한, 특히 제한되지는 않는다. 예로서, 오브젝트 코드, 인터프리터에 의

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및 OS에 제공되는 스크립트 데이터가 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록 매체의 예로서는,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 디스크, 자기 디스크, MO, CR-ROM,

CD-R, CD-RW, 자기 테이프, 비휘발성 메모리 카드, ROM, 및 DVD(DVD-ROM 및 DVD-R)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인터넷의 사이트에 연결하여, 사이트로부터 하드 디스크 등

의 기록 매체에 본 발명의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또는 자동 인스톨 기능을 포함하는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함으로써 공급

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복수의 파일로 분할하여, 다른 사이트들로부터 개별

파일들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다. 즉, 본 발명의 청구범위의 범주는 복수의 사용자들이 컴퓨터로 본 발명의 기능적 처리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WWW 서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프로그램은 또한 암호화 되어, CD-ROM 등의 저장 매체에 프로그램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배포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소정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로부터 암호의 키 정보를 다운로드 하

도록 허용된다. 암호화된 프로그램은 키 정보를 사용하여 실행되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인스톨함으로써 본 발명의 기능

적 처리가 구현된다.

또한, 전술한 실시예들의 기능들이 컴퓨터에 의해 판독한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함으로서 구현되는 외에, 컴퓨터 상에서 실

행되는 OS 등이 프로그램의 명령에 기초한 실제 처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는 경우, 본 발명의 기능들이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들의 기능들은, 저장 매체에서 판독된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삽입된 기능 확장 보드 또는 컴퓨터에 연결

된 기능 확장 유닛의 메모리에 기입되는 경우 구현될 수 있으며, 기능 확장 보드 또는 기능 확장 유닛의 CPU 등은 프로그

램에 의한 명령어에 기초하여 실제 처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이 그 개념과 범주를 일탈하지 않고서, 명확하게 넓게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에 정의된 바 외에 특정 실시예에 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해, 셧다운을 수행하는 전단계에서, 셧다운 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작업을 유저에게 통지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기본 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디지털 복합기(102)의 기본 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조작 표시부(203)의 외관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디지털 복합기(102)가 작동되는 경우 처음 표시되는 기본 카피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창에서 "송신/팩스(SEND/FAX)" 버튼이 터치되는 때에 표시되는 송신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창에서 "박스(BOX)" 버튼이 터치되는 때에 표시되는 박스 선택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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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도 3에 도시된 조작 표시부(203)의 유저 모드키(302)가 눌려지는 때에 표시되는 공통 사양 설정 창의 셧다운 모드

를 선택하기 위한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8은 도 3에 도시된 조작 표시부(203)의 조작부 전원 스위치(305)를 누름으로써 셧다운 모드가 시작되는 방법을 나타낸

개략도.

도 9는 제1 셧다운 확인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제2 셧다운 확인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유저가 셧다운 확인 창의 버튼 이미지(902)를 터치하여 셧다운을 지정하는 경우, 실행중인 작업을 중지 및 소거하

는지, 셧다운 처리가 수행되기 전에 대기중인 작업을 소거하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창(확인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2는 유저가 셧다운 확인 창의 버튼 이미지(902)를 터치하여 셧다운을 지정하는 때에, 실행중인 작업 및 대기 작업에

관계 없이 장치 정보 갱신 처리가 수행중인 경우, 유저가 셧다운을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정 화면

(301)상에 표시되는 창(확인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셧다운 실행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도 13에 도시된 셧다운 실행 창의 강제 OFF 키(1301)가 터치되는 때에 장치 정보의 갱신 처리가 수행중인 경우,

유저가 이 갱신 처리를 중지할지, 즉시 셧다운을 수행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정 화면(301)상에 표시되는 창(확

인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5는 셧다운 처리가 종료되는 때에 표시되는 창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6a 및 도 16b는 제1 셧다운 확인 창을 표시하고 셧다운 실행 창으로 진행하는 일련의 처리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도 17a 및 도 17b는 제2 셧다운 확인 창을 표시하고 셧다운 실행 창으로 진행하는 일련의 처리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도 18은 셧다운 실행 창을 표시한 후 셧다운 완료 창으로 진행하는 일련의 처리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문서 관리 장치 102: 디지털 복합기

103: 퍼스널 컴퓨터 104: 이미지 스캐너

106: 프린터 107: 네트워크

20: 스캐너부 202: 프린터부

203: 조작 표시부 204: 부호화/복호화부

205: 시스템 메모리 206: 페이지 메모리

207: 시스템 제어부 208: 팩스 통신 제어부

209: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212: 셧다운 제어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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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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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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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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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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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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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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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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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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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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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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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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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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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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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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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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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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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a

등록특허 10-0678540

- 35 -



도면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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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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