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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는 송신수단과, 팩시밀리 송신하는 칼라 화상데이터

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 경우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는 일없이 상기 sYCC-JP

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관한 칼라 화상 통신장치의 일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는 경우의 송신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 도면이다.

도 3은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수신하는 경우의 수신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주제어부(CPU) 2 … NCU

3 … MODEM 4 … 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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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RAM 6 … 화상메모리

7 … 표시부 8 … 조작부

9 … 화상판독부 10 … 화상기록부

11 … CODEC 12 … LAN I/F

13 … 버스 14 … 전화회선망

15 … LAN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팩시밀리장치, 복사장치, 이들의 복합기 등에 사용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 및 칼라 화상 통신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칼라 판독장치를 구비하고, 판독한 칼라 화상을 전화회선을 통해서 전송하는 칼라 팩시밀리장치가 개발되고 있

다. 이러한 종류의 칼라 팩시밀리장치의 화상전송은 ITU-T 권고 T.81에 따라서 행해지지만 전송할 수 있는 칼라 화

상데이터의 사이즈가 한정되므로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서 촬영한 화상데이터를 팩스 전송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

다.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 등의 데이터화일은 데이터사이즈의 지정이 순수한 화소수[종¡횡 도트(dot)수]로 되어 있고,

종래로부터 팩시밀리로 취급하고 있는 기록사이즈와 해상도로부터 산출되는 화소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서 촬영한 화상데이터는 통상 s(표준)YCC 색공간의 JPEG 화상데이터(이하, sYCC-JPEG 화상

데이터라 함)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T.81에서는 칼라 화상데이터를 CIE(국제조명위원회) 표색계의 LAB 

색공간의 JPEG 화상데이터(이하, CIELAB-JPEG 화상데이터라 함)로 전송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화상 등의 기존의 고화질 카메라 화상데이터를 전화회선을 통해서 송신처장치

에 전송할 수 있도록 송신처 또는 송신원장 치가 가진 프린터의 기능정보(해상도, 출력색수)를 취득하고, 취득한 프린

터의 해상도나 출력색수가 자기보다 낮을 때는 낮은 해상도나 출력색수에 맞추어서 화상 전송데이터를 생성하는 기

술이 제안되어 있다(예컨대, 특허문헌1 참조)

또한, 디지털 카메라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록미디어의 슬롯을 팩시밀리장치에 장비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

영하여 얻은 YCC-JPEG 화상데이터를 기록 미디어로부터 일단 메모리에 판독하고, 이것을 팩시밀리장치의 메모리에

RGB 화상데이터로서 전개한 후 화상데이터의 횡폭이 소정 화소수로 되도록 백색화소를 추가하고 나서 다시 LAB-J

PEG 화상데이터로 압축하고, 순차 T.81에 따라서 송신하는 기술이 제안되어 있다(예컨대, 특허문헌2 참조).

또한, 퍼스컴에서 취급하는 칼라정보나 디지털 카메라에서 취급하는 칼라 정보를 통신하는 경우에 2진 화일 전송모

드(binary file transfer mode)에 의해 칼라 정보를 송신하는 기능과, ITU-T 권고 T.81에 기초하여 팩시밀리 통신을

실행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수신기가 2진 화일 전송모드의 수신기능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칼라 정보를 T.81에 기초

한 팩시밀리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하고, 수신기가 2진 화일 전송모드의 수신기능을 갖고 있을 때는 칼라 정보를 2진 

화일 전송모드에 의해서 송신하는 기술이 제안되어 있다(예컨대, 특허문헌3 참조).

[특허문헌1]

일본 특허공개 2000-332933

[특허문헌2]

일본 특허공개 2001-2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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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헌3]

일본 특허공개 2002-204361

그러나, 상기 특허문헌1에 기재된 기술에서는 송신처 또는 송신원 장치의 프린터가 가진 기능정보에 맞추어서 화상

전송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으므로 그 생성수단을 위한 구성이 복잡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든다. 또한, 송신처 또

는 송신원 장치의 프린터의 해상도나 출력색수가 자기보다 낮을 때는 낮은 해상도나 출력색수에 맞추어서 화상전송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화상데이터를 그대로 해상도나 출력색수를 저하시키는 일없이 

전송하는 것은 가정하고 있지 않다.

상기 특허문헌2에 기재된 기술에서도 디지털 카메라 등의 화상데이터를 그대로 팩시밀리 장치로부터 송신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록미디어(스마트 미디어 등)를 장치의 슬롯에 삽입하여 YCC-JPEG 화상데이터를 얻고, 이 YCC-JPEG

화상데이터를 RGB 화상데이터로 변환한 후, 백색화소를 추가하고, 또한, LAB-JPEG 화상데이터로 압축하고나서 송

신하므로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상기 특허문헌3에 기재된 기술에서는 수신기가 2진 화일 전송모드의 수신기능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칼라 정보를 T.

81에 기초한 팩시밀리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디지털 카메라 등의 화상데이터를 그대로 송신하

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화상변환을 위한 구성이 복잡하고 비용도 높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착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칼라 화상데이터를 변환이나

압축 등을 하는 일없이 간단하게 저비용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 및 칼라 화상 통신방법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칼라 화상 통신장치는 송신수단 및 제어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송신수단은 s

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한다. 제어수단은 팩시밀리 송신하는 칼라 화상 데이터가 sYCC-J

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 경우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의 DCS(Digital Command Signal)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는 

일없이 상기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도록 제어한다.

이 장치에 의하면 디지털 카메라 등에 의해 촬영된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종래기술과 같은 변환이나 

압축 등을 실시하는 일없이 그대로 팩시밀리 통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성이 간소하게 되고,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간단하게 저비용으로 통신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칼라 화상 통신장치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따라서 제1 색공간(CIELAB-JPEG)의 칼라 화상데이터

를 송신하는 수단;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따라서 제2 색공간(sYCC-JPEG)의 칼라 화상데이터를 송신하는 수단; 및 칼

라 화상데이터의 팩시밀리 송신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제어수단은 제1 색공간의 칼라 화상데이터의 

경우, 팩시밀리 통신순서의 DCS(Digital Command Signal)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여 상기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

밀리 송신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제어수단은 제2 색공간의 칼라 화상데이터의 경우, 팩시밀리 통신순서의 DCS (Digi

tal Command Signal)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는 일없이 상기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본 발명의 칼라 화상 통신방법은 팩시밀리 송신하는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 

경우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의 DCS(Digital Command Signal)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는 일없이 상기 sYCC-JPEG 색

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는 스텝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칼라 화상 통신방법은 팩시밀리 송신하는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 

경우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의 DCS(Digital Command Signal)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는 일없이 상기 sYCC-JPEG 색

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고, 송신하는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가 아닌 경

우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여 상기 sYCC-JPEG 색공간 이외의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

리 송신하는 스텝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칼라 화상 통신장치는 수신수단 및 제어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수신수단은 sYCC-JPEG 색공간의 화

상데이터 화일을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따라서 수신한다. 제어수단은 수신한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

의 화상데이터인 경우는 수신시에 팩시밀리 통신순서의 DCS(Digital Command Signal)에 기초하는 사이즈정보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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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행하지 않는다. 이 때, 제어수단은 수신한 화상데이터 화일에 첨부된 기능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sYCC-JPEG 색

공간의 화상데이터 화일을 처 리한다. 즉, 제어수단은 수신한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

인 경우는 DCS(Digital Command Signal)에 세트되어 있는 사이즈정보보다도 화상데이터 화일에 첨부된 기능정보를

우선적으로 해석한다. 제어수단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수신한 경우 수신한 그대로의 상태

로 상기 화상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하, 실시형태에 의해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상기 실시형태에 관한 칼라 화상 통신장치의 구성의 일예를 나타내는 블록도를 도 1에 나타낸다. 상기 칼라 화상 통

신장치는 복사장치와 팩시밀리장치를 겸용하는 복합기로서 구성한 것이다. 팩시밀리장치는 ITU-T 권고에 규정된 팩

시밀리 통신순서에 따라서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통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도 1에 있어서, 주제어부로서의 CPU(중앙처리장치)(1)는 상기 장치를 구성하는 각 부를 통괄 제어하는 기능을 갖는

다.

상기 CPU(1)에는 NCU(망제어회로: Network Control Unit)(2), MODEM(3), ROM (4), RAM(5), 화상메모리(6), 표

시부(7), 조작부(8), 화상 판독부(9), 화상 기록부 (10), CODEC(부호화ㆍ복호화: Coder and Decoder)(11), LAN I/F

(12)가 버스(13)를 통해서 접속되어 있다.

NCU(2)는 CPU(1)에 의해 제어되어서 통신회선인 전화회선망(PSTN)(14)과의 접속을 제어한다. 또한, NCU(2)는 통

신상대의 전화번호(FAX번호를 포함)에 따른 다이얼펄스를 송출하는 기능 및 착신을 검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MODE

M(3)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T 권고 T.30, T.4에 따른 팩시밀리 전송제어순서(팩시밀리 통신순 서)에 기초하여 

V.17, V.27ter, V.29 등에 따른 송신데이터의 변조 및 수신데이터의 복조를 행한다. 또한, MODEM(3)은 V.8, V.34

를 이용한 V.34FAX에도 적용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MODEM(3)은 NCU(2)를 통해서 전화회선망(14)에 송출하기 

위하여 디지털신호인 송신데이터를 아날로그의 음성신호로 변조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반대로 MODEM(3)은 전

화회선망(14)으로부터 NCU(2)를 통해서 수신한 아날로그의 음성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복조하는 기능을 갖는다.

ROM(4)은 상기 장치 전체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기억한다. RAM(5)은 CPU(1)에 의한 제어에 필요

한 데이터 및 제어동작시에 일시기억이 필요한 데이터 등을 기억한다. 화상메모리(6)는 화상 판독부(9)로 판독한 화

상데이터를 압축상태로 기억하고, 또한, 외부로부터 전화회전망(14)과 MODEM(3)을 통해서 수신한 화상데이터도 압

축상태로 기억한다. 또한, 화상메모리(6)는 퍼스널 컴퓨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네트워크(LAN)를 통해서 수신한 화

상데이터 또는 기록미디어로부터 입력된 화상데이터를 압축상태(JPEG 등)로 기억한다.

표시부(7)는 아이콘, 키버튼의 표시나 데이터의 송수신에 필요한 메시지내용, 조작부(8)의 조작에 의해 입력된 전화

번호나 FAX번호 등을 표시한다. 상기 표시부(7)로서는 CRT 디스플레이나 LCD(액정표시장치)가 이용된다. 조작부(

8)는 숫자키, 원터치키, 등록키, 시작키 및 동작모드 전환키를 갖는다. 숫자키는 전화번호나 FAX번호를 입력하기 위

한 것이다. 원터치키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FAX번호를 원터치로 호출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키는 상대방의 전화번

호나 FAX번호를 단축등록하기 위한 것이다. 시작키는 팩시밀리 통신이나 복사동작의 개시를 지시하기 위한 것 이다.

동작모드 전환키는 FAX모드ㆍ복사모드ㆍ스캐너모드 등의 복수의 동작모드에 관한 모드 전환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화상 판독부(9)는 팩시밀리 송신할 대 또는 복사할 때에 원고의 화상을 광학적으로 주사하여 판독한다. 상기 화상 판

독부(9)는 칼라 화상의 판독도 가능하다. 칼라 판독의 경우, 화상 판독부(9)는 원고 화상을 광학적으로 주사하여 RGB

3색의 색분해신호를 얻는다. 화상 기록부(10)는 전자사진방식의 프린터로 이루어지고, 수신 화상데이터나 복사동작

에 있어서 화상 판독부(9)로 판독한 원고의 화상데이터를 기록지 상에 기록한다. 상기 화상 기록부(10)는 CMYK 4색

의 기록제(토너)를 사용하는 것이고, K(흑색성분)만의 기록제를 이용한 흑백 프린트에다가 CMYK 4색 모두의 기록제

를 이용한 칼라 프린트도 가능하다.

CODEC(11)은 판독한 화상데이터를 송신 또는 기억하기 위하여 MH, MR, MMR방식 등에 의해 부호화(인코드)한다. 

또한, CODEC(11)은 압축부호화된 상태로 수신한 화상데이터를 화상기록부(10)에 의해 기록하기 위하여 복호(디코

드)한다. 또한, CODEC(11)은 화상 판독부(9)로 칼라 판독하여 얻은 칼라 화상데이터를 JPEG방식에 의해 부호화하

고, JPEG방식에 의해 부호화된 상태로 수신한 칼라 화상데이터를 화상기록부(10)에 의해 기록하기 위하여 복호한다.

LAN I/F(12)는 LAN(local area network)을 통해서 외부기기와의 데이터송수신을 행하기 위한 것이고, LAN I/F(12

)를 통해서 PC(퍼스널 컴퓨터) 등의 외부기기가 접속된다. 예컨대, LAN I/F(12)를 통해서 외부기기로부터 sYCC-JP

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수신한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는 그대로 압축부호화된 상태

로 화상메모리(6)에 기 억된다.

이어서, 상기 칼라 화상 통신장치에 의해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는 경우의 송신동작에 관해서 도 2의 플

로우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우선, 스텝 ST1에 있어서 상대방(피호출처)의 FAX번호로 다이얼링(dialing)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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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스텝 ST2에 있어서 피호출처의 장치로부터 응답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없는 경우는 스텝 ST8에 있어서

미리 설정한 T0시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TO시간이 경과하면 스텝 ST10에 있어서 리다이얼링(redia

ling)처리를 한다. 즉, 스텝 ST1로 돌아간다. TO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때는 스텝 ST9에 있어서 호출신호 (CNG:Calli

ng Tone)를 송출한 후 스텝 ST2로 돌아간다.

스텝 ST2에 있어서 피호출처의 장치로부터 응답이 있는 경우는 스텝 ST3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

한다. 또한, 스텝 ST4에 있어서 수신신호가 팩시밀리 전송제어순서 중의 디지털 식별신호(DIS: Digital Identification

Signal)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DIS신호가 아닐 때는 스텝 ST2로 되돌아간다.

스텝 ST24에 있어서 DIS신호를 수신하였다라고 판단하면 스텝 ST5에 있어서 실제의 화상데이터의 송신에 앞서서 

지금부터 송신하는 원고(화상)가 칼라 화상데이터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예컨대, 스텝 ST5에서는 화상 판독부(9)

로 판독한 화상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칼라모드로 판독하였는지 흑백모드로 판독하였는지에 따라 칼라 화상데

이터인지 흑백 화상데이터인지를 판정한다. 또한, 팩시밀리 송신동작의 개시전부터 화상메모리(6)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데이터(화일)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기 화상데이터의 화일명 또는 화일에 첨부된 기능정보에 기초하여 판정 할 

수 있다. 칼라 화상데이터인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는 스텝 ST6에 있어서 그 칼라 화상데이터는 CIELAB-JPEG 색공

간의 화상데이터인지 그렇지 않으면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지를 판정한다. sYCC-JPEG 화상데이터인 

경우는 스텝 ST7에 있어서 팩시밀리 전송제어순서 중의 디지털 명령신호(DCS: Digital Command Signal)에 원고사

이즈정보(주주사폭, 부주사선밀도, 해상도 등)를 세트하는 일없이 그 sYCC-JPEG 화상데이터를 압축상태 그대로 팩

시밀리 송신한다. 스텝 ST7에서는 DCS신호에 sYCC-JPEG 화상데이터라는 내용의 정보를 세트하고, 화일 내에 기

능정보를 첨부한 상태로 sYCC-JPEG 화상데이터의 화일을 송신한다. 예컨대, 기능정보는 화소수(종¡횡 도트수)를 나

타내는 정보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화상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한다.

한편, 스텝 ST5에 있어서 원고가 칼라 화상데이터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을 때, 즉, 흑백 화상데이터인 것으로 판정하

였을 때는 스텝 ST11로 이행한다. 또한, 스텝 ST6에 있어서 칼라 화상데이터가 CIELAB-JPEG 화상데이터인 것으

로 판정하였을 때는 스텝 ST11로 이행한다. 스텝 ST11에 있어서는 ITU-T 권고 T.81 등에 의거한 형태로 종래와 같

은 팩시밀리 송신을 행한다. 스텝 ST11의 팩시밀리 송신처리에서는 DCS신호에 원고사이즈정보를 세트하고, 흑백 화

상데이터 및 CIELAB-JPEG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한다. 흑백 화상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DCS신호에 흑

백 화상데이터라는 내용의 정보를 세트하여 송신한다. CIELAB 화상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DCS신호에 칼라 화

상데이터라는 내용의 정보와 CIELAB 화상데이터라는 내용의 정보를 세트하여 송신한다.

이어서, 이 칼라 화상 통신장치에 의해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수신하는 경우의 동작에 관해서 도 3의 플로우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의 플로우에서는 발호(發呼)처 장치로부터의 CNG신호 수신 이후의 순서에 관해서 설

명한다. 우선, 발호처 장치로부터의 CNG신호를 수신하면 스텝 ST21에 있어서 발호처의 장치에 대해서 팩시밀리 전

송제어순서 중의 DIS신호를 출력한다. 이어서, 스텝 ST22에 있어서 발호처의 장치로부터 수신한 신호가 팩시밀리 전

송제어순서 중의 DCS신호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DCS신호가 아닐 때는 스텝 ST21로 되돌아가서 다시 DIS신호를 

송출한다.

스텝 ST22에 있어서 수신신호가 DCS신호인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는 스텝 ST23에 있어서 지금부터 수신하는 원고(

화상)가 칼라 화상데이터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수신한 DCS신호에는 수신 화상데이터가 칼라인

지 흑백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와, 칼라의 경우에 있어서의 화상데이터의 형식(sYCC-JPEG인지 CIELAB인지)을 나타

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스텝 ST23에서는 스텝22에서 수신한 DCS신호에 기초하여 칼라 화상데이터인지 흑

백 화상데이터인지를 판정한다. 스텝23에 있어서 칼라 화상데이터인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는 스텝 ST24에 있어서 

스텝22에서 수신한 DCS신호에 기초하여 그 칼라 화상데이터가 CIELAB-JPEG 화상데이터인지 그렇지 않으면 sYC

C-JPEG 화상데이터인지를 판정한다. sYCC-JPEG 화상데이터인 경우는 스텝 ST25에 있어서 DCS신호에 기초하는 

원고사이즈의 판단을 행하는 일없이 그 sYCC-JPEG 화상데이터를 수신한다. 스텝 ST25에 있어서 수신한 sYCC-JP

EG 화상데이터는 압축상태 그대로 화상메모리(6)에 기억된다.

한편, 스텝 ST23에 있어서 원고가 칼라 화상데이터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 즉, 흑백 화상데이터인 것으로 판

정하였을 때는 스텝 ST26으로 이행한다. 또한, 스텝 ST24에 있어서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화상데이터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 즉, CIELAB-JPEG 화상데이터인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는 스텝 ST26으로 이행한다. 스

텝 ST26에 있어서는 ITU-T 권고 T.81 등에 의거한 형태로 종래와 같은 팩시밀리 수신을 행한다. 스텝 ST26의 팩시

밀리 수신처리에서는 DCS신호를 해석하여 원고사이즈를 검출하고, 이 원고사이즈에 기초하여 수신 화상데이터의 처

리(기억ㆍ복호ㆍ전송 등)를 행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칼라 화상 통신장치 및 칼라 화상 통신방법은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칼라 화상데이터를 변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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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등을 하는 일없이 간단하게 저비용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로서,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는 송신수단; 및

팩시밀리 송신하는 칼라 화상 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 경우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사이즈정

보를 세트하는 일없이 상기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팩시밀리 송신하는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 경우

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의 DCS(Digital Command Signal)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는 일없이 상기 sYCC-JPEG 색공간

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팩시밀리 송신하는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 경우

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는 일없이 화일 내에 기능정보를 첨부한 형태로 상기 sYCC-JPEG 색공

간의 화상데이터 화일을 팩시밀리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

청구항 4.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따라서 화상데이터를 송신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로서,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따라서 제1 색공간의 칼라 화상데이터를 송신하는 수단;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따라서 제2 색공간의 칼라 화상데이터를 송신하는 수단; 및

제1 색공간의 칼라 화상데이터의 경우,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여 상기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밀

리 송신하고, 제2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의 경우,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는 일없이 상기 칼라 화상

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제1 색공간의 칼라 화상데이터의 경우, 팩시밀리 통신순서의 DCS(Digital Comma

nd Signal)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여 그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고, 제2 색공간의 칼라 화상데이터의 경

우, 팩시밀리 통신순서의 DCS(Digital Command Signal)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는 일없이 상기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제2 색공간의 칼라 화상데이터의 경우, 팩 시밀리 통신순서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

는 일없이 화일 내에 기능정보를 첨부한 형태로 그 칼라 화상데이터 화일을 팩시밀리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제2 색공간의 칼라 화상데이터로서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제1 색공간의 칼라 화상데이터로서 CIELAB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

청구항 9.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는 칼라 화상 통신방법으로서,



공개특허 10-2004-0034502

- 7 -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기 전에, 송신하는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스텝; 및

송신하는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 경우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

는 일없이 상기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는 송신스텝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스텝에서는 송신하는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 경우에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의 DCS(Digital Command Signal)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는 일없이 상기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스텝에서는 송신하는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 경우는 팩

시밀리 통신순서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는 일없이 화일 내에 기능정보를 첨부한 형태로 상기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 화일을 팩시밀리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방법.

청구항 12.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는 칼라 화상 통신방법으로서,

칼라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기 전에, 송신하는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스텝; 및

송신하는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 경우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

는 일없이 상기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고, 송신하는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가 아닌 경우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사이즈정보를 세트하여 상기 sYCC-JPEG 색공간 이외의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팩시밀리 송신하는 송신스텝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방법.

청구항 13.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따라서 칼라 화상데이터를 수신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로서,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 화일을 팩시밀리 통신순서에 따라서 수신하는 수신수단; 및

수신한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 경우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의 사이즈정보를 판단하는

일없이 수신한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 화일에 첨부된 기능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 화일을 처리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수신한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인 경우는 팩시밀리

통신순서의 DCS(Digital Command Signal)에 기초한 사이즈정보의 판단을 행하는 일없이 수신한 sYCC-JPEG 색공

간의 화상데이터 화일에 첨부된 기능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 화일을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수신한 칼라 화상데이터가 sYCC-JPEG 색공간의 화상데이터가 아닌 경우는 팩

시밀리 통신순서의 사이즈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sYCC-JPEG 색공간 이외의 색공간의 화상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sYCC-JPEG 색공간 이외의 색공간으로서 CIELAB 색공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화상 통신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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