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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방법 및 시스템.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하드카피 출력으로 변환하는 방법 및 시스템.

영상 재생용 순차 디더 방법 및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신규하고  유용한  시스템  및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영상  변환  시스템의 기
능 블럭도.

제2도는 각 수퍼 픽셀이 본 발명에 따라 처리될 개별적인 픽셀 정보 자체의 i-j  인덱스를 갖는 주사
된 수퍼픽셀의 I,J 어레이 또는 인덱스를 도시한 도면.

제3a도는  본  발명에  따른  에러  확산,  순차  디더  및  픽셀  할당의  동작을  제어하는데  이용된  데이타 
처리 방법론 및 단계의 시퀀스를 묘사하는 걔략적이고 서술적인 흐름도.

제3b도는  각각의  프린트된  컬러  평면에  관한  최대  드롭  또는  도트  카운트  제한을  부과하는데 사용되
는 데이타 처리 방법론을 묘사하는 서술적인 흐름도.

제3c도는 제3b도에 설명된 신호 처리 시퀀스를 보다 상세히 도시하는 기능적 전기 블럭도.

제4a,  제4b  및  4c도는 제b도에 프린팅의 종래 기술의 순차 디더 방법에 사용된 픽셀 임계 공정을 도
시한 도면.

제5a,  5b  및  5c도는  프린팅  공정시  언더프린팅으로  인해  정보의  최대량이  손실되는  통상적인  순차 
디더 프린팅시 픽셀 할당의 극단적인 경우를 도시한 도면.

제6a,  6b  및  6c도는  언더프린팅보다는  오버프린팅을  통해  정보의  최대량이  손실되는  통상적인  순차 
디더프린팅을 이용하는 픽셀 할당 공정을 도시하는 도면.

제7a  및  7b도는  다중  컬러  평면용인  통상적인  순차  디터  프린팅을  이용하는  픽셀  할당  공정을 도시
한 도면.

제8a  및  8b도는 본 발명에 따른 순차 디더 픽셀 할당 공정을 이용해 다중 컬러 평면용 도트-넥스트-
투-도트(DND) 픽셀 할당 공정을 도시한 도면.

제9a  및  9b도는  다중  컬러  평면에서  프린트를  위해  또다른  형태의  DND  순차  매트릭스  및  DND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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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공정을 도시한 도면.

제10a  및  제10b도는  프린트된  픽셀  매트릭스내에  빈공간을  남기는데  유용한  본  발명에  따른 프린팅
의 또다른 형태의 DND 순차 디더 방법을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주사기                                          

12 : 적(R) 녹(G) 청(b) 포맷 변환수단

14 : RHGb/청(c) 황(Y) 적(M)의 컬러 변환 수단

16 : 순차 디더 및 에러 확산 수단      18 : 컬러 프린터

34 : 조정 제어                        36 : 수퍼 픽셀 주사기

56 : 청, 적, 황, 흑 수퍼 픽셀 가산기

72 : 청, 적, 황, 흑 제산기            

96,98,100,102 : 나머지 탐색표(LUT)

112,114,116,118 : 에러 확산 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단색  및  컬러  프린팅(monochromatic  and  color  printing)에  관한  것으로, 특
히,  병렬  신호  처리  장치(parallelsiganl  processing  arrangement)에  있어서  순차  디더(ordered 
dither)  및  에러  확산(error  diffusion)의  신규  처리  조합을  이용해  컬러  영상(color  imager)을 재
생하는  개선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재생된  컬러  영상의  프린트  질을  개선시키고,  비교적 
고속의 계산 속도로 동작한다.

전통적으로,  디지탈  컬러  영상은  순차  디더  공정  또는  에러  확산  공정을  이용해  컬러  프린터로부터 
하드카피  출력(hardcopy  output)으로  변환되었다.  이들  두  공정은  일반적으로  컬러  영상  재생 기술
(color  image  reproduction  arts)로  잘  알려저  있으며,  예를  들면,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
된  쿠리하라(Kurihara)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733,320호,  코흐(Koch)의  미합중국  특허4,651,228호 
및  템플(Temple)의  미합중국  특허  제4,339,774호를  포함하는  많은  선행  기술  참조문헌에  설명되어 
있다.  최근에,  에러  확산  기법(error  diffusing  techniques)은  컬러  잉크  제트  프린팅  분야에  있어 
고해상도  및  높은  프린트  품질의  컬러  프린트  영상을  얻기위해  그레이  스케일  할당  방법(gray  scale 
assignment  techniques)과  조합하여  사용되었다.  그러한  하나의  공정이  예를들면,  본  출원인의 계류
중인  1988년  12월  2일  출원된  특허출원  제278,881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  공정의  명칭은  "Method 
and  System  for  Enhancing  to  Qualityof  both  color  and  black  and  White  Images  Produced  by  color 
Ink  Jet  Printers"이다.  이  출원은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며,  또한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된다.

영상재생의  순차  디더  방법에  있어서,  휘도  I  (x,y)내의  주어진  픽셀  위치(x,y)에서  픽셀을  프린트 
할  것인지  또는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주어진  위치(x,y)에서  디더  매트릭스의  값에 따르
며,  여기서  D(x,y)는  전형적으로  n×m  매트릭스이다.  이들  매트릭스  값은  수퍼  픽셀(super  pixel) 
또는  기준  매트릭스(reference  matrix)  또는  "타일(tile)"의  x와  y  양방향을  따라  주어진  픽셀 시퀀
스로  사전할당되고,  이  수퍼  픽셀  또는  기준  매트릭스는  선택된  수의  개별적인  픽셀로  구성된다. 
I(x,y)의  값이 수퍼 픽셀 기준 매트릭스상의 어떤 주어진 개별 픽셀 위치에서 D(x,y)  보다  큰  경우, 
x,y에서 픽셀이 프린트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프린트되지 않는다.

순차  디더에  대한  이러한  통상적인  방법이  주요한  장점은  픽셀  단위로  임계  비교만을  반복하기 때문
에  간단하다는  것이다.  디더  매트릭스(D)를  상이하게  선택함으로써  상이한  출력  특성을  갖게  되며, 
매트릭스  크기(n×m)의  선택에  따라  출력  프린트  품질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상  재생의 이러
한  순차  디더  방법은  탁월한  계산  속도를  나타내며,  양호한  그레이  스케일  해상도(good  gray  sccue 
resolution)를  갖거나  또한  양호한  공개  해상도(good  spatial  resolution)를  가질  수  있으나,  둘 모
두를  갖지는  못한다.  대형  순차  디너  매트릭스(D)는  양호한  그레이  스케일  재생의  결과를 가져오지
만  조악한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반면,  소형  순차  디더  매트릭스(D)는  양호한  공간  해상도를  갖지만 
조악한  그레이 스케일 재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컬러  영상  공정으로  이들  통상적인  순차  디더  방법을  확장하며,  컬러  평면의  수  만큼  많은  순차 디
더  매트릭스  마스크가  존재한다.  얼마나  많은  상이한  미스크가  사용되던지에  관계없이,  하나를 초과
하는 컬러 평면에 대해 주어진 픽셀이 턴온되어야 하는 상황이 항상 존재할 것이다.  비록 이러한 상
황이  몇몇  프린팅  공정에  대해  수용가능할지라도,  서로의  상부에  축적되는  경우,  잉크의  상이한 컬
러가 조악한 컬러 혼합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컬러 번짐을 야기할 잉크 제트 프린팅과 같은 다른 프
린팅  공정에  대해  항상  수용가능한  것은  아니다.  투명한  토너(transparent  toners)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사진  공정(electrophotographic  process)에  있어서,  서로의  상부에  축적된  토너의  상이한 컬러
는 또한 조악한 사진 품질을 초래할 것이다.  잉크 젯트 및  전자사진 프린팅 모두에게 대립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계산 공정이 요구된다.

전술한 형태의 순차 디더 공정은 또한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addision-Wesley 
Publishing company,copyright 1982, 폴리 및 반담(Foley and Van Dam)의 "Fundamentals of 
Interactive  computer  Graphics"이란  명칭으로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다.  특히,  이  참고문헌의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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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및 페이지 597-602를 참조하라.

에러  확산법은  나머지  정보를  기본  프린트된  픽셀(primary  printed  pixel)  주위를  둘러싼  인접 픽셀
(neighboring  pixels)로  분배하는데  이용된  기법이다.  이  나머지  정보는  프린트가능한  그레이 스케
일  수와  주사된  영상을  정확히  나타내는  완전한  입력  영상  그레이  스케일  데이타간의  에러를 나타낸
다.  이러한 에러 확산 공정은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된 전술한 본  발명자의 계류중인 특허출원 제
278,881호  및  제1976년  플로이드  및  스테인버그(Folyd  and  Steinberg)의  "an  adaptive  aogorithm 
For  Spatial  Gray  Scale",  Proceedings  of  the  Society  of  Information  Diplay,  Vol.  17/2,  1976, 
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또한  설명되어  있는  여러가지  잘  알려진  알고리즘중  선택된  하나를  사용하여 
종종 수행한다.

단지 순차 디더 공정 또는 에러 확산 공정만을 단독으로 활용하는 컬러 및 단색 프린팅 방법은 여러
가지  두드러진  단점이  있다.  순차  디더  공정은  계산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에,  상당한  양의  그레이 
스케일  정보가  전술한  임계  기법으로  인해  손실될  수  있다.  이들  순차  디더  공정은  또한  과도한 잡
음,  조악한  공간  해상도  및  조악한  저주파  응답과  고주파  응답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다중  컬러 
평면을  사용하고,  도트-넥스트-투-도트(dot-next-to-dot  :  DND)  포맷팅으로  한정되는  경우, 전통적
인 순차 디더 방법은 실시하기 어렵고, DND 포맷팅 요구를 해결하는데 비효율적이다.

순차 디더 기법을 제외한 한편,  단지 에러 확산만을 사용하는 프린팅 방법은 계산 속도가 비교적 느
리며(예를  들면,  순차  디더  계산  속도의  1/8),  컬러  프린팅  기술에  "윔(worms)"으로  알려진 바람직
하지  못한  아티팩트(artfact)를  가져온다.  이  아트팩트는  에러  확산  공정에서  발생된  에러수가 프린
팅중에 축척되는 것을 허용하고,  방금 프리트된 픽셀 또는 수퍼 픽셀 주위의 픽셀로 에러 나머지 드
롭 계수를 적절히 분산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발생된다.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윔"의  아티팩트없이  에러  확산  신호  처리의  양호하고  세 한  컬러의 제
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순차 디더 및 에러 확산 공정 모두의 장점을 대부분 조합하는 컬러 및 단색 
프린팅을  위해  신규하고  진보성을  갖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더우기,  이러한  시스템 
및  방법은  순차  디더  공정의  속도와  순차  디더  공정  단독에  대해  상당히  개선된  저주파  및  고주파 
응답을  동시에  가질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종이  주름(paper  cockleing)을 방지
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프린트  매체요구의  단위  면적당  최대  잉크 부피(Vmax )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만족스럽게  동작할  뿐만  아니라,  도트-넥스트-투=도트(DND)  프린팅의  포맷팅  제한을  쉽게 해결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양호한  "윔  프리(worm  free)"  공간  해상도,  양호한  그레이  스케일 천
이 및 고속 계산 속도를 갖는 프린트 영상의 재생에 유용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주사된 컬러 영상 정보를 하드카피 출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제
공되고 처리를 위한 청(c),  적(M),  황(Y),  및  흑(K)  수퍼 픽셀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발생하기 위
해 컬러 영상을 초기에 주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정보는 개별 컬러 평면에 부가되어 각각의 컬러 
평면내 추가된 수퍼 픽셀 정보를 나타내는 csum ,   Msum , Y sum 및 Ksum 을  획득한다.  다음에,  이  정보는 각

각의  컬러  평면에서  계산되어  각각의  컬러  평면에서  몫  신호  나머지  신호를  획득하며  각각의  컬러 
평면에서 cQ , cR ; MQ :,   MR , Y Q  , YR:KQ , KR 로  표시된다.  각각의 컬러 평면에서 나머지 신호는 페루우

프  에러  분배  시스템(closed  loop  error  distribution  system)을  통해  분배되면  상기  표시된  각각의 
컬러  평면에서  최초에  추가된  픽셀  정보와  재결합된다.  각각의  컬러  평면에서  전술한  제산에  의한 
몫 정보는 순차 디더 공정시 프린트된 컬러 영상이 얻어질 수 있는 순차 디더 출력 매트릭스에 분배
된다.

이러한 공정 및  관련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순차 디더와 에러 확산 신호 공정 및  프린팅의 조합은 
각각의  공정으로부터  다수의  장점을  동시에  얻기  위해  성취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순차  디더 공
정이 "X"의  계산시간을 필요로 하며,  에러 확산 공정이 8X의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본  발명은 
전형적으로 1.2X-1.3X의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보다  큰  수퍼  픽셀  매트릭스(I,J)내  각각의  수퍼  픽셀은 m×n

개의  개별  픽셀을  포함하며,  선택된  그레이  레벨  정규화  인자는  8비트  데이타  표현  형식의  경우 2
8

과  동일하다.  이러한  정규화  인자는  밑수  2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및  신호  처리  시스템은 예
외적인 계산 속도를 갖는다.  공지된 선형 에러 확산 기법에 비해,  본 발명의 공정시 드롭의 에러 나
머지  수는  기본  또는  방금  프린트된  수퍼  픽셀에  인접하는  할당된  수퍼  픽셀내로  확산된다.  이것은 
에러  데이타의  바람직하지  못한  축적에  대한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단일  픽셀  에러  확산에  비해 그
러한 수퍼 픽셀 에러 확산에 포함되는 계산 노력을 감소시킨다.

이하 설명된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단일 데이타 처리 방법론(single data processing 
methodology)또는  코드(code)는  순차  디더  공정  및  에러  확산  공정을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신규한  특징은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구현하는  구조를  간단히 하
여 비용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의 하이브리드 영상 변환 공정으로 에러 확산의 많은 최상의 성능 특성과 순
차  디더  공정의  많은  최상의  성능  특성을  조합하는  전술한  형태의  새로이  개선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  공정은  하드카피  출력시  재생된  컬러  영상의  전반적인  프린트  품질  및 해상도
를 개선하는데 유용하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술한  형태의  방법  및  시스템에  있어서,  에러  확산  영상  변환  공정에서 특
징적으로  나타나는  "윔'의  아티팩트를  제거한  전술한  형태의  신규하고  진보성을  갖는  방법  및 시스
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비교적  고속의  계산  속도로  동작하는  전술한  형태의  신규하고  진보성을 갖
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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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양호한  공간  해상도,  상당히  양호한  그레이  해사도  및  양호한  저주파 응
답  특성과  고주파  응답  특성을  갖는  하드카피  출력을  발생하는  전술한  형태의  신규하고  진보성을 갖
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도트-온-도트(dot-on-dot  :  DOD)  및  도트-넥스트-투-도트(DND)  포맷팅 겸
용의 전술한 형태의 신규하고 진보성을 갖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신규한 특징은 단색 및 컬러 프린팅 모두에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
으로서  주사된  영상의  하드카피  복사시  정보의  최대랑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병렬  신호  처리 방안으
로  순차  디더  및  에러  확산을  동시에  활용한다.  순차  디더  몫  정보는  일련의  사전설정된  수퍼  픽셀 
기준  매트릭스에  프린트되어  하드카피  출력을  생성하며,  이러한  몫  정보와  연관된  나머지  정보는 페
루우프  피드백  공정  및  시스템에  분산되어  인입되는  영상  정보와  재결합된다.  이것은 시스템으로부
터의  하드카피  출력과  같은  주사된  영상의  재생동안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주사된  영상을  나타내는  순차  디더  몫  및  나서지  데이타를  발생하도록 동
작하는  전술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또한  보다  크거나  수퍼  픽셀매트릭스 
또는  마스크내  사전  설정된  우선순위  시퀀스의  개별  픽셀  위치에  몫  데이타를  프린트하도록 동작한
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청(c),  황(Y),  적(M),  및  흑(K)  컬러  평면과  같은  다수의  컬러  평면의 각
각에  대한  몫  및  나머지  정보를  발생하도록  동작하는  전술한  형태의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이다.  그  다음,  각각의  컬러  평면에  대한  몫  데이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수퍼픽셀  기준 매트릭
스  또는  마스크에  프린트되며,  도트-온-도트(DOD)  프린팅은  수퍼  픽셀  기준  매트릭스  또는  마스크가 
각각의  컬러  평면에  대해  사용되는  선행  기술  경우에서  처럼  강제적으로  실시되지는  않는다.  또한, 
잉크  제트  프린팅의  경우에서  처럼  컬러반짐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프린트된  수퍼  픽셀에 공
백이  유지될  수도  있다.  이것은  각각의  컬러  평면에  대해  개개의  수퍼  픽셀  기준  매트릭스(또한 타
일 또는 마스크로서 언급되는)를 요구하는 선행 기술의 순차 디더 방법에서는 불가능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에러  확산  공정과의  조합  신규성과는  별개로  순차  디더  동작  자체로 신규
성을 갖는 전술한 형태의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규한 순차 디더 방법에 있어
서,  순차 디더 몫 정보는 보다 큰 수퍼 픽셀 기준 매트릭스내의 개별 픽셀에 사전할당된다.  이들 몫 
정보의  모두는  하드카피  출력을  발생하는데  사용되며,  통상적인  순차  디더  공정에서와  같이  영상 정
보의  실질적인  양이  손실되는  기준  매트릭스  또는  마스크  임계  기법을  사용하는  구분적  방식으로 비
교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에러  나머지  정보가  추출되는  방금  프린트된  수퍼  픽셀  주위의  다수의 수
퍼  픽셀내로  에러  나머지  정보를  분산하도록  동작하는  본질적으로  신규한  에러  확산  공정을 제공하
는 것이다.

이  기법은  단지  개별적인  픽셀의  방금  프린트된  픽셀  또는  수퍼  픽셀로부터  에러  확산  데이타를 수
신하는 통상적인 에러 확산 공정과는 충분히 대비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본  명세서에  또한  설명되는  바와같이,  에러  확산  및  순차  디더  모두를 처
리하는데  적절한  공통  알고리즘(common  algorithm)을  이용해  영상  변환을  제공하도록  독특하고 협력
적이며  세련된  간단한  방법으로  동작하는  신규한  병렬  신호  처리  시스템(novel  parallel  signal 
processing system)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잉크 제트 프린팅 용융에 필요할 수도 있는 바와 같이 프린트된 드롭 또는 
도트  부피를  사전설정된  최대  프린트 부피(Vmax )로  제한할  수  있는  전술한  형태의  진보성을  갖는 방

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잉크 제트 프린팅 응용에서 종이가 주름 잡히는 것
을  방지하며,  전자사진  프리팅  응용에서  주어진  프린트  매체위로  투입되는  토너의  양을  제한하는데 
사용되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클러스터(cluster)나  분산  픽셀  할당  방법을  사용해  출력  순차  디더  매트릭스와 
함께  사용되고  동작하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전술한  형태의  신호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들  방법은  통일된  방법으로  픽셀  공간을  포함한  도트-넥스트-투-도트(DND)  및  도트-온-도트(DOD)의 
모든 경우를 처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술한 목적,  장점 및  신규한 특징은 첨부도면에 대한 이후의 설명으로부터 보다 잘 이해
될 것이다.

제1도를  참조하면,  주사기(scanner)(10)가  컬러  영상을  부가적인  적,  녹,  청(R-G-b)  포맷 변환단
(12)에  응용하기  위한  디지탈  그레이  스케일  데이타(digital  gray  scale  data)로  변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포맷  변환  단(12)으로부터의  R-G-b  출력  데이타는  잘  알려진  방법으로  청-황-적(D-Y-M) 컬
러  변환단(14)으로  또한  알려진  감산  컬러  기본단(14)에  지시된  바와  같이  인가되어  잘  알려진 방법
으로  흑색을  얻기  위해  최대100%의  언더컬러  제거가  가능하다.  유체색(흑)은  Y-M-c  잉크  컬러의 혼
합으로는 쉽게 제조될 수  없으며,  그러한 혼합은 순수한 흑색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모되는 
잉크의  양을  또한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Y,M,c  컬러에  의해  생성된  흑색  잉크는  순수 흑색(K)으
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순후  흑색의  이러한  대체  및  발생은  언더컬러  정정  또는  언더컬러의 
제거(UcR)로서  본  기술  분야에  알려져  있다.  따라서,  100%  언더컬러  제거의  이용은  잉크  소모를 최
소화하고 하드카피 출력때에 재생된 영상의 해상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c-Y-M  컬러  변환단(14)의  출력은  하이브리드  에러  확산(ED)  및  순차  디더(OD)  단(16)에  인가되는 디
지탈  데이타  스트림이고,  이어  하이브리드  ED/OD  단(16)은,  예를  들어,  감열식  잉크  제트  컬러 프린
터와  같은  컬러  프린터(color  printer)(18)를  구동한다.  하이브리드  ED/OD  단(16)을  제외하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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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영상 주사 및 재생 시스템의 일반적인 기능 장치는 일반적으로 영상 처리 기술에 잘 알려져 있
다.  그러한  시스템의  영상  처리  동작의  한  형태는,  예를  들면,  1987년  3월  출판된  bYTE  Magazin의 
비.  엠.  도우슨(b.M.Dawson)의  논문  "Introduction  To  Image  Processing  algoritthms"  (페이지  169 
이하  참조)에  설명되어  있다.  그러한  영상  처리  능력  및  대응하는  시스템  동작은  또한  양수인인 캘
리포니아  팔로앨토에  소재하는  휴렛트  팩카드  캄파니가  저작권을  갖는  디스포트(Gary  Dispoto)  등에 
의해  1986년  2월에  초판된  "Designer's  Guide  to  Raster  Image  Printer  algorithms"에  설명되어 있
다. 이들 모두는 본 명세서 참고로 인용된다.

제2도를  참조하면,  I,J  인덱스로  표시된  수퍼  픽셀의  커다란  매트릭스가  도시되어  있고,  이들의 수
퍼 픽셀은 m-n  인덱스로 표시된 개별적인 수퍼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  m-n  수퍼  픽셀의 각각은 16개
의  개별적인  i-j  픽셀을  포함한다.  이러한  현상은  본  발명의  명세서의  어떤  수학적인  표기법에 사용
되는  x-y  매트릭스  정보를  제공하며,  제2도의  m-n  수퍼  픽셀은  전형적으로  4×4  또는  16세그먼트 수
퍼  픽셀이다.  본  발명은  실시함에  있어서,  6×3  또는  8×4  수퍼  픽셀이  한편으로  양호한  계산 효율
과  다른  한편으로  양호한  출력  화상  품질간의  양호한  절층(compromise)  또는  교환(tradeoff)을 제공
한다.

제3a도는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하나의  수퍼  픽셀을  처리하는  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제3a도의 
초기 단계에서, 각각의 c,  M,  Y  및 K  수퍼 픽셀값(cSUM , MSUM , Y SUM 및 KSUM )의 각각에 대해 추가된 카운

트가  합계되어  제산  단계  또는  단(28)에서  처리된다.  제2도의  표기법에  있어서,  각각의  컬러  평면에 
대한 이들 합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각각의 수퍼 픽셀[I, J]에 대해

이며, 여기서 Kij, cij, Mij 및 Yij는 각각 흑, 청, 적 및 황색의 픽셀 값이고, Mr9    c r9 Mr 및 Yr은 각각 

흑, 청, 적 및 황식의 사전 수퍼 픽셀 나머지 값이다.

상기의  기본  컬러  픽셀합은  정규화  인자 2
8
에  의해  단계(28)에서  제산되며,  이것은  합산된  각각의 

기본 컬러에 대해 정규화된 몫과 8비트 데이타 표시에 대해 단계(30)에  표시된 바와 같이 에러 확산
에  대한  에러  나머지(error  residual)를  얻기  위해  행해진다.  단계(30)에서,  에러  나머지는  사전에 
합산된  정보(제3c도  아래에  또한  표시됨)와  결합되며,  단계(28)로부터의  몫  출력이  단계(30)에서 에
러 확산과 병렬로 처리되어 출력 수퍼 픽셀 선택 및 컬러 프린팅 단계(32)에 제공된다.

출력단계  또는  단(32)은  그곳에  제3b도의  기능  블럭도에  도시된  조정  제어단(adjustment  control 
stage)(34)를  포함한다.  조정  제어단(234)의  기능은  각각의  컬러  평면에서  c,  M,  Y  및  K의  총수를 
카운트하고,  카운트된  최대 부피(Vmax )로  정의된  드롭의  사전설정된  최대  허용수  또는  부피와 기교하

는 것이다.  그러나, V max 는  단지 최대 부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도트 카운트에 관한 어떤 상

한을 나타낸다. Vmax가  초과되는 경우,  각각의 컬러 평면내에서 c,  M,  Y  및 K합에 대한 드롭 또는 도

트  카운트의  그  다음으로  최고  허용가능하고  이용가능한  수가  제공되며,  후자의  두  총계간의  차는 
에러  확산에  대한  토대를  이하  설명되는  기본  또는  방금  프린트된  픽셀  주위의  수퍼  픽셀내로 제공
한다. c,  M,  Y  및 K에 대한 총 드롭 카운트 합의 최종적으로 V max  (또는 도트 카운트 최대수)와 같거

나  그  보다  적도  선택되는  경우,  조정  제어단(34)의  출력  신호는  본  명세서에  설명되고  특허청구된 
신규한 픽셀 할당 공정에 따라서 출력 순차 디더 동작(ouput ordered dither operation)을 
수행한다.

조정  제어단(34)은  그곳에  인입되는  도트  카운트  신호를  사전설정된  최대  도트  카운트 Vmax 와 비교하

여 표시된 바와 같이 두개의 출력 라인(38  및  39)중  하나의 라인상에 "예"  또는 "아니오"  출력 신호
를  발생하도록  동작하는  총  도트  카운터  단(37)을  포함한다.  총  도트  카운트가 Vmax 를  초과하지 않는

다면,  픽셀  할당  및  순차  디더  매트릭스  단(40)으로의  입력에서  신호가  발생되어  컬러  하드카피 출
력의  생성에  사용된  순차  디더  프린팅  및  수퍼  픽셀  매트릭스  할당을  제공한다.  그러나, 단(37)에서
의  총  도트  카운트가 Vmax 를  초과하는  경우,  최고  도트  카운트의컬러  평면이  식별되고,  대응하는 출

력  신호가  발생되어  사전  판독  컬러  평면의  도트  카운트가  1만큼  감소되는  다음  단(42)의  입력으로 
제공되는 단(41)의 입력에서 라인(38)상에 신호가 발생된다.

단(42)으로부터  출력  신호는  감소된  에러  신호를  방금  언급한  수퍼  픽셀에  인접하는  수퍼  픽셀로 분
배하는  에러  확산단(43)을  구동하는데  이용된다.  그  다음,  에러  확산단(43)은  입력  신호를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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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트  카운트  갱산단(44)의  입력에  발생시키며,  다음의  도트  카운트  갱신단(44)의  총  도트  카운트를 
갱신하여  또  다른  제2도트  카운트  비교단(45)의  입력에서  출력  신호를  다시  제공한다.  그  다음, 비
교단(45)은  새로운  갱신  도트  카운트를 Vmax 와  비교하여 Vmax 가  현재  초과되지  않는  경우, 라인(46)상

에  출력  "아니오"  신호를  발생하여  순차  디더  매트릭스  단(40)의  입력에  인가한다. Vmax 가  계속해서 

초과되는  경우,  비교단(5)은  피드백  라인(47)을  경유해  출력  "예"  신호를  발생하며,  발생된  신호는 
컬러  평면  식별단(41)의  입력으로  인가된다.  이  단계(41)는  다시  다음의  최고  도트  카운트의  컬러 
평면을  식별하여  라인(46)상에  "아니오"신호가  궁극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발생할  때까지 V max 비

교 공정 전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한다.

제3c를  참조하면,  수퍼  픽셀주사기(36)는  제1도의  단(10,  12  및  14)를  포함하며,  게다가  제3b도의 
데이타라인(15)은  제1도의  데이타  라인(15)에  대응한다.  이러한  데이타  라인(15)은  도시된  바와 같
이  접속되어  에러  확산  및  순차  디더단(16)을  구동하며,  에러  확산  및  순차  디더단(16)은  제3b도에 
기능  블럭도로  도시된다.  데이타  라인(15)은  4개의  이용가능한  데이타  입력(48,50,52,  및  54)을 도
시된  4개의  컬러  평면내  각각의  청,  적,  황  및  흑  픽셀  가산기(56,58,60  및  62)에  제공한다. 제2도
내의  주사된  수퍼  픽셀의  모두에서  총  픽셀  정보의  전술한  4개의  원색은  각기  출력  데이타 라인
(64,66,68  및  70)상에  발생된다.  이들  라인은  도시된  바와  같이  접속되어,  청,  적,  황  및  흑  병렬 
처리된 컬러 평면내 4개의  제산기 단(72,74,76  및  78)을  구동한다.  청,  적,  황  및  흑  픽셀  정보 제
산기(72,74,76  및 78)의 각각은 cQ , MQ , Y Q, K Q  몫  데이타를 수신하기 위해 각각의 몫 출력 데이타 라

인(80,82,84  및  86)을  포함한다.  또한,  이들  제산기  단(72,74,76  및  78)은  나머지  신호 cR , MR , YR , 

KR 을  수신하는  출력  나머지  데이타  라인(88,90,92  및  94)을  포함한다.  이들  후자  신호는  각기  흑, 

황,  적  및  청  나머지  탐색표(LUT)(96,98,100  및  102)를  포함하는  피드백  루우프로  공급된다.  이들 
탐색표(96,98,100  및  102)의  각각은  각기  출력  데이타  라인(104,  106,  108  및  110)상에  나머지  에러 
확산  신호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그레스  스케일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그  다음,  이들  신호는 
도시된 에러 확산 피드백 루우프내 4개의 흑, 황, 적 및 청 컬러 평면에 대한 에러 분배단
(112,114,116  및  118)에  인가된다.  이들  에러  분배단(112,114,116  및  118)은  도시된  바와  같이 접속
된  자신들의  출력  데이타  라인(120,122,124  및  126)을  포함하며,  이들  데이타  라인(120,122,124,  및 
126)상의  에러  분배  신호를  각기  4개의  컬러  픽셀  가산기  단(56,58,60  및62)내의  합산된  정보와 재
결합시킨다.

청,  적,  황  및  흑  제산기  단(72,74,76  및  78)으로부터  유도되는  몫출력  데이타  라인(80,82,84  및 
86)은  표시된  바와  같은  각각의  흑,  황,  적  및  청  컬러  평면에  대한  다수의  몫  탐색표(128,130,132 
및  13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속된다.  각각의  몫  탐색표  (128,130,132  및  134)는  제3a도에서 설명
된  조정  제어단(3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속된  출력  데이타  라인(136,138,140  및  142)을  포함한다. 
조정  제어단(34)은  조정  제어단(34)으로부터  출력  데이타  라인(144)상에  수용가능한  최대  드롭 카운
트  수(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라인(136,138,140  및  142)으로부터  합산된  드롭  카운트  출력  신호를 
Vmax 와  동일하거나  그  보다  작은  값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이용된다.  이  신호는 컬

러 영상 출력 터미널(148)로부터 유도되는 출력 순차 디더 매트릭스 단(146)을 구동하는데 
이용된다.

본  발명은  넓은  의미에서,  순차  디더  매트릭스(146)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형태의  에러  확산  공정과 
호환성을  갖는  임의의  적절한  순차  디더  공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순차  디더  및  에러  확산의 광범
위한 조합은 본  명세서에 표시된 바와 같은 방법 및  시스템 청구범위 포맷 모두에 신규하기 때문에, 
본  발명은  청구범위의  범주내에서  순차  디더  및  에러  확산의  어떤  조합의  범주내에도  포함된다는 것
이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신규하고  진보성을  갖는  순차디더 방
법은 여러 실시예에 있어 어떤 알려진 순차 디더 기법보다 뛰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순차  디더  공정의  이러한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참조는  우선적으로  제4a-4c도, 제6a-
제6c도  및  제7a-제7b도에  대해  이루어져  임계형  순차  디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영상  정보가 어떻
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손실되는지를  입증한다.  이러한  입중을  위해,  이들  세  도면은  단색  경우  또는 
예를  도시하지만,  본  발명의  순차  디더  공정은  컬러  프린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 
통상적인  순차  디더  방법이  논의된  후에,  본  발명에  따라서  바람직하고  신규한  순차  디더  매트릭스 
선택 방법을 예시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8a-8b도 내지 제10a-10b도에 대해 참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4a,  4b  및  4c도를  참조하며,  제4a도는  2×2  4상한  수퍼  픽셀이고,  각  상한에는  주사된 영상으로부
터  휘도  레벨이  할당된다.  제4b도에는  각각의  4상한에  사전설정된  임계수를  갖는  디더  매트릭스 또
는 기준 타일 또는 마스크가 도시된다.  제4a도의 영상 수퍼 픽셀은 제4b도의 기준 마스크 또는 타일 
상부에  단순히  놓여지며,  제4c도의  수퍼  픽셀의  상부  우측  4상한만이  프린트된다.  즉,  제4a도의 우
측상한에서의  픽셀  휘도  레벨만이  제4b도의  기준  타일내  상부  우측  상한을  초과한다.  제4a도의  실제 
정보는  400/1024이지만,  제4c도의  프린트된  정보는  255/1024이다.  따라서,  도면에  도시된 임게형순
차 디더 공정에서 정보의 손실은 145/1024이다

제5a,  5b  및  5c도를  참조하면,  이  공정은  정보의  최대량이  임계중에  손실되는  경우를  예시하며,  그 
결과 제5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너무 적은 정보를 가진 비거나 또는 언더프린트된 픽셀을 
초래한다.  그  다음,  이러한 임계형 공정은 그  다음 제6c도내 제4개의 상한 모두가 "과대 정보'에 의
해  프린트되는  제6a  내지  제6c도의  오버-프린팅인  경우의  정보의  최대  손실과  비교될  수  있다. 
다시, 이것은 통상적인 순차 디더 임계 공정의 부정확한 성질의 결과이다.

제7a도  및  제7b도를  참조하면,  통상적인  순차  디더  공정을  예시하는  이들  두  도면을  설명하고 이해
하는  것이  본  발명의  중요한  장점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가장  유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제7a도  및 
제2b도는  청,  적,  황  및  흑의  네가지  컬러  평면에서  컬러  프린트하는  동안  임계형  공정의 시나리오
를 예시하며,  이 경우 임계형 공정은 컬러 평면에서 상당한 정보 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2×2 수
퍼 픽셀에 대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프리트 픽셀 할당의 조합된 출력 지오메트리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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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a도의  제1행은  네개의 c,  M,  Y  및  K  컬러  평면내 이루어진 4개의  2×2  수퍼  픽셀에 대하여 주사
된  컬러  영상에  대한  실제  픽셀  값을  도시한다.  제7a도의  제2행의  픽셀들이  제7a도의  제3행에 표시
된  출력  정보만을  발생하기  위해  비교되는  기준  디더  매트릭스  또는  타일(tile)에  대한  기준  픽셀 
값을  도시한다.  이러한  출력  정보는  실제  수신된  픽셀  값이  디더  매트릭스  값을  초과하는  제3행의 
상부 우측 상한에서만 발생된다.

제7a도에  대한  조합된  출력의  결과는  제7b도의  상부  우측  상한에서   c,  M,  및  K  컬러  도트  모두를 
프린트할  것이며,  비전문가라도  제7a도의  임계  공정에  의해  발생된  정보의  손실  이외에,  이러한 정
보의  손질이  제7b도에서  가장  부적당한  상한  프린팅  공정의  선택과  조합되어  재생된  출력  영상의 프
린트 품질을 더 저하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7a도  및  제7b도의  임계  공정  및  픽셀  오버레이  프린팅  공정과는  대조적으로,  다음의  실시예는  본 
발명에 따라서 몫과 나머지 신호를 처리하는 것을 보다 상세히 예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모든 몫 정
보가  출력  픽셀을  프린트할  때  유지될  뿐  아니라,  이러한  특징은  최적의  픽셀  할당  우선순위  선택 
시퀀스와  조합된다.  몫  정보를  손실시키지  않은  동시에  프린트  품질을  최대로  하기  위해  이러한 공
정은  출력  매트릭스를  프린트할  때  수행된다.  앞서  표시된  바와  같이,  남아  있는  에러를 분산시키는
데  이용된  에러  확산  공정은  본  기술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본  명세서에는  상세히  설명되지 않는
다.

개개의  수퍼  픽셀이 Ksum =700; csum 700, Msum =700; Ysum =0과  같은  값을  값는다고  가정한다.  그레이 스케

일의 256레벨,  즉 정규화 인자로서 2
8
=256에 대해 Kq , cq , M q  모두는 각각 2이며, KR , cR ,  및 M R 모두

는  각각188이다.  그러면 YQ , Y R  모두는  본  실시예에서  0이다.  본  실시예에서 Vamx 의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프린트된  출력  매트릭스는,  예를  들면,  제8a도의  수퍼  픽셀의  두개의  상부 상한
의  모두에  프린트된  2개의  흑색  도트와,  제8a도의  수퍼  픽셀의  두개의  하부  상한의  모두에  프린트된 
청색과 적색 도트를 갖는 제8a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정렬될 수도 있다.

잉크  제트  프린팅  분야에서  잉여의  잉크  부피에  의한  종이주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예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Vamx 를4로  가정한다.  따라서,  전술한  실시예에서 KQ+cQ+MQ 의  합이  6이  되기  때문에,  2×2 

수퍼  픽셀에  대한  총  6개의  도트는  4개의  도트로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
것은 KQ 및 cQ를 각각 하나의 도트로 감소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으며, 이로써 나머지 KQ은 

188+256,  즉  444까지  증가되며,  나머지 cR 은  188+256,  즉444까지  증가된다.  이렇게  증가된  나머지가 

전술한  바와  같은  에러  확산의  공정을  통해  주위의  수퍼  픽셀로  분배된후,  프린트된  픽셀  시퀀스는 
제8b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흑색 도트와 하나의 청색 도트가 2×2  수퍼 픽셀의 두 상부 상한
에서 프린트되고,  2개의 적색 도트는 수퍼 픽셀의 두  하부 상한 또는 픽셀에 프린트되어,  전술한 바
와 같이 4개 도트의 Vmax 한계를 유지한다.

제9도  및  제9b도는  본  발명에  따른  픽셀  할당  공정을  도시하는  것을,  이  공정에서  모든  몫  정보는 
제9a도의  픽셀  할당  우선  순위  시퀀스로  제9b도에  프린트되어,  컬러  몫  정보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
는다.  제9a도는  수퍼  픽셀을  구성하는  9개  픽셀의  1-9  프린팅  시퀀스를  제공하며,  이들  순번을 안쪽
에서  바깥쪽으로의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본  기술에서  "클러스터"픽셀  할당  또는 지오메트
리(geometry)로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이용가능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의  픽셀  할당이  이용될 수
도  있지만,  도면에  도시되지  않았으며,  수퍼  픽셀내에  프린트될  도트의  픽셀  할당의 "클러스터"형으
로 알려져 있다.  수퍼 픽셀내에서 최대로 가능한 거리로 퍼질 픽셀의 두  연속적인 시퀀스를 갖는 또
다른  이용가능한  픽셀  정렬은  본  기술에서  "분산"형  픽셀  정렬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두 도
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1+3+2+0=6의  K,  c,  M  및  Y  도트  카운트에 대해,  K  도트는 "1"클러스터 픽셀 
할당 위치의 중앙에 프린트되고,  이어 3개의 청색 도트는 "2",  "3",  및  "4"  위치에 순서대로 프린트
되며,  그  다음  두개의  적색  도트는  "5"  및  "6"  위치에  순서대로  프린트된다.  따라서,  모든  컬러  몫 
정보가  보존되고,  통상적인  순차  디더  방안으로서  낭비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트-넥스트-투-도트 
프린팅의  전술한  상기  클러스터  프린팅은  출력  하드카피의  변환  영상의  전반적인  프린트  질을 최적
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도트-넥스트-투-도트(dot-next-to-dot  :  DND)  프린팅은  또한  제10a도와  제10b에서  식별되는 
하부 좌측 상한과 같은 빈 상한(void  quadrants)을  또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픽셀을  공백으로  남기는  기법은  소정  형태의  컬러  프린팅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컬러 블리드
(color  bleed)를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소정  형태의  잉크  제트  프린팅 용도
로 유용하다.

전술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도 각종 변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
를  들면,  잉크  제스  프린팅  등의  문맥에서  "드롭"  또는  "도트"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지만,  본 
발명은  전자사진  또는  레이저  제트  프린팅과  같은  다른  형태의  프린팅  공정에도  널리  응용할  수 있
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드롭"  또는  "도트"라는  용어는  전자사진  프린팅과  같은  다른 
프린팅  방법의  프린팅  공정에서  각종  다른  픽셀  선태과  상호  교환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것이 이해
된다.

또한  잉크  제트  프린팅에서  최대  부피를  나타내는 "Vmax "와  같은  다른  용어  역시  전자사진  프린팅과 

같은  다른  형태의  프린팅  문맥에서  사용될  때  상부  도트  카운트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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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된  영상  정보(scanned  image  information)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a  printed  madia  output)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a.  입력  영상  데이타(input  image  data)를  발생하기  위해  영상을  주사하는 단계
와;  b.  상기  입력  영상  데이타를  순차  디더  몫  데이타(ordered  dither  quotient  data)로  변환하는 
단계와;  c.  사전설정된 우선순위 및  가중치로 상기 순차 디더 몫  데이타의 모두를 상기 프린트된 매
체의  주어진  영역을  정의하는  일련의  프린트된  출력  수퍼  픽셀  또는  매트릭스를  정의하는 사전정의
된  수  및  위치  시퀀스의  상이한  픽셀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리트
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순차  디더  몫  데이타가  다수의  개별적인  컬러  평면의  각각에  대해  획득되는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방법.

청구항 3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서,  a.  입력  영상  데이타를  발생하기 
위해 영상을 주사하는 단계와; b.  상기 입력 영상 데이타를 순차 디더 몫 데이타 및 에러 확산 나머
지 데이타로 변환하는 단계와;  c.  상기 에러 확산 나머지 데이타를 상기 입력 영상 데이타와 재결합
하는 단계와;  d.  상기 순차 디더 몫  데이타를 사전설정된 프린팅 시퀀스로 다수의 수퍼 픽셀의 각각
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a),(b),(c)  및  (d)에서의  상기  데이타  처리는  다수의  개별적인  컬러 
평면의 각각에서 처리되는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순차  디더  몫  데이타에  관련되고  방금  프린트된  수퍼  픽셀에  인접하는  수퍼 
픽셀로  확산하는  에러  나머지  데이타와,  모든  순차  디더  몫  정보는  상기  매트릭스내에  유지되고 프
린트되어  임계의  결과로서  손실되지  않는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방
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순차  디더  몫  데이타  및  상기  에러  확산  나머지  데이타가  청,  황,  적  및  흑 
컬러  평면과  같은  다수의  상이한  컬러  평면의  각각에  대해  발생되는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순차 디더 몫 데시타 및 상기 에러 확산 나머지 데이타가 각각의 컬러 평면에 
발생되며,  상기  에러  확산  나머지  데이타가  각각의  컬러  상기  입력  영상  데이타와  재결합되고,  상기 
순차  디더  몫  데이타는  각각의  컬러  평면에서  상기  다수의  수퍼  픽셀러  처리되는  주사된  영상 정보
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방법.

청구항 8 

주사된  컬러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하드카피  출력(printed  media  hardcopy  output)으로 변환하
는  방법으로서,  a.  청(c),  적(M),  황(Y),  및  흑(K)  수퍼  픽셀  데이타를  포함하는  정보를  발생하기 
위해  컬러  영상을  주사하는  주사  단계와,  b.  각각의  컬러  평면내의  수퍼  픽셀  정보에  대해  수퍼 픽
셀 합산 데이타 csum , Msum , Ysum ,  및 Ksum을 얻기 위해 개별적인 컬러 평면에 상기 단계(a)의 상기 데이

타를  가산하는  가산  단계와;  c.  각각의  컬러  평면내의  몫(Q)  신호  및  나머지  (R) 신호(cq , cR ; Mq , 

MR ; YQ , Y R  및 K Q  및 KR )를  획득하기 위해 상기 단계(b)내의 합산된 정보를 선택된 정규화 인자로 나

누는 제산 단계와;  d.  에러 확산 공정시 각각의 컬러 평면내 상기 단계(c)의  상기 에러 나머지 신호
를  각각의  컬러  평면내의  선택된  수퍼  픽셀로  분배하는  분배  단계와;  e.  순차  더디  공정시  각각의 
컬러  평면내의  상기  몫  신호를  프린트  컬러  영상이  얻어질  수도  있는  순차  디더  매트릭스로 분배하
는  분배  단계를  포함하는  주사된  컬러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하드카피  출력으로  변환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몫  신호는  단위  면적당  상기  프린트된  컬러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출력 
매트릭스에  사전설정된  프린트  시퀀스로  할당되어,  하드  카피  컬러  영상  재생(a  hardcopy  color 
image  reproduction)의  상기  프린트  품질을  최대화하는  주사된  컬러  영상  정보를  프리트된  매체 하
드카파 출력으로 변환하는 방법.

청구항 10 

a.  주사된  영상(a  scanned  image)을  나타내는  순차  디더  몫  데이타를  발생하는  단계와;  b. 사전설정
된  우선순위  시퀀스로  상기  몫  데이타의  모두를  수퍼  픽셀(a  super  pixel)내의  개별적인  픽셀에 할
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재생용 순차 디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몫  데이타와 관련된 에러 나머지 정보를 상기 수퍼 픽셀에 인접한 다수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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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수퍼 픽셀에 확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재생용 순차 디더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단계는  다수의  컬러  평면의  각각에서  상기  수퍼  픽셀내의  상기 개별
적인  픽셀에  대해  도트-넥스트-투-도트  프린트  할당  시퀀스로  행해지는  영상  재생용  순차  디더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단계는 다수의 컬러 평면의 각각에서 상기 수퍼 픽셀 내의 상기 개별
적인  픽셀에  대해  도트-넥스트-투-도트  프린트  할당  시퀀스로  행해지는  영상  재생용  순차  디더 
방법.

청구항 14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서,  a.  입력  영상  데이타를 발생하
기 위해 영상을 주사하는 주사 수단과;  b.  상기 주사 수단에 접속되어,  상기 입력 영상 데이타를 순
차  디더  몫  데이타로  변환하는  변환  수단과;  c.  상기  변환  수단에  접속되어,  사전설정된  시퀀스  및 
가중치로  상기  순차  디더  몫  데이타를  상기  프린트  매체의  주어진  면적을  정의하는  일련의  프린트 
출력  수퍼  픽셀  또는  매트릭스를  정의하는  사전정의  된  수  및  위치  시퀀스의  픽셀에  할당하는  할당 
수단을 포함하는 상기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순차  디더  몫  데이타는  다수의  개별적인  컬러  평면의  각각에  대해  획득되는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서,  a.  입력  영상  데이타를 발생하
기 위해 영상을 주사하는 주사 수단과;  b.  상기 주사 수단에 접속되어,  상기 입력 영상 데이타를 순
차 디더 몫 데이타 및 에러 확산 나머지 데이타로 변환하는 수단과;  c.  상기 변환 수단에 접속되어, 
상기 에러 확산 나머지 데이타를 상기 입력 영상 데이타와 재결합하는 재결합 수단과;  d.  상기 변환 
수단에  접속되어,  사전설정된  프린팅  시퀀스로  상기  순차  디더  몫  데이타를  다수의  수퍼  픽셀에 할
당하는 할당 수단을 포함하는 상기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단계(a),(b),(c)  및  (d)에서  데이타  처리는  다수의  개별적인  컬러 평
면의 각각에서 행해지는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순차  디더  몫  데이타에  관련된  에러  나머지  데이타와,  상기  시스템은  상기 
에러  나머지  데이타를  방금  프린트된  수퍼  픽셀에  인접하는  수퍼  픽셀로  확산시키는  확산  수단을 포
함하고,  모든  순차  디더  몫  정보는  상기  매트릭스내에  유지되고  프린트되어  임계의  결과로서 손실되
지 않는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청,  황,  적 및 흑 컬러 평면과 같은 각의 다수의 상이한 컬러 평면의 각각에 대해 
상기  몫  및  나서지  데이타를  발생하는  발생  수단을  포함하는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
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각각의  컬러  평면에서  상기  순차  디더  몫  데이타  및  상기  에러  확산  나머지 데이
타를 발생하는 발생 수단과,  각각의 컬러 평면에서 상기 에러 확산 나머지 데이타를 상기 입력 데이
타와  재결합하는  재결합  수단과,  각각의  컬러  평면에서   상기  순차  디더  몫  데이타를  상기  다수의 
수퍼  픽셀로  처리하는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출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주사된  컬러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하드카피  출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서,  a.  청(c), 적
(M),  황(Y),  및  흑(K)  수퍼 픽셀 데이타를 포함하는 정보를 발생하기 위해 컬러 영상을 주사하는 주
사  수단과;  b.  상기  주사  수단에  접속되어,  각각의  컬러  평면내  수퍼  픽셀  합산  데이타 csum , Msum , 

Ysum ,  및 Ksum을  획득하기 위해 개별적인 컬러 평면내 상기 단체(a)의 상기 데이타를 가산하는 가산 수

단과;  c.  상기 가산 수단에 접속되어,  각각의 컬러 평면내의 몫(Q)  신호 및 나머지 (R) 신호(cq , cR ; 

MQ , MR. ; YQ , YR ;  및 KQ ,  및 KR )를 획득하기 위해 상기 단계(b)내의 합산된 정보를 선택된 정규화 인자

로  나누는  제산  수단과;  d.  상기  제산  수단에  접속되어,  각각의  컬러  평면내의  상기  나머지  신호를 
상기  단계(b)에서  합산된  상기  정보와  재결합하기  위해  각각의  컬러  평면내의  상기  단계(c)의  상기 
나머지  신호를  에러  확산  공정으로  분배하는  분배  수단과;  e.  상기  제산  수단에  접속되어,  각각의 
컬러 평면내의 상기 몫 신호를 순차 디더 공정으로 프린트된 컬러 영상의 얻어질 수도 있는 순차 디
더  매트릭스에  분배하는  몫  신호  분배  수단을  포함하는  상기  주사된  영상  정보를  프린트된  매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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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카피 출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몫  신호  분배  수단에  접속되어,  사전  설정된  우선순위  프린팅  시퀀스로  상기 
몫  신호를  단위  면적당  프린트된  컬러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출력  매트릭스에  할당하여 하드
카피  컬러  영상  재생의  프린트  품질을  최대화하기  위한  할당  수단을  더  포함하는  주사된  영상 정보
를 프린트된 매체 하드카피 출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a.  주사된  영상을  나타내는  순차  디더  몫  데이타를  발생하는  발생  수단과;  b.  상기  발생  수단에 접
속되어,  사전설정된  우선순위  시퀀스로  상기  몫  데이타의  모두를  수퍼  픽셀내의  개별적인  픽셀에 할
당하는 할당 수단을 포함하는 순차 디더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  수단에  접속되어,  상기  몫  데이타와  관련된  에러  나머지  정보를  상기 
수퍼  픽셀에  인접하는  다수의  다른  수퍼  픽셀로  분배하는  분배  수단을  더  포함하는  순차  디더 시스
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다수의 컬러 평면의 각각에서,  상기 순차 디더 몫 데이타 및 상기 에러 나머지 정
보를 발생하는 발생 수단을 포함하는 순차 디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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