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3G 21/00 (2006.01)

     G03G 15/01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9월19일

10-0624507

2006년09월08일

(21) 출원번호 10-2004-0068991 (65) 공개번호 10-2005-0074885

(22) 출원일자 2004년08월31일 (43) 공개일자 2005년07월19일

(30) 우선권주장 JP-P-2004-00006519 2004년01월14일 일본(JP)

(73) 특허권자 후지제롯쿠스 가부시끼가이샤

일본국 도쿄도 미나도구 아가사카 2-17-22

(72) 발명자 히사무라도시오

일본국 가나가와켄 에비나시 혼고 2274 후지제롯쿠스 가부시끼가이샤

내

(74) 대리인 문두현

문기상

심사관 : 구영회

(54) 화상 형성 장치, 화상 형성 방법 및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요약

본 발명은 색 교정용의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의 취급을 쉽게 하는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한다.

프린터 장치(10)는 이용자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인쇄가 의뢰된 의뢰 화상을 연속적으로 인쇄할 경우에, 색 교정 처리에

이용되는 테스트 화상의 인쇄 처리를 끼워 넣어 연속 인쇄 중에 색 교정 처리를 실시한다. 이 경우에, 프린터 장치(10)는 의

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와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를 서로 다른 배지 트레이(302)에 배출함으로써, 테스트 화

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의 분별을 쉽게 한다. 또한, 프린터 장치(10)는 이용자로부터 후처리를 실시하도록 요구되었을 경우

에,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매체에 대하여 후처리를 금지함으로써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매체가 의뢰 화상이 인

쇄된 복수의 기록 매체에 섞여 드는 것을 방지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화상 형성 장치, 후처리 장치, 화상 형성 유닛, 중간 전사 장치, 화상 처리 장치,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 스테이플 장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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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탠덤(tandem)형의 프린터 장치(화상 형성 장치)(10)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콘트롤러(20) 및 화상 처리 장치(22)의 기능 구성을 예시하는 도면.

도 3은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에 의해 생성되는 의뢰 작업을 예시하는 도면이며, (a)는 인쇄에 이용하는 기록 용지

(42)의 종류에 따라서 분할된 의뢰 작업을 예시하고, (b)는 인쇄 매수 및 스크린의 종류에 따라서 또한 분할된 의뢰 작업을

예시하는 도면.

도 4는 교정 작업이 삽입된 작업 데이터를 예시하는 도면.

도 5는 교정값 결정부(202)가 교정값을 결정할 경우에 참조하는 교정 테이블을 예시하는 도면.

도 6은 프린터 장치(1O)에 의한 인쇄 처리(S1O)의 플로 차트.

도 7(a)는 동일한 배지 트레이(303)에 위치를 어긋나게 하여 배출된 기록 용지(42)를 예시하고, 도 7(b)는 동일한 배지 트

레이(303)에 방향을 바꾸어서 배출된 기록 용지(42)를 예시하는 도면.

도 8은 배지 트레이의 전환 또는 오프셋 배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테스트 화상 인쇄 처리의 삽입을 허가 또는 금지하

는 프린터 장치(10)의 동작(Sl2)을 나타내는 플로 차트.

도 9는 제 2 실시 형태에서의 프린터 장치(l0)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제 2 실시 형태에서의 콘트롤러(21) 및 화상 처리 장치(23)의 기능 구성을 예시하는 도면.

도 11은 제 2 실시 형태에서 생성되는 작업 데이터(교정 작업이 삽입된 것)를 예시하는 도면.

도 12는 제 2 실시 형태에서의 인쇄 처리(S20)의 플로 차트.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프린터 장치

14 : 화상 형성 유닛

16 : 중간 전사(傳寫) 장치

17 : 용지 트레이

18 : 용지 반송로

19 : 정착기

20, 21 : 콘트롤러

22, 23 : 화상 처리 장치

30, 32 : 후처리(後處理)장치

189 : 측색(測色) 센서

200 : I/O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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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교정값 결정부

204 : 타이밍 제어부

206 : 패치(patch) 출력 지시부

208 : 배출 제어부

210 :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

212 : 후처리(後處理) 제어부

214 : 스테이플(staple) 지시부

220 : 보정값 변경부

222 : 화상 보정부

224 : 테스트 패턴 발생부

226 : 기록 제어부

302 : 배지 트레이

304 : 트레이 전환부

308 : 스테이플 처리부

312 : 후처리변환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색 교정을 행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문헌 1[일본 특허 제 3150305호 공보]는 n 매의 화상을 연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도중에 교정

(calibration)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像)형성 처리를 중단해 교정 처리를 실행하고, 이 교정 처리 종료 후에 상

형성 처리를 재개하는 화상 처리 방법을 개시한다. 또한, 특허문헌 2[일본 공개특허 특개평 10-224653호 공보]는, 프린

터의 사용 중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컬러 패치를 인쇄하고 이 컬러 패치를 센서에서 검출하여, 검출된 색에 의거하여 색 교

정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개시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배경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서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는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화상 형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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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는 기록 매체에 화상을 형성하는 상(像)형성 수단과, 상기 상

형성 수단에 의해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에 대하여 후(後)처리를 실시하는 후처리 수단과, 이용자로부터 의뢰된 의뢰 화

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인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인지에 따라 상기 후처리 수단을 제어하는 후처리 제어 수단을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상기 상형성 수단에 의해 의뢰 화상 및 테스트 화상이 연속적으로 형성될 경우에

상기 후처리 수단을 제어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후처리는 기록 매체에 대한 가공 처리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

에 대하여 상기 가공 처리를 금지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후처리는 기록 매체의 배출 처리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

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서로 다른 위치 또는 방향으로 배출하도록 지시하고, 상기 후처리 수단은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의 지시에 따라서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서로 다른 위치 또는 방향으로

배출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후처리 수단은 스테이플(staple) 장치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

에 대하여 상기 후처리 수단에 의한 스테이플 처리를 금지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후처리 수단은 스테이플 장치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포함

하는 기록 매체 그룹에 대하여 스테이플 처리를 금지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후처리 수단은 복수의 기록 매체를 바늘 형상 부재로 제본하는 중철(中綴) 장치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에 대한 제본(製本) 처리를 금지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후처리 수단은 복수의 기록 매체를 바늘 형상 부재로 제본하는 중철 장치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

은 상기 중철 장치에 의한 제본의 대상에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가 포함될 경우에 이 제본 대상에 대한 제본 처리

를 금지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후처리 수단은 복수의 기록 매체를 접착제로 제본하는 무선철(無線綴) 장치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

단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에 대한 제본 처리를 금지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후처리 수단은 복수의 기록 매체를 접착제로 제본하는 무선철 장치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상

기 무선철 장치에 의한 제본의 대상에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가 포함될 경우에, 이 제본 대상에 대한 제본 처리를

금지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후처리 수단은 시트(sheet) 형상의 기록 매체를 절곡하는 시트 접기 장치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

은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 또는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의 한쪽에만 시트 접기 처리를 허가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상 형성 수단에 의해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적재하는 배출 트레이를 복수(複數) 갖고, 상기 후처

리 제어 수단은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서로 다른 배출 트레이로 배출하도록

지시하고, 상기 후처리 수단은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의 지시에 따라서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

성된 기록 매체를 서로 다른 배출 트레이로 배출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상형성 수단에 의해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적재하는 배출 트레이를 갖고,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

은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상대적인 위치를 어긋나게 하여 배출하도록 지시하

고, 상기 후처리 수단은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의 지시에 따라서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

록 매체를 상대적인 위치를 어긋나게 하여 동일한 배출 트레이로 배출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후처리 수단은 복수의 후처리 장치로 이루어지고,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서로 다른 후처리 장치에 출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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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는, 이용자로부터 의뢰된 복수의 의뢰 화상을 복수의 기록 매체에 연속적으로 형성하

는 연속 형성 처리에 테스트 패턴이 포함된 테스트 화상을 기록 매체에 형성하는 테스트 화상 형성 처리를 끼워 넣는 끼워

넣기 수단과,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서로 다른 위치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따라, 상기 끼워 넣기 수단에 의한 테스트 화상 형성 처리의 끼워 넣기를 허가 또는 금지하는 끼워 넣기 제어 수단을 갖

는다.

[화상 형성 방법]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방법은, 복수의 기록 매체에 이용자로부터 의뢰된 의뢰 화상 및 테스트 패턴을 포함하는

테스트 화상이 연속적으로 형성될 경우에,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인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후처리를 지시하고, 의뢰 화상 또는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에 대하여 지시된 후처리를 실시한다.

[프로그램]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기록 매체에 이용자로부터 의뢰된

의뢰 화상 및 테스트 패턴을 포함하는 테스트 화상이 연속적으로 형성될 경우에,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인지 테스

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후처리를 지시하는 스텝과 의뢰 화상 또는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에 대하여, 지시된 후 처리를 실시하는 스텝을 상기 화상 형성 장치의 컴퓨터로 실행시킨다.

[제 1 실시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제 1 실시 형태를 설명한다.

우선, 본 발명이 적용되는 프린터 장치(10)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탠덤(tandem)형의 프린터 장치(화상 형성 장치)(10)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린터 장치(10)는 화상 판독 유닛(12), 화상 형성 유닛(14), 중간 전사 장치(16), 복수의 용지 트

레이(17), 용지 반송로(18), 정착기(定着器)(19), 콘트롤러(20)(후처리 제어 수단), 화상 처리 장치(22) 및 후처리 장치(30)

(후처리 수단)를 갖는다. 이 프린터 장치(10)는, 퍼스널 컴퓨터(도시 생략) 등으로부터 수신한 화상 데이터를 인쇄하는 프

린터 기능에 부가하여, 화상 판독 장치(12)를 이용한 풀 컬러 복사기로서의 기능 및 팩시밀리로서의 기능을 겸비한 복합기

라도 좋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복수의 감광체 드럼(152)이 설치된 탠덤형의 프린터 장치(10)를 구체적인 예로서 설

명하지만,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감광체 드럼(152)이 1개만 설치된 프린터 장치라도 좋다.

우선, 프린터 장치(10)의 개략을 설명하면, 프린터 장치(10)의 상부에는 화상 판독 장치(12), 콘트롤러(20) 및 화상 처리

장치(22)가 설치되어 있다. 화상 판독 장치(12)는 원고에 표시된 화상을 판독하고, 화상 데이터로서 콘트롤러(20)에 대하

여 출력한다. 콘트롤러(20)는 프린터 장치(l0)에 포함되는 각 구성을 제어한다. 또한, 콘트롤러(20)는 화상 판독 장치(12)

에서 입력된 화상 데이터, 또는 LAN 등의 네트워크 회선을 통하여 퍼스널 컴퓨터(도시 생략) 등에서 입력된 화상 데이터

를 취득하고, 취득된 화상 데이터를 화상 처리 장치(22)에 대하여 출력한다. 화상 처리 장치(22)는 콘트롤러(20)에서 입력

된 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계조(階調) 보정 및 해상도 보정 등의 화상 처리를 실시하고, 화상 형성 유닛(14)에 대하여 출력

한다.

화상 판독 장치(12)의 하방(下方)에는 컬러 화상을 구성하는 색에 대응하여 복수의 화상 형성 유닛(14)이 설치되어 있다.

본 예에서는 노란색(Y), 마젠타(M), 시안(C), 검정(K)의 각 색에 대응해서 제 1 화상 형성 유닛(14Y), 제 2 화상 형성 유닛

(14M), 제 3 화상 형성 유닛(14C) 및 제 4 화상 형성 유닛(14K)이 중간 전사 장치(16)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평으

로 배열되어 있다. 중간 전사 장치(16)는 중간 전사체로서의 중간 전사 벨트(160)를 도면 중 화살표(A) 방향으로 회전시키

고, 이들 4개의 화상 형성 유닛(14Y, 14M, 14C, 14K)은 화상 처리 장치(22)에서 입력된 화상 데이터에 의거하여 각 색의

토너 상을 순차적으로 형성하고, 이들 복수의 토너 상이 서로 겹쳐 합쳐지는 타이밍에서 중간 전사 벨트(160)로 전사(轉

寫)(1차 전사)한다. 또한, 각 화상 형성 유닛(14Y, 14M, 14C, 14K)의 색의 순서는 노란색(Y), 마젠타(M), 시안(C), 검정

(K)의 순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검정(K), 노란색(Y), 마젠타(M), 시안(C)의 순서 등 그 순서는 임의로 한다.

용지 반송로(18)는 중간 전사 장치(16)의 하방에 배설되어 있다. 제 1 용지 트레이(17a) 또는 제 2 용지 트레이(17b)로부

터 공급된 기록 용지(42a 또는 42b)는 이 용지 반송로(18) 위로 반송되고, 상기 중간 전사 벨트(160) 위에 다중으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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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각 색의 토너 상이 일괄해서 전사(2차 전사)되어, 전사된 토너 상이 정착기(19)에 의해 정착된다. 후처리 장치(30)는 정

착기(19)의 용지 반송로 하류(下流)에 설치되고, 정착 처리가 실시된 기록 용지(42)를 제 1 배지(排紙) 트레이(302a) 또는

제 2 배지 트레이(302b)로 배출한다.

다음으로 프린터 장치(10)의 각 구성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상 판독 유닛(12)은 원고를 올려 놓는 플래튼 글래스(platen glass)(l24)와 이 원고를 플래튼

글래스(124) 위로 압압(押壓)하는 플래튼 커버(122)와, 플래튼 글래스(124) 위에 재치(載置)된 원고의 화상을 판독하는

화상 판독 장치(130)를 갖는다. 이 화상 판독 장치(130)는 플래튼 글래스(124)위에 재치된 원고를 광원(132)에 의해 조명

하고, 원고로부터의 반사광 상(reflected light image)을 풀 레이트(full rate) 미러(134), 제 1 하프 레이트 미러(135), 제

2 하프 레이트 미러(136) 및 결상(結像) 렌즈(137)로 이루어지는 축소 광학계를 통하여, CCD 등으로 이루어지는 화상 판

독 소자(138) 위에 주사(走査) 노광(露光)하여, 이 화상 판독 소자(138)에 의해 원고의 색재(色材) 반사광 상을 소정의 도

트 밀도(예를 들어 16 도트/mm)로 판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콘트롤러(20)는 이용자로부터 입력된 인쇄 요구에 따라 각 구성(화상 형성 유닛(14), 중간 전사 장치(16), 용지 트레이(17)

, 용지 반송로(18), 정착 장치(19), 화상 처리 장치(22) 및 후처리 장치(30) 등)의 동작 모드를 설정하고, 이용자로부터 의

뢰된 의뢰 화상의 인쇄 처리를 실행시킨다.

화상 처리 장치(22)는 콘트롤러(20)를 통하여 입력된 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셰이딩(shading) 보정, 원고의 위치 어긋남 보

정, 밝기/색 공간 변환, 감마 보정, 프레임 소거, 색/이동 편집 등의 소정의 화상 처리를 한다. 또한, 화상 판독 유닛(12)에

의해 판독된 원고의 색재 반사광 상은 예를 들어 적(R), 녹(G), 청(B)(각 8 bit)의 3색의 원고 반사율 데이터이며, 화상 처

리 장치(22)에 의한 화상 처리에 의해 노란색(Y), 마젠타(M), 시안(C), 검정(K)(각 8bit)의 4색의 원고 색재 계조 데이터

(래스터 데이터(raster data))로 변환된다.

제 1 화상 형성 유닛(14Y), 제 2 화상 형성 유닛(14M), 제 3 화상 형성 유닛(14C) 및 제 4 화상 형성 유닛(l4K)은, 수평 방

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병렬적으로 배치되고, 형성하는 화상의 색이 다른 것 외는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

서, 이하 제 1 화상 형성 유닛(14Y)에 관하여 설명한다. 또한, 각 화상 형성 유닛(14)의 구성은 Y, M, C 또는 K를 붙임으로

써 구별한다.

화상 형성 유닛(14Y)은 화상 처리 장치(22)에서 입력된 화상 데이터에 따라서 레이저 광을 주사(走査)하는 광주사 장치

(140Y)와, 이 광주사 장치(140Y)에 의해 주사된 레이저 광에 의해 정전잠상(靜電潛像)이 형성되는 상형성 장치(150Y)를

갖는다.

광주사 장치(140Y)는 반도체 레이저(142Y)를 노란색(Y)의 화상 데이터에 따라서 변조(變調)하여, 이 반도체 레이저

(142Y)로부터 레이저 광 LB(Y)를 화상 데이터에 따라서 출사한다. 이 반도체 레이저(142Y)로부터 출사된 레이저 광 LB

(Y)는, 제 1 반사 미러(143Y) 및 제 2 반사 미러(144Y)를 통하여 회전 다면경(多面鏡)(146Y)에 조사되고, 이 회전 다면 미

러(146Y)에 의해 편향(偏向) 주사되고, 제 2 반사 미러(144Y), 제 3 반사 미러(148Y) 및 제 4 반사 미러(149Y)를 통과하

여, 상 형성 장치(150Y)의 감광체 드럼(152Y) 위로 조사된다.

상 형성 장치(150Y)는 화살표(A)의 방향을 따라 소정의 회전 속도로 회전하는 상(像)담지체(擔持體)로서의 감광체 드럼

(152Y)과, 이 감광체 드럼(152Y)의 표면을 균일하게 대전하는 대전 수단으로서의 1차 대전용의 스코로트론(154Y)과, 감

광체 드럼(154Y) 위에 형성된 정전잠상을 현상하는 현상기(現像器)(156Y)와, 크리닝 장치(158Y)로 구성되어 있다. 감광

체 드럼(152Y)은 스코로트론(154Y)에 의해 균일하게 대전되고, 광 주사 장치(140Y)에 의해 조사된 레이저 광 LB(Y)에 의

해 정전잠상이 형성된다. 감광체 드럼(152Y)에 형성된 정전잠상은, 현상기(156Y)에 의해 노란색(Y)의 토너로 현상되고

중간 전사 장치(16)에 전사된다. 또한, 토너 상의 전사 공정 뒤에 감광체 드럼(152Y)에 부착되어 있는 잔류 토너 및 지분

(紙粉) 등은 크리닝 장치(158Y)에 의해 제거된다.

다른 화상 형성 유닛(14M, 14C 및 14K)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마젠타(M), 시안(C), 검정(K)의 각 색의 토너 상을 형성하

고, 형성된 각 색의 토너 상을 중간 전사 장치(16)로 전사한다.

중간 전사 장치(16)는 드라이브 롤(164), 제 1 아이들 롤(idle roll)(165), 스티어링 롤(166), 제 2 아이들 롤(l67), 백업 롤

(168) 및 제 3 아이들 롤(169)의 사이에 일정한 텐션으로 걸쳐진 중간 전사 벨트(160)를 갖고, 구동 모터(도시 생략)에 의

해 드라이브 롤(164)이 회전 구동됨으로써, 화살표(A)의 방향으로 소정 속도로 이 중간 전사 벨트(160)를 순환 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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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전사 벨트(160)는, 예를 들어 가요성(可撓性)을 갖는 폴리 이미드 등의 합성 수지 필름을 밴드 형상으로 형성하고, 이

밴드 형상으로 형성된 합성 수지 필름의 양단(兩端)을 용착(溶着) 등에 의해 접속함으로써 무단(無端) 벨트 모양으로 형성

된 것이다.

또한, 중간 전사 장치(16)는 각 화상 형성 유닛(14Y, 14M, 14C, 14K)에 대향하는 위치에 각각 제 1의 1차 전사 롤(162Y),

제 2의 1차 전사 롤(162M), 제 3의 1차 전사 롤(162C) 및 제 4의 1차 전사 롤(162K)을 갖고, 감광체 드럼(152Y, 152M,

152C, 152K) 위에 형성된 각 색의 토너 상을 이들의 1차 전사 롤(162)에 의해 중간 전사 벨트(160) 위로 다중(多重) 전사

한다. 또, 중간 전사 벨트(160)에 부착된 잔류 토너는 2차 전사 위치의 하류에 설치된 벨트용 클리닝 장치의 클리닝 블레이

드 또는 브러시에 의해 제거된다.

용지 반송로(18)에는 제 1 용지 트레이(17a) 또는 제 2 용지 트레이(17b)로부터 제 1 기록 용지(42a) 또는 제 2 기록 용지

(42b)를 꺼내는 제 1 급지 롤(181a) 및 제 2 급지 롤(181b)과, 용지 반송용의 롤 쌍(l82)과, 기록 용지(42a 또는 42b)를 미

리 정해진 타이밍(중간 전사 벨트(160) 위의 토너 상과 동기(同期)하는 타이밍)에서 2차 전사 위치로 반송하는 레지스트

롤(183)이 배설된다.

또한 용지 반송로(18) 위의 2차 전사 위치에는, 백업 롤(168)에 압접하는 2차 전사 롤(185)이 배설되어 있고, 중간 전사 벨

트(16)위에 다중으로 전사된 각 색의 토너 상은 이 2차 전사 롤(185)에 의한 압접력(押接力) 및 정전기력으로 기록 용지

(42a 또는 42b) 위로 2차 전사된다. 각 색의 토너 상(像)이 전사된 기록 용지(42a 또는 42b)는 2개의 반송 벨트(186)에 의

해 정착기(19)로 반송된다.

정착기(19)는 상기 각 색의 토너 상이 전사된 기록 용지(42a 또는 42b)에 대하여 가열 처리 및 가압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토너를 기록 용지(42a 또는 42b)에 용융 고착시킨다.

정착기(19)에 의해 정착 처리(가열 및 가압)가 실시된 기록 용지(42a 또는 42b)는, 정착기(19)의 후단에 설치된 배출 경로

(187)(반송로)를 통과하여 후처리 장치(30)로 반송된다. 또한 배출 경로(187)에는 측색(測色) 센서(189)가 설치되어 있다.

측색 센서(189)는 예를 들어 색채계(色彩計) 또는 농도계 등이며, 기록 용지(42a 또는 42b) 위의 화상을 판독하고 이 화상

의 특징량(特徵量)을 계측한다. 측색 센서(189)에 의해 계측되는 특징량은, 예를 들어 발색(發色) 특성을 나타내는 발색 데

이터(각 색의 농도, 채도, 색상, 색 분포 등)이다.

후처리 장치(30)는 프린터 장치 본체에 내장된 소팅(sorting) 장치이며, 복수의 배지 트레이(302)와 기록 용지(42)의 반송

처(배지 트레이)를 전환하는 트레이 전환부(304)와, 각각의 배지 트레이(302)에 이어지는 후처리 경로(306)를 갖는다. 트

레이 전환부(304)는, 콘트롤러(20)의 제어에 따라서 정착기(19)로부터 반송되어 온 기록 용지(42)를 제 1 후처리 경로

(306a) 또는 제 2 후처리 경로(306b)로 분배된다. 트레이 전환부(304)에 의해 분류된 기록 용지(42)는, 어느 하나의 후처

리 경로(306)를 통과하여 어느 하나의 배지 트레이(302)로 배출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이 이루어진 배경 및 본 실시 형태의 개요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프린터 장치(10)는 복수의 화상을 인쇄하도록 지시하는 인쇄 요구를 이용자로부터 접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경우에, 프린터 장치(10)는 이 인쇄 요구에 따라서 복수의 화상을 연속적으로 인쇄한다. 이렇게, 프린터 장치(10)가 복

수의 화상을 연속적으로 인쇄하면, 인쇄 중의 환경 변화나 장치 특성의 변동 등에 의해, 인쇄되는 화상의 농도 또는 계조

(階調) 재현성 등이 변화되어, 동일한 인쇄 요구에 의해 인쇄된 복수의 화상 사이에서 화질이 편차가 있게 된다. 여기에서,

「연속적인 인쇄」라 함은, 프린터 장치(10)가 대기 상태가 되지 않게 복수의 화상을 인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를 들어

복수의 화상을 인쇄하도록 요구되었을 경우나, 선행하는 인쇄 처리가 완료하기 전에 다음 인쇄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에 상당한다.

그래서, 프린터 장치(10)는 연속적으로 화상을 인쇄하고 있을 때에, 테스트 패턴을 포함하는 테스트 화상을 인쇄하고, 이

테스트 화상에 의거하는 색 교정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색 교정 처리라 함은 기록 용지(42)에 인쇄된 테

스트 화상에 의거하여 프린터 장치(10)를 조정하는 처리이며, 예를 들어 테스트 화상의 판독 처리, 기준이 되는 장치 특성

과 현재의 장치 특성의 차분(差分)을 검출하는 차분 검출 처리 및 이 차분 검출 처리의 결과에 의거하여 장치 특성의 조정

량을 결정하는 처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감광체(152) 또는 중간 전사 벨트(160) 위에 형성된 토너 상에 의거하여 연속 인쇄 중에 교정 처리를 실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감광체(152)에 형성되는 토너 상은 단색(單色)이며, 이것에 의거하여 복수색의 토너가 겹친 경우

의 발색(發色)을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토너 상이 기록 용지(42) 위에 용융 고착되면, 기록 용지(42)의 표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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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복수색의 토너 상의 겹친 순서 및 이들의 토너의 성질 등이 서로 관련되어 발색하기 때문에, 중간 전사 벨트(160) 등에

형성된 토너 상에 의거하여 정착 후의 발색을 예측하여 색 교정을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본 실시 형태에서의 프

린터 장치(10)는, 기록 용지(42) 위에 형성된 복수색의 토너 상에 의거하여 색 교정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바람

직하게는, 화상 형성 장치(l0)는 기록 용지(42) 위에 정착된 토너 상에 의거하여 색 교정 처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연속적인 인쇄 처리 중에 색 교정 처리가 삽입되는 것은, 출력 화상의 발색 특성을 거의 균일하게 유지하는 점

에서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색 교정 처리가 삽입되면 의뢰 화상(이용자로부터 인쇄 요구된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

(42)와, 색 교정용의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가 배지 트레이(302) 상(上)에서 혼재(混在)되어 기록 용지(42)

의 분별이 필요하게 된다. 즉,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와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가 혼재되면, 이 테

스트 화상을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동시에, 이렇게 혼재된 채로는 스테이플 처리, 용지 접기 처리 또는 제본 처리

등의 후처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실시 형태서의 프린터 장치(10)는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와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화상을 서로

다른 배지 트레이(302)로 배출한다.

도 2는 콘트롤러(20) 및 화상 처리 장치(22)의 기능 구성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2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콘트롤러(20)는 I/O 제어부(200), 교정값 결정부(202), 타이밍 제어부(204), 패치 출력 지시

부(206)(끼워 넣기 수단), 배출 제어부(208) 및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끼워 넣기 제어 수단)를 갖는다. 또한, 화상 처

리 장치(22)는 보정값 변경부(220), 화상 보정부(222), 테스트 패턴 발생부(224) 및 기록 제어부(226)를 갖는다.

또한, 콘트롤러(20) 및 화상 처리 장치(22)에 포함되는 상기 각 구성은, CPU 및 메모리 및 프로그램 등에 의해 소프트웨어

적으로 실현되어도 좋고, ASIC 등에 의해 하드웨어적으로 실현되어도 좋다.

콘트롤러(20)에 있어서 I/O 제어부(200)는, 외부로부터의 데이터 입력 및 외부에 대한 데이터 출력을 제어한다. 구체적으

로는 I/O 제어부(200)는, 화상 판독 유닛(12)(도 1) 또는 이용자의 퍼스널 컴퓨터로부터 화상 데이터 등이 포함된 인쇄 요

구 데이터를 취득하고, 취득된 인쇄 요구 데이터를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에 대하여 출력한다. 인쇄 요구 데이터에는

이용자로부터 인쇄 의뢰된 화상 데이터의 이외에 인쇄에 이용하는 기록 용지의 종류, 인쇄해야 할 부수(部數) 및 배지 트레

이를 지정하는 트레이 지정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I/O 제어부(200)는 측색 센서(189)(도 l)에 의해 계측된 테스트 화상의 특징량을 취득하고, 취득된 테스트 화상의 특

징량을 교정값 결정부(202)에 대하여 출력한다.

교정값 결정부(202)는 I/O 제어부(200)로부터 입력된 테스트 화상의 특징량에 의거하여 프린터 장치(10)의 색 교정 처리

를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정값 결정부(202)는, I/O 제어부(200)로부터 입력된 특징량과, 색 교정 처리의 목표치(예를 들

어 테스트 화상의 식별 정보에 대응시켜 미리 설정된 고정값)를 비교해서 색 교정값을 결정하고, 결정된 색 교정값을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를 통해서 보정값 변경부(220)에 대하여 출력한다. 즉, 교정값 결정부(202)는 결정한 색 교정값에

따라서, 화상 보정부(222)에 기억되어 있는 룩업 테이블(look-up table)(보정 계수)을 보정값 변경부(220)로 갱신시킨다.

이와 같이, 교정값 결정부(202)에 의해 결정된 교정값에 따라서 룩업 테이블(LUT)이 갱신되면, 이 LUT를 참조해서 화상

데이터가 보정되기 때문에 프린터 장치(10)에 의해 출력되는 화상의 발색 특성이 변화된다.

타이밍 제어부(204)는 이용자에 의해 입력된 인쇄 요구 데이터에 따라서, 요구된 인쇄 처리를 실현하도록 프린터 장치(10)

의 각 구성의 동작 타이밍을 제어한다. 구체적으로 타이밍 제어부(204)는, 인쇄 요구 데이터에 의거하여 설정된 동작 모드

(화질 우선 모드, 속도 우선 모드, 양면 인쇄 모드, 컬러 인쇄 모드 등)에 따라서,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로부터 화상 보

정부(222)에 대하여 화상 데이터 등을 출력하는 타이밍을 결정한다.

또한, 타이밍 제어부(204)의 패치 출력 지시부(206)는 인쇄 요구 데이터에 의거하여 연속 인쇄 중에 색 교정 처리를 삽입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정(旣定) 타이밍으로 테스트 화상의 인쇄 지시를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에 대하여 출력

한다. 예를 들면 패치 출력 지시부(206)는, 인쇄 요구 데이터에 의해 요구되는 인쇄 매수가 기정값 이상일 경우에, 색 교정

처리의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테스트 화상의 인쇄 지시를 출력한다.

또한, 배출 제어부(208)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를 통하여, 트레이 전환부(304)(도 1)를 제어한다. 즉, 배출 제어부

(208)는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를 반출하는 타이밍인지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를 반출하는 타이

밍인지에 따라 트레이 전환부(304)에 의한 분배 동작의 타이밍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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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I/O 제어부(200)로부터 입력된 인쇄 요구 데이터에 의거하여 적어도 1개의 작업(JOB)을 생

성하고, 생성된 작업을 타이밍 제어부(204)에 의해 지시되는 타이밍으로 화상 처리 장치(22)에 대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작업이라 함은, 후단(화상 처리 장치(20), 화상 형성 유닛(14), 중간 전사 장치(16), 용지 트레이(17), 용지 반송로(18), 정

착기(19) 및 후처리 장치(30) 등)에서 동일한 동작 모드로 처리 가능한 처리 단위다. 즉, 화상 처리 장치(20), 화상 형성 유

닛(l4), 중간 전사 장치(16), 용지 트레이(17), 용지 반송로(18), 정착기(19) 및 후처리 장치(30) 등의 구성은 동작 모드마

다 처리 가능한 처리 속도가 이미 정해져 있고,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각각의 구성으로 처리 가능한 타이밍(토너

상(像) 형성의 프로세스 스피드 및 용지 반송 속도 등에 적합한 타이밍)으로 각각의 작업을 투입한다. 또한, 작업을 생성하

는 기준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예를 들어 색 교정 처리를 하기 위한 교정 작업을

삽입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작업을 분할하여도 좋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 인쇄 요구 데이터에 의거하여 생성되는 작업

을 「의뢰 작업」이라고 부르고, 색 교정용의 작업을 「교정 작업」이라고 부른다.

또한,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패치 출력 지시부(206)로부터의 지시에 따라서, 색 교정(테스트 화상 형성 처리를 포

함함)을 하기 위한 교정 작업을 생성하고, 인쇄 요구 데이터에 의거하여 생성된 복수의 의뢰 작업(연속 형성 처리)에 이 교

정 작업을 삽입한다. 이 경우에,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인쇄 요구 데이터에 의거하여 생성된 의뢰 작업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지정된 배지 트레이(302)(도 1)를 지정할 트레이 지정 정보를 첨부하고, 교정 작업에 대하여 의뢰 작업과 다

른 배지 트레이(302)를 지정하는 트레이 지정 정보를 첨부한다. 이에 따라, 트레이 전환부(304)(도 1)는 의뢰 작업에 의거

하여 반송되어 오는 기록 용지(42)와, 교정 작업에 의거하여 반송되어 오는 기록 용지(42)를 서로 다른 배지 트레이(302)

에 분배할 수 있다.

화상 처리 장치(22)에 있어서 보정값 변경부(220)는, 교정값 결정부(202)에 의해 결정된 교정값에 의거하여 화상 보정부

(222)에 의해 참조되는 LUT를 갱신한다.

화상 보정부(222)는, 화상 디바이스 제어부(210)로부터 입력된 의뢰 작업 또는 교정 작업에 따라서 화상 데이터를 보정하

고, 보정된 화상 데이터를 기록 제어부(226)에 대하여 출력한다. 구체적으로 화상 보정부(222)는, 미리 기억하고 있는

LUT를 참조하여 화상 데이터의 계조 특성을 조정하고, 선예도(鮮銳度) 보정 및 해상도 변환 등을 실시한 뒤에 기록 제어

부(226)에 대하여 출력한다. 화상 보정부(222)에 기억되는 LUT에는 계조 보정 처리 또는 선예도 보정 처리 등의 각 보정

처리에 이용하는 보정 계수가 등록되어 있고, 화상 보정부(222)는 이 LUT에 등록되어 있는 보정 계수에 의거하여 입력된

화상 데이터가 기록 용지(42) 위에서 원하는 색 및 선예도로 재현되도록 보정한다.

테스트 패턴 발생부(224)는 미리 색 교정 처리에 이용하기 위한 테스트 화상의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어 교정 작업이 투입

되면, 이 테스트 화상의 데이터를 화상 보정부(222)에 대하여 출력한다. 또한, 화상 보정부(222)에 입력되는 테스트 화상

은 의뢰 작업에 포함되는 화상 데이터와 거의 동일한 보정 처리를 실시한다.

기록 제어부(226)는 화상 보정부(222)로부터 입력된 화상 데이터(2가)에 따라서, 광 주사 장치(140)(도 l)를 제어한다. 예

를 들어 기록 제어부(226)는 입력된 화상 데이터(의뢰 화상 또는 테스트 화상)에 따라서 펄스 신호를 생성하고, 이 펄스 신

호를 광 주사 장치(140)에 출력함으로써 광 주사 장치(140)를 점멸(點滅)시킨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보정값 변경부(220)가 교정값 결정부(202)에 의해 결정된 교정값에 따라서, 화상 보정부(222)

에 의해 참조되는 LUT(look-up table)를 갱신함으로써 프린터 장치(10)의 발색 특성을 조정하고 있지만, 이것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고, 프린터 장치(10)는 예를 들어 교정값 결정부(202)에 의해 결정된 교정값에 따라서, 1차 전사 롤(162)(도

1) 또는 2차 전사 롤(185)(도 1)에 의한 전사 처리(압접력 또는 정전기력)의 조정, 또는 정착기(19)에 의한 정착 처리(가열

온도 또는 가압력)의 조정에 의해, 기록 용지(42)에 형성되는 화상의 발색을 조정하고 프린터 장치(10)의 색 교정을 실현

시켜도 좋다.

도 3은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에 의해 생성되는 의뢰 작업을 예시하는 도면이며, 도 3의 (a)는 인쇄에 이용하는 기록

용지(42)의 종류에 따라서 분할된 의뢰 작업을 예시하고, 도 3의 (b)는 인쇄 매수 및 스크린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분할된

의뢰 작업을 예시한다.

도 3(a)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인쇄 요구 데이터에 의거하여 복수의 의뢰 작업을 생성한다.

본 예의 인쇄 요구 데이터에는 인쇄해야 할 화상 데이터 외에 인쇄 매수, 인쇄에 이용해야 할 기록 용지(보통지, 두꺼운 종

이 또는 코팅지 등), 컬러/흑백, 양면/편면, 배지 트레이 및 인쇄 해상도 등을 지정하는 지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외부 디

바이스 제어부(210)는 이들 지정 정보에 따라서 일련의 인쇄 처리를 복수의 작업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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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3의 (b)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작업 3」을 더 세밀하게 「작업 3.1」, 「작업

3.2」 및 「작업 3.3」으로 분할한다. 이것은 「작업 3」에 의해 인쇄해야 할 매수가 미리 설정된 상한치(上限値)를 넘고

있으므로,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가 각각의 작업(「작업 3.1」∼「작업 3.3」)으로 인쇄해야할 매수를 상한치 이하로

하도록 분할한 것이다.

또한,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화상 보정부(222)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의 조합에 따라 의뢰 작업을 다시 분

할한다. 또한, 본 예의 화상 보정부(222)는 화상 영역마다 화상 속성에 따라서 스크린을 선택하지만, 화상 보정부(222)에

의해 적용되는 스크린은 이용자로부터의 지정에 따라서 선택되어도 좋다. 또한, 프린터 장치(10)는 미리 스크린 처리가 된

화상 데이터를 이용자로부터 취득하여도 좋다.

도 4는 교정 작업이 삽입된 작업 데이터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4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패치 출력 지시부(206)의 제어에 따라서 인쇄 요구 데이터에 의

거하여 생성한 복수의 의뢰 작업의 사이(본 예에서는 「작업 4」와 「작업 5」 사이)에 교정 작업을 삽입한다. 교정 작업

은 후속 작업에서 이용하는 기록 용지 및 스크린을 이용해서 테스트 화상을 인쇄하고, 이 테스트 화상에 의거하여 색 교정

처리를 실시하는 작업이다. 또한, 본 예의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의뢰 작업에서 지정되는 배지 트레이 「트레이

1」(즉, 이용자로부터 지정된 트레이)과는 다른 배지 트레이인 「트레이 2」를 교정 작업으로 지정한다.

도 5는 교정값 결정부(202)가 교정값을 결정할 경우에 참조하는 교정 테이블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5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교정값 결정부(202)는, 기록 용지의 종류, 스크린의 종류, 테스트 화상의 식별 정보 및 차분 데

이터의 조합을 교정값에 대응시키는 교정 테이블을 갖는다. 차분 데이터라 함은, 기록 용지에 인쇄된 테스트 화상이 판독

한 특징량과 색 교정의 목표값로서 설정된 기준 특징량과의 차분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또한, 교정값은 대응하는 차분이

작아지도록 프린터 장치(10)의 발색 특성을 조정하는 값이다.

도 6은 프린터 장치(10)에 의한 인쇄 처리(S10)의 플로 차트이다.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텝(100)(S100)에서, 프린터 장치(10)는 인쇄 요구할 때까지 대기 상태에서 대기한다. 또한, 프

린터 장치(10)는 대기 상태 동안에 교정 작업을 생성해서 색 교정 처리를 행해도 좋다.

이용자는 대기 중의 프린터 장치(10)에 대하여, 퍼스널 컴퓨터 또는 UI 장치(도시 생략)를 통해서 인쇄 요구를 행한다. 또,

본 예에서는 이용자가 기록 용지(42)의 배출처(排出處))로서 제 1 배지 트레이(302a)를 지정했을 경우를 구체적인 예로서

설명한다.

콘트롤러(20)에서의 I/O 제어부(200)(도 2)는 이것에 따라서 화상 데이터 및 인쇄 매수 등을 지정하는 지정 정보 등을 포

함하는 인쇄 요구 데이터를 취득하고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00)에 대하여 출력한다.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입력된 인쇄 요구 데이터에 의거하여 적어도 1개의 의뢰 작업을 생성한다.

스텝(l02)(S102)에서 패치 출력 지시부(206)는, 입력된 인쇄 요구 데이터에 의거하여 연속적으로 인쇄해야 할 인쇄 매수

를 특정하고, 특정한 인쇄 매수가 색 교정 처리의 삽입을 필요로 하는 매수 상한치를 넘을 경우에 교정 작업의 삽입을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에 지시하고, S104의 처리로 이행하여, 특정된 인쇄 매수가 매수 상한치 이하일 경우에 S106의 처

리로 이행한다. 또한, 복수의 인쇄 요구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투입될 경우에, 패치 출력 지시부(206)는 이들의 인쇄 요구

데이터에 대응하는 미처리의 의뢰 작업 각각의 인쇄 매수를 합산하여 매수 상한치를 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스텝(104)(S104)에서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패치 출력 지시부(206)의 지시에 따라서, 의뢰 작업과 다른 배지 트

레이(302)(도 1)를 배출처로 지정한 교정 작업을 생성하고 생성된 교정 작업을 복수의 의뢰 작업의 사이에 삽입한다.

스텝(106)(S106)에서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타이밍 제어부(204)에 의해 지시되는 타이밍에서, 생성된 의뢰 작업

및 교정 작업을 순차적으로 화상 처리 장치(22) 및 트레이 전환부(304)(도 1) 등의 각 구성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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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보정부(222)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로부터 입력되는 작업(의뢰 작업 또는 교정 작업)에 따라서, 의뢰 화상의

화상 데이터 또는 테스트 화상의 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보정 처리를 실시하고, 보정 처리가 실시된 화상 데이터를 기록 제

어부(226)에 대하여 출력한다.

기록 제어부(226)는 입력된 화상 데이터(의뢰 화상 또는 테스트 화상)에 의거하여 각 광 주사 장치(140)를 제어하고, 정전

잠상을 감광체 드럼(152)에 형성시킨다. 감광체 드럼(152)에 형성된 정전잠상(의뢰 화상 또는 테스트 화상)은, 현상기

(156)에 의해 현상되어 토너 상이 되고, 중간 전사 벨트(160) 위에 다중 전사된다. 또한, 용지 트레이(17) 및 용지 반송로

(18)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로부터 입력되는 작업에 따라서, 이용자로 지정된 기록 용지(42)를 2차 전사 위치까지

반송한다. 2차 전사 위치까지 반송된 기록 용지(42)는 중간 전사 벨트(160) 위의 토너 상(의뢰 화상 또는 테스트 화상)을

전사시켜서 정착기(19)까지 반송되어 정착 처리가 실시된다.

스텝(108)(S108)에서 프린터 장치(10)는, 처리 중의 작업이 교정 작업일 경우에 S110의 처리로 이행하고, 처리 중의 작업

이 의뢰 작업일 경우에 S116의 처리로 이행한다.

스텝(110)(S110)에서 정착 처리가 실시된 기록 용지(42)(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것)는 반출 경로(187) 위로 반송된다. 측

색 센서(189)(도 1)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로부터 입력된 교정 작업에 따라서, 반출 경로(187) 위를 반송되는 기록

용지(42)로부터 테스트 화상을 판독하고, 판독된 테스트 화상의 특징량을 I/O 제어부(200)(도 2)에 대해서 출력한다.

스텝(112)(S112)에서 I/O 제어부(200)는, 측색 센서(189)로부터 입력된 테스트 화상의 특징량을 교정값 결정부(202)에

대하여 출력한다.

교정값 결정부(202)는 입력된 특징량과 목표가 되는 특징량과의 차분을 산출하고, 산출된 차분 데이터에 대응하는 교정값

을 보정값 변경부(220)에 대하여 출력한다.

보정값 변경부(220)는 입력된 교정값에 따라서, 화상 보정부(222)에 기억되어 있는 LUT를 갱신한다.

스텝(114)(S114)에서 반출 경로(187) 위를 반송되는 기록 용지(42)(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것)가 트레이 전환부(304)의

위치까지 도달하면, 트레이 전환부(304)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도 2)로부터 입력된 교정 작업에 따라서 반송되어

온 기록 용지(42)를 제 2 후처리 경로(306b)로 분배한다. 제 2 후처리 경로(306b)에 분배된 기록 용지(42)(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것)는 다시 반송되어 제 2 배지 트레이(302b)로 배출된다.

스텝 116(S116)에서 배출 경로(187) 위를 반송되는 기록 용지(42)(의뢰 화상이 인쇄된 것)가 트레이 전환부(304)의 위치

까지 도달하면, 트레이 전환부(304)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도 2)로부터 입력된 의뢰 작업에 따라서 반송되어 온 기

록 용지(42)를 제 1 후처리 경로(306a)에 분배한다. 제 1 후처리 경로(306a)에 분배된 기록 용지(42)(의뢰 화상이 인쇄된

것)는 다시 반송되어, 제 1 배지 트레이(302a)(즉, 이용자가 지정한 배지 트레이)로 배출된다.

스텝 118(S118)에서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미처리된 작업(의뢰 작업 또는 교정 작업)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

단하고, 미처리의 작업이 존재할 경우에 S106의 처리로 되돌아가서 다음 작업을 투입하고, 미처리의 작업이 존재하지 않

을 경우에 인쇄 처리를 종료해서 대기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서의 프린터 장치(10)는 색 교정 처리를 삽입할 경우에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

록 용지와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를 서로 다른 배지 트레이(302)에 배출한다. 이에 따라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

록 매체의 분별이 용이해진다.

[변형예]

다음으로, 제 1 실시 형태의 변형예를 설명한다.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와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가 다른 배지 트레이(303)에 배출

되는 형태를 구체적인 예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프린터 장치(10)는 이들 기록 용

지를 동일한 배지 트레이에서 다른 위치 또는 방향으로 배출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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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는 동일한 배지 트레이(303)에 위치를 어긋나게 하여 배출된 기록 용지(42)를 예시하고, 도 7(b)는 동일한 배지 트

레이(303)에 방향을 바꾸어 배출된 기록 용지(42)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7(a)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후처리 장치(30)는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와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를 동

일한 배지 트레이(302) 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위치에 배출한다. 본 예에서는, 후처리 장치(30)는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c)를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a, 42b, 42d∼42f)에 대하여 반출 방향과는 다른 방향(직각 방향)으로

어긋나게 놓아서 배출한다. 예를 들어 후처리 장치(30)는 배지 트레이(302)를 도 1의 지면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와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를 동일한 배지 트레이(42) 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위치로 배출한다(이하, 「오프셋 배출」이라고 함).

또한, 도 7(b)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후처리 장치(30)는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를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

와는 다른 방향으로 동일한 배지 트레이(302)에 배출한다. 본 예의 후처리 장치(30)는,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

(42c)를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a, 42b, 42d∼42f)에 대하여 90도 회전시킨 상태로 동일한 배지 트레이(302)에

배출한다.

또한, 프린터 장치(10)는 복수의 기록 용지를 다른 배지 트레이(302)에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복수의 기록 용지를 동일

한 배지 트레이(302)에서의 다른 위치 또는 방향으로 배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테스트 화상의 인쇄 처리를 의뢰 화상

의 인쇄 처리에 삽입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여도 좋다. 즉, 프린터 장치(10)는 복수의 배지 트레이(302)로의 배출,

혹은 다른 위치 또는 방향으로의 배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테스트 화상 인쇄 처리의 삽입을 허가한다.

도 8은 배지 트레이의 전환 또는 오프셋 배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테스트 화상 인쇄 처리의 삽입을 허가 또는 금지하

는 프린터 장치(10)의 동작(S12)을 실시하는 플로 차트이다. 또한, 도 8에 나타낸 각 처리 중, 도 6에 나타낸 처리와 실질

적으로 동일한 것에는 동일한 부호가 붙여져 있다.

도 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Sl02에 있어서 교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스텝 120(S120)에서 외부 디바이스 제

어부(210)는 후처리 장치(30)의 상태(이용 가능한 배지 트레이 또는 오프셋 배출의 가능 여부 등)를 판정한다.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복수의 배지 트레이가 이용 가능할 경우 또는 오프셋 배출이 가능할 경우에 S104의 처리로

이행하고, 1개의 배지 트레이만이 이용 가능하며, 한편 오프셋 배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S122의 처리로 이행한다. 즉,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트레이의 전환 또는 오프셋 배출이 가능할 경우에 교정 작업의 삽입을 실시하고, 트레이의 전환

및 오프셋 배출의 어느 것도 불가능할 경우에 교정 작업의 삽입을 금지한다.

스텝 122(S122)에서,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프린터 장치(10)가 대기 상태가 되었을 때에 교정 작업을 투입하도록

교정 작업의 스케줄링(scheduling)을 실시한다. 이 경우 프린터 장치(10)는, 의뢰 화상이 연속적으로 인쇄되고 있을 때는

테스트 화상의 인쇄를 행하지 않고, 모든 의뢰 작업이 종료했을 경우에 설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색 교정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본 변형예에서의 프린터 장치(10)는 배지 트레이의 개수 등에 따라 알맞은 타이밍으로 색 교정 처리를 행한다.

[제 2 실시 형태]

다음으로, 제 2 실시 형태를 설명한다.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의뢰 화상이 인쇄될 경우와 테스트 화상이 인쇄될 경우로, 후처리의 일례로서 용지의 배출 처리를

전환하는 형태를 설명했지만, 제 2 실시 형태에서는 후처리의 다른 예로서, 스테이플 처리 등의 가공 처리를 전환하는 형

태를 설명한다.

도 9는 제 2 실시 형태에서의 프린터 장치(10)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또한, 도 9에 나타낸 각 구성 중, 도 1에 나타

낸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에는 동일한 부호가 붙여져 있다.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서의 프린터 장치(10)는, 스테이플 기능이 구비된 후처리 장치(32)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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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 형태에서의 후처리 장치(32)는, 프린터 장치 본체에 외부 부착되는 스테이플 장치이며, 복수의 배지 트레이(302)

및 복수의 후처리 경로(306)에 부가하여 스테이플 처리를 실시하는 스테이플 처리부(308), 스테이플의 대상이 되는 기록

용지를 적재하는 스테이플 작업대(310) 및 스테이플 처리를 실시할지 여부를 전환하는 후처리 전환부(312)를 갖는다.

후처리 전환부(312)는 후처리 장치(32)에 기록 용지(42)(의뢰 화상 또는 테스트 화상 등이 인쇄된 것)가 반송되어 오면, 반

송되어 온 기록 용지(42)를 제 1 후처리 경로(306a) 또는 제 2 후처리 경로(306b)에 분배한다. 즉, 후처리 전환부(312)는

반송되어 온 기록 용지(42)에 대하여 후처리(스테이플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후처리 수단(스테이플 처리부)이 설치

된 제 1 후처리 경로(306a)에 이 기록 용지(42)를 분배하고, 반송되어 온 기록 용지(42)에 대하여 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에, 제 2 후처리 경로(306b)에 이 기록 용지(42)를 분배한다.

스테이플 작업대(310)는 제 1 후처리 경로(306a)의 하류에 설치되고, 반송되어 온 기록 용지(42)를 적재한다. 스테이플 처

리부(308)는, 콘트롤러(21)로부터의 제어에 따라서 스테이플 작업대(310)에 적재된 기록 용지(42)에 대하여 스테이플 바

늘을 박는다. 스테이플 바늘이 박힌 기록 용지(42)는, 스테이플 처리가 완료하면, 제 1 배지 트레이(302a)로 배출된다.

또한, 제 2 후처리 경로(306b)에 분배된 기록 용지(42)는 그대로 제 2 배지 트레이(302b)로 배출된다.

도 10은 제 2 실시 형태에서의 콘트롤러(21) 및 화상 처리 장치(23)의 기능 구성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또한, 도 10에 나타

낸 각 구성 중 도 2에 나타낸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에는 동일한 부호가 붙여져 있다.

도 10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콘트롤러(21)는 배출 제어부(208)를 삭제하여, 후처리 제어부(212)

및 스테이플 지시부(214)를 추가한 구성을 취한다. 또한, 화상 처리 장치(23)는 보정값 변경부(220)를 삭제한 구성을 취한

다.

콘트롤러(21)에서 후처리 제어부(212)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를 통하여 후처리 전환부(312)(도 9)를 제어한다. 구

체적으로는, 후처리 제어부(212)는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를 반출하는 타이밍인가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를 반출하는 타이밍인가에 따라, 후처리 전환부(312)에 의한 분배 동작의 타이밍을 제어한다.

스테이플 지시부(214)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를 통하여, 스테이플 처리부(308)(도 9)를 제어한다. 구체적으로는 스

테이플 지시부(214)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스테이플 처리의 대상이 되는 기록 용지(42)가 스테이플 작업대에 갖추어

진 타이밍으로 스테이플 처리부(308)에 스테이플 바늘을 박게 한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의 교정값 결정부(202)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l0)를 통하여 정착기(19)를 제어하고, 결정된 교

정값에 따라서 정착 처리에서의 정착 온도 또는 가압력을 조정한다. 즉, 교정값 결정부(202)는 정착 처리를 조정함으로써

발색 특성을 보정한다.

도 11은 제 2 실시 형태에 있어서 생성되는 작업 데이터(교정 작업이 삽입된 것)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11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스테이플 처리의 지시 정보가 포함된 의뢰 작업을 생성한다.

본 예에서는 「스테이플#1」 및 「스테이플#2」가 스테이플 처리의 지시 정보이며, 「#1」 및 「#2」는 스테이플 처리

의 대상 그룹을 나타내는 식별 데이터이다. 예를 들어 「스테이플#1」을 포함하는 의뢰 작업에 의해 인쇄된 복수의 기록

용지가, 스테이플 바늘로 1부(1部)로 묶여진다.

또한,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패치 출력 지시부(206)의 제어에 따라서, 생성된 복수의 의뢰 작업의 사이(본 예에서

는 「작업 4」와 「작업 5」 사이)에 교정 작업을 삽입한다. 본 예의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이 교정 작업에 스테이

플 처리를 금지하는 지시 정보를 첨부한다. 후처리 장치(32)는, 교정 작업에 첨부된 지시 정보에 따라서 스테이플 처리를

금지한다.

도 12는 제 2 실시 형태에서의 인쇄 처리(S20)의 플로 차트이다.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텝 200(S200)에 있어서 이용자는 대기 중의 프린터 장치(10)에 대하여, 퍼스널 컴퓨터 또는

UI 장치(도시 생략)를 통해서 인쇄 요구를 실시한다. 또, 본 예에서는 이용자가 의뢰 화상에 대해서 스테이플 처리를 지정

했을 경우를 구체적인 예로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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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러(21)에 있어서의 I/O 제어부(200)(도 10)는, 이것에 따라서 화상 데이터 및 인쇄 매수 등을 지정하는 지정 정보 등

을 포함하는 인쇄 요구 데이터를 취득하고,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에 대하여 출력한다.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입력된 인쇄 요구 데이터에 의거하여 적어도 1개의 의뢰 작업을 생성한다.

스텝 202(S202)에서 패치 출력 지시부(206)는, 입력된 인쇄 의뢰 데이터에 의거하여 연속적으로 인쇄해야 할 인쇄 매수를

특정하고, 특정된 인쇄 매수가 색 교정 기준값을 넘을 경우에, 교정 작업의 삽입을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에 지시하여

S204의 처리로 이행하고, 특정된 인쇄 매수가 색 교정 기준값 이하일 경우에 S206의 처리로 이행한다.

스텝 204(S204)에서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패치 출력 지시부(206)의 지시에 따라서 스테이플 처리의 금지를 지정

한 교정 작업을 생성하고, 생성된 교정 작업을 복수의 의뢰 작업의 사이에 삽입한다.

스텝 206(S206)에서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타이밍 제어부(204)에 의해 지시되는 타이밍에서 생성된 의뢰 작업

및 교정 작업을 순차적으로 화상 처리 장치(23), 후처리 전환부(312)(도 9) 및 스테이플 처리부(308)(도 9) 등의 각 구성에

출력한다.

화상 보정부(222)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로부터 입력되는 작업(의뢰 작업 또는 교정 작업)에 따라서, 의뢰 화상의

화상 데이터 또는 테스트 화상의 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보정 처리를 실시하고, 보정 처리가 실시된 화상 데이터를 기록 제

어부(226)에 대하여 출력한다.

기록 제어부(226)는 입력된 화상 데이터(의뢰 화상 또는 테스트 화상)에 의거하여 각 광 주사 장치(140)를 제어하여, 정전

잠상을 감광체 드럼(152)에 형성시킨다. 감광체 드럼(152)에 형성된 정전잠상(의뢰 화상 또는 테스트 화상)은, 현상기

(156)에 의해 현상되어서 토너 상이 되고, 중간 전사 벨트(160)위에 다중 전사된다. 또한, 용지 트레이(17) 및 용지 반송로

(18)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로부터 입력되는 작업에 따라서, 이용자로부터 지정된 기록 용지(42)를 2차 전사 위치

까지 반송한다. 2차 전사 위치까지 반송된 기록 용지(42)는, 중간 전사 벨트(160) 위의 토너 상(의뢰 화상 또는 테스트 화

상)을 전사시켜, 정착기(19)까지 반송되어서 정착 처리가 실시된다.

스텝 208(S208)에서, 프린터 장치(10)는 처리 중의 작업이 교정 작업일 경우에 S210의 처리로 이행하고, 처리 중의 작업

이 의뢰 작업일 경우에 S216의 처리로 이행한다.

스텝 210(S210)에서, 정착 처리가 실시된 기록 용지(42)(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것)는 반출 경로(187) 위를 반송된다. 측색

센서(189)(도 9)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로부터 입력된 교정 작업에 따라서, 반출 경로(187) 위를 반송되는 기록 용

지(42)로부터 테스트 화상을 판독하고, 판독된 테스트 화상의 특징량을 I/O 제어부(200)(도 l0)에 대하여 출력한다.

스텝 212(S212)에서 I/O 제어부(200)는, 측색 센서(189)로부터 입력된 테스트 화상의 특징량을 교정값 결정부(202)에 대

하여 출력한다.

교정값 결정부(202)는, 입력된 특징량과 목표가 되는 특징량의 차분을 산출하고, 산출된 차분 데이터에 대응하는 교정값

을 정착기(19)(도 9)에 대하여 출력한다.

정착기(19)는 입력된 교정값에 따라서, 가열 온도 및 가압력의 적어도 한 쪽을 조정한다.

스텝 214(S214)에서, 반출 경로(187) 위를 반송되는 기록 용지(42)(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것)가 후처리 전환부(3l2)(도

9)의 위치까지 도달하면, 후처리 전환부(312)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도 10)로부터 입력된 교정 작업에 따라서, 반

송되어 온 기록 용지(42)를 제 2 후처리 경로(306b)에 분배한다. 제 2 후처리 경로(306b)에 분배된 기록 용지(42)(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것)는, 그대로 스테이플 처리를 실시하지 않고 제 2 배지 트레이(302b)로 배출된다. 또, 본 실시 형태에서의

프린터 장치(10)는,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를 프린터 장치 본체에 설치된 배지 트레이(또는 배지구)에 그대

로 배출하여도 좋다.

스텝 216(S216)에서, 배출 경로(187) 위를 반송되는 기록 용지(42)(의뢰 화상이 인쇄된 것)가 후처리 전환부(3l2)(도 9)

의 위치까지 도달하면, 후처리 전환부(312)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도 10)로부터 입력된 의뢰 작업에 따라서, 반송

되어 온 기록 용지(42)를 제 1 후처리 경로(306a)에 분배한다. 제 1 후처리 경로(306a)에 분배된 기록 용지(42)(의뢰 화상

이 인쇄된 것)는 다시 반송되어서 스테이플 작업대(310)에 적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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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테이플 처리부(308)는,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로부터 입력되는 의뢰 작업에 의거하여 스테이플 처리를 실시

해야 할 타이밍을 판정한다. 스테이플 처리부(308)가 의뢰 작업에 따라서 스테이플 처리를 실시하면, 스테이플 바늘로 묶

여진 기록 용지(42)는 제 1 배지 트레이(302a)로 배출된다.

스텝 218(S218)에서, 외부 디바이스 제어부(210)는 미처리된 작업(의뢰 작업 또는 교정 작업)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고, 미처리된 작업이 존재할 경우에 S206의 처리로 되돌아가서 다음 작업을 투입하고, 미처리된 작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인쇄 처리를 종료해서 대기 상태로 되돌아간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스테이플 처리를 후처리 장치(32)에 의해 이루어지는 후처리의 구체적인 예로서 설명했지만, 이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후처리 장치(32)는, 예를 들어 호치키스 또는 철사를 이용한 중철 처리, 풀로 붙이는 무선 철

처리 및 용지 접기 처리 등을 해도 좋다. 즉, 후처리 장치(32)는 중철 장치 또는 무선 철 장치로서, 바늘 모양 부재 또는 접

착제를 이용해서 기록 매체(42)를 제본하여도 좋다. 이러한 경우도, 프린터 장치(l0)는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

(42)를 포함하는 기록 용지 그룹에 대하여 이들의 후처리를 금지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서의 프린터 장치(10)는,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매체(42)에 대하여 후처리

를 금지하고,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매체(42)에 대해서만 원하는 후처리를 허가한다. 이에 따라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매체의 분별이 용이해진다.

또한, 프린터 장치(10)는, 후처리 장치(32)가 용지 접기 장치일 경우에는,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 또는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의 한쪽에만 용지 접기 처리를 허가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예를 들면 프린터 장치(10)는, 이

용자로부터 용지 접기 처리가 지시되지 않은 경우에,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에 대해서만 용지 접기 처리를

실행하여,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를 분별하기 쉽게 하여도 좋다.

또한, 프린터 장치(10)에 복수의 후처리 장치(32)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프린터 장치(10)는,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와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를 서로 다른 후처리 장치(32)로 배출시킨다. 예를 들어, 프린터 장치(10)

는 프린터 장치 본체에 내장된 제 1 후처리 장치(30)와 프린터 장치 본체에 외부 부착된 제 2 후처리 장치(32)를 가질 경우

에,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를 제 2 후처리 장치(32)로부터 출력하고,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를 제

1 후처리 장치(30)로부터 출력한다. 이에 따라, 프린터 장치(10)는 의뢰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에 대해서만 스테이

플 등의 가공 처리를 실시하고, 테스트 화상이 인쇄된 기록 용지(42)를 제 1 후처리 장치(30)로부터 출력하여, 테스트 화상

이 인쇄된 기록 용지(42)의 분별을 쉽게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화상 형성 장치에 의하면,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용지의 취급을 쉽게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 매체에 화상을 형성하는 상(像) 형성 수단과,

상기 기록 매체에 형성된 테스트 화상에 기초하여 색 교정을 행하는 색 교정 수단과,

상기 상 형성 수단에 의해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에 대하여 후처리를 실시하는 후처리 수단과,

이용자로부터 의뢰된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인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인지에 따라, 상기 후처리 수단을

제어하는 후처리 제어 수단을 갖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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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상기 상 형성 수단에 의해 의뢰 화상 및 테스트 화상이 연속적으로 형성될 경우에, 상기 후처리

수단을 제어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후처리는, 기록 매체에 대한 가공(加工) 처리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에 대하여, 상기 후처리 수단에 의한 가공 처리를 금지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후처리는, 기록 매체의 배출(排出) 처리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서로 다른 위치 또는 방향으

로 배출하도록 지시하고,

상기 후처리 수단은,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의 지시에 따라서,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서로 다른 위치 또는 방향으로 배출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후처리 수단은, 스테이플(staple) 장치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에 대하여, 상기 후처리 수단에 의한 스테이플 처리를 금지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후처리 수단은, 스테이플 장치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기록 매체 그룹에 대하여, 상기 후처리 수단에 의한

스테이플 처리를 금지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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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후처리 수단은, 복수의 기록 매체를 바늘 형상 부재로 제본하는 중철(中綴) 장치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에 대한 제본 처리를 금지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후처리 수단은, 복수의 기록 매체를 바늘 형상 부재로 제본하는 중철 장치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상기 중철 장치에 의한 제본의 대상에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가 포함될 경우에, 이 제

본 대상에 대한 제본 처리를 금지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9.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후처리 수단은, 복수의 기록 매체를 접착제로 제본하는 무선철(無線綴) 장치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에 대한 제본 처리를 금지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0.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후처리 수단은, 복수의 기록 매체를 접착제로 제본하는 무선철 장치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상기 무선철 장치에 의한 제본의 대상에,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가 포함될 경우에, 이

제본 대상에 대한 제본 처리를 금지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1.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후처리 수단은, 시트(sheet) 형상의 기록 매체를 절곡하는 시트 접기 장치이며,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 또는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의 한쪽에만 시트 접기 처리

를 허가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2.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상 형성 수단에 의해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적재(積載)하는 배출 트레이를 복수(複數) 갖고,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서로 다른 배출 트레이로 배

출하도록 지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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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후처리 수단은,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의 지시에 따라서,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서로 다른 배출 트레이로 배출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3.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상 형성 수단에 의해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적재하는 배출 트레이를 갖고,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상대적인 위치를 어긋나게

하여 배출하도록 지시하고,

상기 후처리 수단은,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의 지시에 따라서,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상대적인 위치를 어긋나게 하여 동일한 배출 트레이로 배출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후처리 수단은, 복수의 후처리 장치로 이루어지고,

상기 후처리 제어 수단은,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서로 다른 후처리 장치에 출

력시키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5.

이용자로부터 의뢰된 복수의 의뢰 화상을 복수의 기록 매체에 연속적으로 형성하는 연속 형성 처리에, 테스트 패턴이 포함

된 테스트 화상을 기록 매체에 형성하는 테스트 화상 형성 처리를 끼워 넣는 끼워 넣기 수단과,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를 서로 다른 위치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기

끼워 넣기 수단에 의한 테스트 화상 형성 처리의 끼워 넣기를 허가 또는 금지하는 끼워 넣기 제어 수단을 갖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6.

기록 매체에 형성된 테스트 화상에 기초하여 색 교정을 행하고,

복수의 기록 매체에 이용자로부터 의뢰된 의뢰 화상 및 테스트 화상이 형성될 경우에,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인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인지에 따라 후처리(後處理)를 제어하고,

제어에 따라서, 의뢰 화상 또는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에 대하여 후처리를 실시하는 화상 형성 방법.

청구항 17.

컴퓨터를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서,

기록 매체에 형성된 테스트 화상에 기초하여 색 교정을 행하는 스텝과,

등록특허 10-0624507

- 18 -



복수의 기록 매체에 이용자로부터 의뢰된 의뢰 화상 및 테스트 화상이 연속적으로 형성될 경우에, 의뢰 화상이 형성된 기

록 매체인지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인지에 따라 후처리를 제어하는 스텝과,

제어에 따라서, 의뢰 화상 또는 테스트 화상이 형성된 기록 매체에 대하여 후처리를 실시하는 스텝을 상기 화상 형성 장치

의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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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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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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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624507

- 22 -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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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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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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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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