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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적 토출 헤드, 액적 토출 장치 및 화상 형성 장치

요약

액적 토출 헤드는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액적을 토출하도록 형성된 노즐을 포함한다. 상기 압전소자에는 납 성분이 함유되

지 않는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액적, 토출, 헤드, 화상 형성, 압전소자, 납프리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액적 토출 헤드, 액적 토출 장치 및 화상 형성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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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및 프린터/팩시밀리/복사기의 복합기와 같은 화상 형성 장치로서, 액적 토출 헤드를 포함하는 액

적 토출 장치를 갖는 잉크젯 기록 장치가 알려져 있다.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에 있어서, 기록액의 액적이 기록 헤드로부터 용지, OHP(Overhead Projector) 필름, 기록 매체 또

는 기록 페이퍼와 같은 피기록(recorded) 매체로 분사되고, 그 결과 기록, 프린팅 또는 복사와 같은 화상 형성이 수행될 수

있다. 상기 기록 매체상에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에 의하여 고정밀 화상을 고속도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는 운용 비용(running cost)이 싸고, 소음이 적다. 게다가,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는 많은 종류의 컬러를

이용함에 의하여 컬러 화상을 기록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와 같은 잉크젯 기록 장치에 이용되는 잉크젯 헤드로서, 가압실(pressing room), 가압액실(pressing liquid room), 압

력실(pressure room)과 같은 액체실(liquid room), 진동실(vibration room) 및 압전소자(piezoelectric element)를 갖는

잉크젯 헤드가 알려져있다. 상기 액체실은 상기 액적을 토출하기 위한 노즐에 연결된다. 상기 진동판은 상기 액체실의 측

면의 일부를 형성한다. 상기 압전소자는 상기 진동판을 변형하는 전기-기계적 변환 소자로서 작용한다.

일본 특허에서 공개된 출원 공개 No. 2003-94652 및 No. 2003-237065 및 일본 특허 No. 3178414에서 게시된 바와 같

이, 지르콘산납(PbZrO3) 및 티탄산납(PbTiO3)의 고용체에 산화니오븀과 같은 소량의 첨가제를 첨가함에 의하여 형성된

PZT계는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에 이용되는 압전소자를 형성하는 압전재료로서 이용된다. 또한, 상기 PZT에 Pb(Mg1/

3Nb2/3)O3와 같은 납계 복합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를 고용시킴에 의하여 형성된 소위 "3원계"로 불리는 고용체가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에 이용되는 상기 압전소자를 형성하는 상기 압전재료로서 또한 이용된다.

상기 PZT의 퀴리온도가 높기(360℃) 때문에, 상기 PZT는 헤드 제조공정에서 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한, 상기 PZT의 소결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900~1200℃) 때문에, 저비용 금속이 내부층 전극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압전 세라믹 재료는 대략 전체 중량의 70%의 산화납을 포함하며, 이는 생태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

므로, 상술한 압전 세라믹 재료가 버려지는 경우, 산성비에 의하여 자연환경으로 납화합물이 확산되고, 이것에 의하여 인

체나 상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이 우려된다.

또한, 상기 압전소자를 이용하는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에 특유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상기 잉크젯 프린터는

다른 화상 형성방식의 프린터보다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잉크젯 프린터를 일반적인 개인 수요자가 이용하고 있

다. 이와 같은 값싼 프린터에 납을 포함하는 압전소자가 이용되는 경우, 상기 프린터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에 대한 납을 회

수하기 위한 비용의 비가 높다. 또한, 상기 헤드부는 상당히 고정밀도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위치되어지기 때문에, 상기 프

린터의 분해비용이 증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상기 납을 회수하기 위한 제조자측의 부담이 매우 커진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신규하고 유용한 액적 토출 헤드, 액적 토출 장치 및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그리고 보다 특정한 목적은 환경 오염의 위험 및 분해 비용이 낮춰지기 위하여, 납 성분을 함유하지 않

는 압전소자를 이용함에 의하여 액적을 토출하는 액적 토출 헤드, 상기 액적 토출 헤드를 갖는 액적 토출 장치, 그리고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은,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액적을 토출하도록 형성된 노즐을 포함하며,

상기 압전소자에는 납 성분이 함유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적 토출 헤드에 의하여 달성된다.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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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적을 토출하도록 형성된 액적 토출 헤드를 포함하며,

상기 상기 액적 토출 헤드는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상기 액적을 토출하도록 형성된 노즐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압전소자에는 납 성분이 함유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적 토출 장치에 의하여 또한 달성된다.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은,

액적을 토출하도록 형성된 액적 토출 헤드를 포함하며,

상기 액적 토출 헤드는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상기 액적을 토출하도록 형성된 노즐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압전소자에는 납 성분이 함유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액의 액적을 토출함에 의하여 기록 매체상에 화상을

형성하도록 형성된 화상 형성 장치에 의하여 또한 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형상 및 이점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읽을 때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액적 토출 헤드의 외부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액적 토출 헤드의 분해된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액적 토출 헤드의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액적 토출 헤드의 압전 액츄에이터(actuator)의 사시도이다.

도 5는 도 4에 나타낸 상기 압전 액츄에이터의 부분 확대 사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액적 토출 장치를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의 메커니즘 부(part)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상기 화상 형성 장치의 부분 평면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 및 상기 관련 기술의 결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본 발명의 실시예를 포함하는 도 1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지금부

터 주어진다. 첫번째,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제 1 실시예는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 1은 상기 액적

토출 헤드의 외부 사시도이다. 도 2는 상기 액적 토출 헤드의 분해된 사시도이다. 도 3은 상기 액적 토출 헤드의 단면도이

다.

상기 액적 토출 헤드는 액적을 토출하기 위한 노즐(1), 상기 노즐(1)에 연결된 압력실(2), 상기 압력실(2)의 측면의 일부를

형성하는 진동판(3)(도시되지 않음), 그리고 상기 상기 진동판(3)을 거쳐 상기 압력실(2)내 상기 액체를 가압하기 위한 압

력 발생 수단 또는 구동 수단과 같은 액츄에이터 수단으로서 압전소자(4)를 갖는다. 또한, 상기 액적 토출 헤드는 공통

(common) 액체실(8) 및 공급 개구부(9)를 갖는다. 상기 공통 액체실(8)은 액체 공급 경로(6) 및 액체 공급구(7)를 거쳐 복

수개의 압력실(2)에 기록액으로 잉크를 공급한다. 상기 공급 개구부(9)는 외부로부터 상기 공통 액체실(8)로 상기 잉크를

공급한다.

상기 노즐(1)의 2개의 선은 노즐판(11)상에 평행선으로 배열된다. Ni 전기주조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형성된 판은 예를

들면, 상기 노즐판(11)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판 재료가 상기 노즐판(11)으로 이용될 수 있다. 각각의 압력실

(2)은 예를 들면, 실리콘 기판으로 만들어진 채널판(12)에 형성된다. 상기 진동판(3)을 형성하는 진동판 부재(13)가 상기

채널판(12)의 밑면측(back surface side)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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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하에서, 상기 외부로부터 상기 공통 액체실(8)로 공급되는 기록액으로서 잉크는 상기 액체 공급 경로(6) 및 상

기 액체 공급구(7)를 거쳐 복수의 압력실(2)로 공급된다. 상기 압력실(2)의 내부는 상기 진동판(3)을 거쳐 상기 압전소자

(4)의 변형에 의하여 가압되어 상기 액적이 상기 노즐(1)로부터 토출된다.

상기 압전소자(4)는 상기 노즐(1)의 열(line)에 대응하도록 베이스(14)상에 연결된다. 구체적으로는, 도 4 및 도 5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상기 압전소자(4)가 홈이 상기 노즐(1)에 대응하도록 빗 이빨 형태로 상기 베이스(14)상에 연결된 2개의 압

전소자 부재(15)상에 홈(16)을 제조함에 의하여 형성된다.

상기 압전소자(4)는 납을 함유하지 않는 압전재료(압전 세라믹)에 의하여 형성된 압전층과 내부전극층을 교대로 적층하여

형성된 적층형 압전소자이다. 상기 내부전극은 단면 전극(외부전극)에 연결되기 위하여, 교대로 단면에 끌어내진다. 구동

신호를 주기 위한 FPC(18)가 이방성 도전막을 거쳐 개별전극으로 작용하는 단면 전극(외부전극)(17)과 공통전극(도시되

지 않음)으로 작용하는 다른 단면 전극에 연결된다.

상기 공통 액체실(8)은 프레임 부재(20)내에 형성된다. 상기 프레임 부재(20)에는 상기 잉크가 상기 잉크 카트리지 또는

서브 탱크(sub tank)로부터 공급되기 위한 외부 액체공급수단으로 공급 개구부(9)가 형성된다. 또한, 상기 프레임 부재

(20)에는 개구부(21)가 형성되어 상기 압전소자(4), 상기 베이스(14) 및 상기 FPC(18)를 포함하는 압전유닛(25)(도 4 참

조)이 상기 개구부(21)에 수납된다. 또한, 상기 진동판 부재(13)의 주변부가 상기 프레임 부재(20)에 접합된다.

이러한 헤드에 상기 압전소자(4)의 압전재료로서, 납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압전재료가 이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그 주성

분이 지르콘산 바륨(BaZrO3)을 고용시킨 티탄산 바륨(BaTiO3)과 같은 납을 함유하지 않은 페로브스카이트형 결정구조를

갖는 재료가 상기 압전재료로 이용된다.

지르콘산 바륨이 고용된 티탄산 바륨은 PZT의 전기-기계적 결합계수와 유사한 0.5의 전기-기계적 결합계수(electrical-

mechanical coupling coefficient)를 갖는다. 또한, 지르콘산 바륨이 고용된 티탄산 바륨은 페로브스카이트형 결정구조를

가지며, 따라서 작은 결정 이방성과 같은 양호한 압전특성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지르콘산 바륨이 고용된 티탄산 바륨의 퀴리온도는 낮기(대략 130℃) 때문에, 용접보다 낮은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는 전

기적 접합이 상기 이방성 도전막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접합은 와이어 본딩(wire bonding)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지르콘산 바륨이 고용된 티탄산 바륨이 이용된다. 그러나, 미량의 Fe 또는 K이 함유된 티탄산 바륨이 이용

될 수 있다.

이처럼, 상기 액적 토출 헤드내 액츄에이터 수단으로서의 상기 압전소자내에 납이 전혀 함유되지 않아서, 상기 환경오염

위험이 낮아지고 분해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액적 토출 헤드의 제 2 실시예를 설명한다. 상기 제 2 실시예의 구조가 상기 제 1 실시예와 같기 때문

에, 상기 제 2 실시예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생략된다.

상기 제 2 실시예에서, 납을 함유하지 않은 페로브스카이트형 결정구조를 갖는 재료인 니오븀산 칼륨(KNbO3)이 주성분인

세라믹이 상기 압전소자(4)의 압전재료(압전 세라믹)로 이용된다.

그 주성분이 니오븀산 칼륨인 상기 세라믹은 PZT의 전기-기계적 결합계수와 유사한 0.5의 전기-기계적 결합계수를 갖는

다. 또한, 그 주성분이 니오븀산 칼륨인 상기 세라믹은 페로브스카이트형 결정구조를 가지며, 따라서 작은 결정 이방성과

같은 양호한 압전특성을 얻을 수 있다. 그 주성분이 니오븀산 칼륨인 상기 세라믹의 퀴리온도는 높기(대략 435℃) 때문에,

상기 PZT 뿐만 아니라 용접에 의하여 FPC의 실장(mount)이 가능하다.

이처럼, 상기 제 1 실시예 뿐만 아니라 상기 제 2 실시예에서, 상기 액적 토출 헤드내 액츄에이터 수단으로서의 상기 압전

소자내에 납이 전혀 함유되지 않아서, 상기 환경오염 위험이 낮아지고 분해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액적 토출 헤드의 제 3 실시예를 설명한다. 상기 제 3 실시예의 구조가 상기 제 1 실시예와 같기 때문

에, 상기 제 3 실시예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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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3 실시예에서, 납을 함유하지 않은 페로브스카이트형 결정구조를 갖는 재료인 티탄산 비스무스 나트륨

((Bi0.5Na0.5)TiO3)이 주성분인 세라믹이 상기 압전소자(4)의 압전재료(압전 세라믹)로 이용된다.

그 주성분이 티탄산 비스무스 나트륨인 세라믹의 소결온도가 1200℃ 이하이기 때문에, 상기 내부층 전극내 극히 값이 비

싼 금속인 팔라듐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상기 압전소자(4)를 낮은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다.

이처럼, 상기 제 1 및 제 2 실시예 뿐만 아니라 상기 제 3 실시예에서, 상기 액적 토출 헤드내 액츄에이터 수단으로서의 상

기 압전소자내에 납이 전혀 함유되지 않아서, 상기 환경오염 위험이 낮아지고 분해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액적 토출 헤드의 제 4 실시예를 설명한다. 상기 제 4 실시예의 구조가 상기 제 1 실시예와 같기 때문

에, 상기 제 4 실시예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생략된다.

상기 제 4 실시예에서, 납을 함유하지 않은 페로브스카이트형 결정구조를 갖는 재료인 티탄산 니켈 나트륨

(BBi(Ni0.5Ti0.5)O3)이 주성분인 세라믹이 상기 압전소자(4)의 압전재료(압전 세라믹)로 이용된다.

그 주성분이 티탄산 니켈 나트륨인 세라믹의 퀴리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기(대략 250℃) 때문에, 상기 PZT 뿐만 아니라 용

접에 의하여 상기 FPC의 실장(mount)이 가능하다.

이처럼, 상술한 실시예들 뿐만 아니라 상기 제 4 실시예에서, 상기 액적 토출 헤드내 액츄에이터 수단으로서의 상기 압전

소자내에 납이 전혀 함유되지 않아서, 상기 환경오염 위험이 낮아지고 분해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액적 토출 헤드의 제 5 실시예를 설명한다. 상기 제 5 실시예의 구조가 상기 제 1 실시예와 같기 때문

에, 상기 제 5 실시예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생략된다.

상기 제 5 실시예에서, 텅스텐 청동형 결정구조를 갖는 재료인 Ba2NaNb5O15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라믹이 상기 압전소자

(4)의 압전재료(압전 세라믹)로 이용된다.

텅스텐 청동형 결정구조를 갖는 재료인 Ba2NaNb5O15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료계에서, 압전 스트레인 d33 계수가 크며

(250 pC/N), 따라서 낮은 전압에서 상기 재료를 구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동 회로를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낮은

비용으로 고성능을 갖는 화상 형성 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이처럼, 상술한 실시예들 뿐만 아니라 상기 제 5 실시예에서, 상기 액적 토출 헤드내 액츄에이터 수단으로서의 상기 압전

소자내에 납이 전혀 함유되지 않아서, 상기 환경오염 위험이 낮아지고 분해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액적 토출 헤드의 제 6 실시예를 설명한다. 상기 제 6 실시예의 구조가 상기 제 1 실시예와 같기 때문

에, 상기 제 6 실시예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생략된다.

상기 제 6 실시예에서, 비스무스 층상 화합물을 갖는 재료인 Bi4Ti3O12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라믹이 상기 압전소자(4)의

압전재료(압전 세라믹)로 이용된다.

비스무스 층상 화합물을 갖는 재료인 Bi4Ti3O12를 주성분으로 하는 재료계에서, 압전 스트레인 d33 계수가 상대적으로 크

며, 따라서 낮은 전압에서 상기 재료를 구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동 회로를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낮은 비용으로

고성능을 갖는 화상 형성 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알칼리 금속이 조성 원소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성시 양호한 조성

제어성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양호한 양산성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상술한 실시예들 뿐만 아니라 상기 제 6 실시예에서, 상기 액적 토출 헤드내 액츄에이터 수단으로서의 상기 압전

소자내에 납이 전혀 함유되지 않아서, 상기 환경오염 위험이 낮아지고 분해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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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성분이 납을 함유하지 않은 페로브스카이트형 결정구조를 갖는 재료는 상술한 티탄산 바륨, 니오븀산 칼륨, 티탄산

비스무스 나트륨 및 티탄산 니켈 나트륨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유사하게, 텅스텐 청동형 결정구조를 갖는 재료는 상술한

Ba2NaNb5O15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유사하게, 비스무스 층상 화합물형 결정구조를 갖는 재료는 상술한 Bi4Ti3O12로 제

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적층형 압전소자를 이용한 상술한 헤드 뿐만 아니라 바이몰프(Bimorph)형 압전소자를 이용한 헤드

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d33 방향 또는 d31 방향의 변형이 이용되는 상기 적층형 압전소자를 이용하는 헤드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액적 토출 헤드를 갖는 액체 토출 장치로서 본 발명의 화상 형성 장치로서의 잉크젯 기록 장치는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여기에서, 도 6은 본 발명의 액적 토출 장치를 포함하는 상기 화상 형성 장치의 메커니즘 부

(part)의 예를 나타내는 구조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상기 화상 형성 장치의 부분 평면도이다.

상기 화상 형성 장치에서, 캐리지(carriage, 103)는 주 주사 방향(main scan direction)에서 미끌어질 수 있도록, 좌우의

측판(도시되지 않음)사이를 연결하는 가이드 부재인 가이드 로드(guide rod, 101) 및 스테이(stay, 102)에 의하여 지지된

다. 타이밍 밸트가 상기 캐리지에, 그리고 주 주사 모터(104)에 제공된 풀리(pulley, 106a) 및 다른 측면에 제공된 풀리

(106b) 사이에 제공된다. 상기 캐리지(103)는 도 7에 나타낸 것처럼, 상기 캐리지 주 주사 방향으로 상기 주 주사 모터

(104)에 의하여 상기 타이밍 밸트(105)를 거쳐 이동 주사된다. 상기 캐리지(103)에서, 잉크젯 기록 헤드(107)는 복수의 잉

크젯 개구부가 상기 주 주사 방향을 가로지르는 방향에 제공된다. 또한, 상기 기록 헤드(107)는 상기 잉크 액적 젯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제공된다. 상기 4개의 잉크젯 기록 헤드(107)는 옐로우(yellow, Y), 시안(cyan, C), 마젠타(magenta,

M) 및 블랙(black, Bk)의 색을 갖는 잉크 액적을 각각 분사한다.

또한, 상기 캐리지(103)에 색을 위한 서브 탱크(108)가 제공되며, 그 결과 대응하는 잉크색이 상기 기록 헤드(107)에 제공

된다. 보충 잉크가 메인 탱크, 즉 잉크 카트리지로부터 상기 잉크 공급 튜브(도시되지 않음)를 거쳐 상기 서브 탱크(108)로

공급된다.

또한, 급지 트레이(110)의 용지 적재부(압력판) 상에 적재된 급지(112)(종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OHP(오버헤드 프로젝

터) 필름을 포함하며, 화상이 형성되는 재료를 의미함)를 위한 급지부로서, 반원롤러(급지롤러)(113) 및 분리패드(114)가

제공된다. 상기 반원롤러(113)에 의하여 상기 용지 적재부(111)로부터 상기 용지중 한장이 분리되어 공급된다. 큰 마찰계

수를 갖는 재료로 만들어진 상기 분리패드(114)는 상기 반원롤러(급지롤러)(113)와 마주보며(face), 상기 반원롤러(113)

의 측부에 가세된다.

상기 기록 헤드(107)의 하방측(lower side)에서 상기 급지부로부터 급지되는 상기 용지(112)를 이송하기 위한 이송부로

서, 이송밸트(121), 카운터롤러(122), 이송가이드(123) 및 헤드 앤드 가압롤러(head end pressuring roller, 125)가 제공

된다. 상기 이송밸트(121)는 상기 용지(112)를 정전기적으로 흡착하고 이송한다. 상기 가이드(115)를 거쳐 상기 급지부로

부터 전달된 상기 용지(112)는 이송되기 위하여 상기 이송밸트(121)와 상기 카운터롤(122) 사이에 놓인다. 상기 이송 가

이드(123)에 의하여, 상기 용지가 상방으로 보내지며, 이후 실질적으로 90도 회전되고, 이후 상기 용지(112)는 상기 이송

밸트(121)상에 이송된다. 상기 헤드 앤드 가압롤러(125)가 가압부재(124)에 의하여 상기 이송밸트(121)측으로 가세된다.

또한, 대전롤러(126)가 상기 이송밸트(121)의 표면을 대전시키기 위한 대전수단으로 제공된다. 상기 이송밸트(121)는 무

단상(endless) 밸트이다. 상기 이송밸트(121)는 상기 이송롤러(127)와 텐션롤러(128) 사이에 걸어진다. 상기 이송밸트

(121)는 상기 부 주사 모터(sub scanning motor, 131)에 의하여 상기 타이밍 밸트(132) 및 상기 타이밍 롤러(133)를 거쳐

상기 이송롤러(127)를 회전시킴에 의하여, 밸트 이송 방향, 즉 부 주사 방향(sub scanning direction)으로 회전한다.

상기 이송밸트(121)는 표층(surface layer)과 배층(back surface layer)을 갖는다. 상기 표층(121a)(도시되지 않음)은 예

를 들면, ETFE(에틸렌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Ethylene Tetrafluoroethylene) 순수 재료와 같이 대략 40㎛의 두께를 가

지며 저항제어를 하지 않은 순수 수지 재료에 의하여 형성된 용지 흡착면으로 작용한다. 중저항층(middle resistance

layer) 또는 어스층(earth layer)과 같은 배층은 상기 표층과 동일한 재료로 제조된다. 상기 배층의 저항은 탄소함량에 의

하여 조절된다.

상기 대전롤러(126)는 상기 이송밸트(121)의 표층에 접촉하고, 상기 이송밸트의 회전에 따라 회전한다. 상기 대전롤러

(126)는 가압힘으로, 상기 샤프트의 양단에 2.5 N을 준다. 상기 이송롤러(127)는 접지를 위하여 상기 이송밸트(121)의 중

저항층(뒷면층)과 접촉되기 위하여, 접지롤러(ground roller)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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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부재(136)는 상기 기록 헤드(107)에 의한 프린팅 영역에 대응하는 것으로, 상기 이송밸트(121)의 배면에 배열된

다. 상기 가이드 부재(136)의 상부표면이 상기 이송밸트(121)를 지지하는 2개의 롤러(상기 이송롤러(127)와 텐션롤러

(128))의 접선보다 상기 기록헤드(107) 측으로 돌출된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상기 프린팅 영역내 상기 이송밸트(121)는

상기 가이드 부재(136)의 상부표면에 의하여 밀어져 가이드된다.

또한, 상기 기록헤드(107)에 의하여 그 위에 기록되는 상기 용지(112)를 급지하기 위한 급지부로서, 상기 이송밸트(121),

대전롤러(142) 및 대전롤러(143)로부터 상기 용지(112)를 분리하기 위한 분리 클러(separation claw)가 제공된다. 상기

급지 트레이(144)는 상기 급지된 용지(112)를 붙들기 위하여 제공된다. 양면 급지 유닛(151)이 상기 장치 주부(device

main part)의 배면부에 분리할 수 있게 배열된다. 상기 양면 급지 유닛(151)은 상기 이송밸트(121)의 반대방향 회전에 의

하여 돌려진 상기 용지(112)를 말아올리고, 상기 용지(112)는 위로 돌려져 상기 용지(112)를 다시 상기 카운터롤러(122)

와 이송밸트(121)의 사이에 급지한다.

상술한 구조를 갖는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에 있어서, 상기 용지(112)중 한장이 급지부로부터 분리되어 공급된다. 실질적

으로 수직하게 상부로 급지된 상기 용지(112)는 상기 가이드(115)에 의하여 가이드된다. 상기 용지(112)는 상기 이송밸트

(121)와 상기 카운터롤러(122)의 사이에 넣어져 이송된다. 또한, 상기 용지(112)의 헤드 앤드 부(head end part)는 상기

이송가이드(123)에 의하여 가이드되며, 상기 헤드 앤드 가압롤(125)에 의하여 상기 이송밸트(121)로 밀어져, 그 결과 상

기 용지(112)의 방향은 실질적으로 90도 만큼 변한다.

이때, 제어회로에 따라(도면에 도시되지 않음), 전압은 고전압 전원으로부터 상기 대전롤러(126)로 적용되어 양의 출력과

음의 출력이 교대로 반복된다. 이러한 결과로, 대전 전압 패턴이 상기 이송밸트(121)상에 형성된다. 즉, 양과 음의 대전이

회전방향인 부 주사 방향(sub scanning direction)에서 지정된 폭을 가지고 밸트 형태로 수행된다. 상기 용지(112)는 양적

으로 그리고 음적으로 교대로 대전된 상기 이송밸트(121)상에 급지되며, 그 결과 상기 용지(112)는 상기 이송밸트에 정전

기적으로 흡착되고, 상기 용지(112)는 상기 이송밸트(121)의 회전 이동에 의하여 상기 부 주사 방향으로 이송된다.

상기 캐리지(103)가 이동되는 동안, 상기 기록헤드(107)는 화상 신호에 따라 구동되고, 그 결과 잉크 액적은 정지된 상기

용지(112)상으로 분사되며, 하나의 선이 기록된다. 상기 용지(112)가 지정된 거리를 가지고 이송되며, 다음 선이 기록된

다. 상기 기록공정은 기록 종료 신호 또는 상기 용지의 후단이 상기 기록영역에 도달함을 나타내는 신호를 받는 것에 의하

여 종료되며, 그 결과 상기 용지(112)는 상기 급지 트레이(144)로 이송된다.

이처럼, 상기 화상 형성 장치는 본 발명의 액적 토출 헤드를 가지기 때문에, 상기 헤드에는 납 성분이 함유되지 않는다. 그

러므로, 상기 화상 형성 장치가 버려지더라도, 납 성분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상기 화상 형성 장치의 회수

또는 분해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상기 화상 형성 장치는 쉽게 재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들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변화 및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상기 화상 형성 장치의 실시예들중 하나인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가 액적 토출 장치로서 설명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상기 잉크와 같은 액체가 부여되는 기록 매체로는 다양한 종류의 종이, OHP 시트, 컴팩트

디스크 또는 장식판으로 이용되는 플라스틱 재료와 같은 플라스틱 재료, 천, 알루미늄 또는 구리와 같은 금속 재료, 소가

죽, 돼지피 또는 인공가죽과 같은 가죽 재료, 나무 또는 합판과 같은 목재, 대나무 재료, 타일과 같은 세라믹 재료, 스폰지와

같은 3차원 구조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다양한 종류의 종이 또는 상기 OHP 시트상에 기록하기 위한 프린터 장치, 상기 컴팩트 디스크와 같은 플라스틱

재료상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장치, 상기 금속판상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장치, 상기 가죽 재료상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장

치, 상기 나무상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장치, 상기 세라믹 재료상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장치, 스폰지와 같은 상기 3차원 구

조체상에 기록하기 위한 기록 장치, 상기 천 또는 그와 유사한 것상에 기록하기 위한 프린팅 장치가 상기 액적 토출 장치로

이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액적(liquid drop)을 토출하도록 형성된 노즐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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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압전소자에 납 성분이 함유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적 토출 헤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소자의 주성분이 납을 함유하지 않는 페로브스카이트형(perovskite type) 결정구조를 갖는 재

료임을 특징으로 하는 액적 토출 헤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소자의 주성분이 티탄산 바륨(barium titanate)임을 특징으로 하는 액적 토출 헤드.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소자의 주성분이 니오븀산 칼륨(potassium niobate)임을 특징으로 하는 액적 토출 헤드.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소자의 주성분이 티탄산 비스무스 나트륨(bismuth sodium titanate)임을 특징으로 하는 액적

토출 헤드.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소자의 주성분이 티탄산 니켈 나트륨(nickel sodium titanate)임을 특징으로 하는 액적 토출

헤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소자의 주성분이 텅스텐 청동형(tungsten bronze type) 결정구조를 갖는 재료임을 특징으로

하는 액적 토출 헤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소자의 주성분이 Ba2NaNb5O15임을 특징으로 하는 액적 토출 헤드.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소자의 주성분이 비스무스 층상 화합물(bismuth layered compound)을 갖는 재료임을 특징으

로 하는 액적 토출 헤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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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소자의 주성분이 Bi4Ti3O12임을 특징으로 하는 액적 토출 헤드.

청구항 11.

액적을 토출하도록 형성된 액적 토출 헤드를 포함하며,

상기 액적 토출 헤드가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상기 액적을 토출하도록 형성된 노즐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압전소자에 납

성분이 함유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적 토출 장치.

청구항 12.

기록액의 액적을 토출함에 의하여 기록 매체상에 화상을 형성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

액적을 토출하도록 형성된 액적 토출 헤드를 포함하며,

상기 액적 토출 헤드가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상기 액적을 토출하도록 형성된 노즐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압전소자에 납

성분이 함유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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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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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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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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