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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상공급장치, 화상출력장치, 이 장치용제어장치 및 이들을 가진 화상형성장치

요약
본 발명의 화상출력장치는, 본래의 화상데이터의 소정의 위치에 다른 화상데이터를 추가해서 출력할 수
있다. 또 동일화상을 반복출력하거나, 혹은 그 화상에 대해서 화상회전등을 행하여 반복출력할 수 있다.
이것은 제38도의 구성에 있어서, 설정부(716)에서 화상의 반복부분과, 그 반복횟수 또는 화상의 회전등
의 설정된다. 그리고 리더부(710)에서 판독된 화상이 메모리(711)에 기억되고, 판독카운터(714)가 그 메
모리(711)의 판독어드레스를 그 설정된 정보에 따라서 변경함으로써 소망의 반복화상 혹은 회전화상이
프린터부(715)에 출력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화상공급장치, 화상출력장치, 이 장치용제어장치 및 이들을 가진 화상형성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관한 날염시스템의 전체구성을 표시하는 볼록도, 제2도는 그 날염처리순
서의 개요를 표시한 순서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관한 호스트컴퓨터의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표시한 블록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정영역의 화상을 소정의 위치에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미지반복 기능을 가진 화상출력장치에 있어서,
화상데이터를 기억하는 화상기억수단과, 상기 화상기억수단에 기억된 화상데이터에 있어서의 상기 지정
영역의 화상을, 상기 소정의 위치에 있어서, 상기 지정영역내의 화상에 대해서 소정의 변환이 이루어지
도록 판독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어드레스생성수단과, 그리고 상기 어드레스생성수단에 의해 생
성된 어드레스에 따라서 상기 화상 기억수단으로 부터 상기 화상데이트를 판독하는 판독수단을 구비한

7-1

공개특허특1993-0017716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출력장치.
청구항 2
지정영역의 화상을 소정의 위치에서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미지반복 기능을 가지고, 기록 헤드를 복수의
주사해서 기록매체상에 기록하는 화상출력장치에 있어서, 호상데이터를 기억하는 화상기억수단과, 상기
화상기억수단에 기억된 화상데이터에 있어서의 상기 지정영역의 화상을 상기 소정의 위치에 있어서, 상
기 지정영역내의 화상에 대해서 소정의 변환이 이루어지도록 판독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어드레
스생성수단과, 상기 어드레스생수단에 의해 생성된 어드레스에 따라서 상기 화상 기억수단으로 부터 상
기 화상데이트를 판독하는 판독수단과 상기 판독수단에 의해 판독된 화상데이터를 적어도 1주사분 기억
하는 라인기억 수단과, 그리고 상기 라인기억수단으로 부터 화상데이터를 판독하는 판독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청구항 3
지정영역의 화상을 소정의 위치에서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미지반복 기능을 가지고, 기록 헤드를 복수회
주사해서 기록매체상에 기록하는 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 입력되는 화상데이터를 적어도 1주사분 기억하
는 라인기억수단과, 입력되는 화사데이터를, 상기 소정의 위치에 있어서, 상기 지정영역내의 회상에 대
해서 소정의 변환이 이루어지도록 상기 라인기억수단에의 기록어드레스를 생성하는 어드레스생성수단과,
상기 어드레스생성수단에 의해서 생성된 어드레스에 따라서 상기 화상 기억수단으로 부터 상기 화상데이
트를 기록하는 기록수단과 그리고 상기 라인기억수단으로 부터 화상데이터를 판독하는 판독수단을 구비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판독수단에 의해 판독된 상기 화상데이터를 기록매체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수단을
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헤드는 인클를 토출해서 기록을 행하는 잉크제트기록헤드인 것을 특징으로하
는 화상형성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헤드는,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잉크를 토출하는 기록헤드이고, 잉크에 부여하
는 열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한 열에너지변환체를 구비하고 있는 잉크제트 기록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헤드는, 상기 열에너지변환체에 의해서 인가되는 열에너지에 의해 잉크에 상
태변화를 일으키고, 이 상태변화에 의거해서 토출구로부터 잉크를 토출시키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
록장치.
청구항 8
화상데이터를 기억수단에 기억시키는 공정과,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시킨 화상데이터에 있어서의 지정영
역의 화상을, 소정의 변환이 이루어지도록 판독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공정과, 상기 어드레스
생성공정에 의해 생성된 어드레스에 따라서 화상데이터를 판독하는 공정과, 그리고 상기 판독공정에 의
해 판독된 화상데이터를 잉크 제트기록헤드에 부여해서 기록 매체에 잉크를 부여해서 기록을 행하는 공
정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 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에 잉크를 부여해서 기록을 행한 후에 잉크를 상기 기록매체에 장착시키
는 공정을 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를 정착시키는 공정의 후에, 기록을 행한 기록매체를 세정처리하는 공정을 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헤드로부터의 잉크의 토출에 의한 기록전에 상기 기록매체에 전처리제를 함유
시키는 전처리 공정을 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헤드는,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잉크를 토출하는 기록헤드이고, 잉크에 부여하
는 열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한 열에너지변환체를 구비하고 있는 잉크제트기록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헤드는, 열에너지면환체에 의해서 인가되는 열에너지에 의해 잉크에 상태변
화를 일으키고 이 상태변화에 의거해서 토출구로부터 잉크를 토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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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청구범위 제9항에 기재한 제조방법에 의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물.
청구항 15
외부 기기로부터 화상데이터를 입력해서 출력하는 화상출력장치에 있어서, 상기 외부 기기로부터의 화상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화상데이터의 출력형식을 지시하는 지시수단과,
그리고 상기 지지수단에 의해 지시된 출력형식에 따라서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데이터를
반복출력하는 제어수단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출력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출력형식에 따라서 상기 화상데이터를 회전한 화상데이터를 포
함해서 반복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출력장치.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수단을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데이터의 출력형식과, 함께 상기
화상데이터를 반복출력할때의 어긋남량을 지시하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출력형식 및 상기 어긋남량에
따라서 상기 화상데이터의 위치를 어긋나게 해서 반복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출력장치.
청구항 18
외부기기로부터 화상데이터를 입력해서 출력하는 화상출력방법에 있어서, 상기 외부 기기로부터의 화상
데이터를 입력해서 기억하는 공정과, 기억된 화상 데이터의 출력형식을 지시하는 공정과, 그리고 그 지
시된 출력형식에 따라서 기억되고 있는 화상데이터를 반복출력하는 공정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
상출력방법.
청구항 19
프린트되어야 할 화상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프린트되어야할 화상데이터전체를 출력하는 공
정과, 소정사이즈의 화상데이터가 복수 배열되어 이루어진 화상데이터를 프린트하기 위하여, 상기 소정
사이즈의 화상데이터를 출력하는 공정과, 그리고 어떤 공정에서 프린트를 행할지를 지시하는 코멘드와
함께, 그 코멘드에 따라서 화상데이터전체 또는 상기 소정사이즈의 화상데이터의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고정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출력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사이즈의 화상데이터를 출력하는 공정에 있어서는, 그 소정사이즈의 화상데
이터의 배열패턴을 지시하는 코멘드와 함께, 상기 소정사이즈의 화상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출력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사이즈의 화상데이터를 출력하는 공정에 있어서는 그 소정사이즈를 지시하는
코멘드와 함께, 상기 소정사이즈의 화상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출력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사이즈의 화상데이터를 출력하는 공정에 있어서는, 소정사이즈의 화상데이터
가 반복되어야 할 횟수와 함께, 상기 소정사이즈의 화상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
터출력방법.
청구항 23
외부기기로부터의 화상데이터를 입력해서 기억하는 공정과, 기억된 화상 데이터의 출력형식을 지시하는
공정과, 지시된 출력형식에 따라서 기억되어 있는 화상데이트를 반복하여 잉크제트기록헤드에 출력하는
공정과 그리고 잉크제트기록헤드에 의해 기록매체에 잉크를 부여하는 공정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 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는 직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 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는 잉크를 부여해서 기록을 행한 후에 잉크를 상기 기록매체에 정착시키
는 공정을 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를 정착시키는 공정의 후에, 기록을 행한 기록매체를 세정처리하는 공정을
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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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헤드로부터의 잉크의 토출에 의한 기록전에 상기 기록매체에 전처리제를 함
유시키는 전처리 공정을 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헤드는,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잉크를 토출하는 기록헤드이고, 잉크에 부여하
는 열에너지를 방생하기 위한 열에너지변환체를 구비하고 있는 잉크제트기록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헤드는, 상기 열에너지변환체에 의해서 인가되는 열에너지에 의해 잉크에 상
태변화를 일으키고, 이 상태변환에 의거해서 토출구로부터 잉크를 토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30
청구범위 제23항에 기재한 제조방법에 의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물.
청구항 31
기록매체에 대해서 기록을 행하는 화상출력장치에 대해서 화상데이터의 공급을 행하는 화상공급장치에
있어서, 본래의 기록 대상이 되는 제1화상데이터와는 다른 제2화상데이터를 상기 제1화상데이터가 기록
되는 기록매체상에 기록시키기 위한 상기 제2회상데이터에 관한 지정을 행하는 지정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공급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수단은, 상기 제2화상데이터의 패턴, 사이즈, 기록위치 및 기록색 중 적어도
1개를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공급장치.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2화상데이터를 로고형마크로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공급장치.
청구항 34
기록매체에 대해서 기록을 행하는 화상출력장치에 설치되고, 청구범위 제31항에 개재한 화상공급장치로
부터 공급되는 상기제1화상데이터의 공급에 따라서 상기 화상출력장치의 기록헤드에 화상기록을 행하게
하는 제1제어수단과, 그리고 상기 제2화상데이터에 관한 지정을 수용하고, 당해 수용한 지정에 의거해서
상기 제1화상데이터가 기록되는 기록매체 상에 상기 제2화상데이트를 상기 기록헤드에 기록시키는 제2제
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출력장치용 제어장치.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상기 제1제어수단은 상기 제1화상데이터를 상기 기록헤드에 송출하기에 앞서서 화성처
리를 실시하는 수단을 가지고, 상기 제2제어수단은 당해 화상처리된 제1화상데이터를 수용해서 상기 지
정에 의거해서 상기 제2화상데이터를 추가해서 상기 기록헤드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출력
장치용 제어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제어수단은 상기 제2화상데이터를 포개는 부분에서는, 상기 제1화상데이터를
공백화하는 수단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황상출력장치용 제어장치.
청구항 37
청구범위 제34항에 기재한 화상출력장치용 제어장치와, 그리고 기록매체에 대하여 기록을 행하기 위한
기록헤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출력장치.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헤드는 색조를 달리하는 기록제에 대응해서 복수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화상출력장치.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헤드는, 상기 기록제로서 잉크를 사용하고, 이 잉크를 토출하는 잉크제트기
록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출력장치.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제트기록헤드는 잉크를 토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에너지로서 잉크에 막비등
을 발생시키는 열에너지를 발생하는 소자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출력장치.
청구항 41
청구범위 제31항에 기재한 화상공급장치와, 그리고 청구범위 제37항에 기재한 화상출력장치를 구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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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기록매체로서 옷감에 화상형성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성형성장치.
청구항 43
제1화상데이터를 화상처리하는 공정과, 제2화상데이터에 관한 지정을 행하는 공정과, 상기 지정에 의거
해서, 화상처리된 제1화상데이터에 화상처리되지 않은 제2화상데이터를 합성하는 공정과, 그리고 합성된
화상데이터를 잉크제트 기록헤드에 인가하고, 기록매체에 잉크를 부여하는 공정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는 직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에 잉크를 부여해서 기록을 행한 후에 잉크를 상기 기록매체에 정착시키
는 공정을 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를 정착시키는 공정의 후에, 기록을 행한 기록매체를 세정처리하는 공정을
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47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헤드로부터의 잉크의 토출에 의해 기록전에 상기기록매체에 전처리제를 함유
시키는 전처리 공정을 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48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헤드는,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잉크를 토출하는 기록헤드이고, 잉크에 부여하
는 열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한 열에너지변환체를 구비하고 있는 잉크제트 기록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헤드는 상기 열에너지변환체에 의해서 인가되는 열에너지에 의해 잉크에 상
태변화를 일으키고, 이 상태변화에 의거해서 토출구로부터 잉크를 토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50
청구범위 제43항에 기재한 제조방법에 의해 기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물.
청구항 51
제43항에 있어서, 또 기본화상데이터를 반복해서 출력함으로써, 제1화상데이터를 생성하는 공정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제1화상데이터를 화상처리하는 공정은, 반복되어 출력되었을대의 경계부를 기본화상데
이터에 있어서 수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기록물의 제조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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