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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칼라화상형성장치 및 그를 이용한 칼라화상형성방법

요약

  개시된 칼라화상형성장치는, 감광드럼의 하방에 설치되어 대전된 감광드럼에 광을 주사하여 정전잠상을 형성하는 노광

유닛과, 감광드럼의 외주를 따라 서로 다른 높이에 배치되는 옐로우, 마젠타, 시안, 블랙의 4색 현상기를 포함하며 각 색상

별 현상기에 설치된 현상롤러가 모두 감광드럼과 현상갭을 유지한 고정 상태에서 분말상의 토너로 정전잠상을 현상하는

현상유닛과, 현상된 화상을 용지에 전사하는 전사유닛 및, 감광드럼의 상방에 설치되어 용지에 전사된 화상을 정착시키는

정착유닛을 포함하며, 현상유닛의 4색 현상기는 노광유닛 측에서 정착유닛 측으로 올라가면서 마젠타, 시안, 옐로우, 블랙

의 순서로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의 칼라화상형성장치로 옐로우, 시안, 마젠타, 블랙의 순서로 현상작

업을 진행하면, 각 색상간 오염 등의 영향을 줄이면서 높은 화상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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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싱글패스방식의 칼라화상형성장치를 도시한 개략도.

  도 2는 로터리방식의 칼라화상형성장치를 도시한 개략도.

  도 3은 슬라이더방식의 칼라화상형성장치를 도시한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칼라화상형성장치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개략도.

  도 5는 도 4에 도시된 현상유닛과 전원공급장치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6 및 도 7은 각각 토너A와 토너B를 사용하여 현상특성을 실험한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

  도 8은 토너A와 토너B를 사용하여 누설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

  도 9는 현상갭(Dg)과 제2바이어스(V2)의 크기에 따른 감광드럼의 화상오염정도를 도시한 그래프.

  도 10은 현상갭(Dg)과 제2바이어스(V2)의 크기에 따른 현상롤러의 오염정도를 도시한 그래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칼라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 각 색상별 현상기를 바람직하게 배치한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각 색상별 현상기 배치의 변형 가능한 예를 보인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C,110M,110Y,110K,210,310,410......노광유닛

  120C,120M,120Y,120K,220,420......감광드럼

  320......감광벨트

  130C,230C,330C,430C......시안 현상기

  130M,230M,330M,430M......마젠타 현상기

  130Y,230Y,330Y,430Y......옐로우 현상기

  130K,230K,330K,430K......블랙 현상기

  140,240,340,440......전사벨트

  170,490......정착유닛 480......전원공급장치

  V1......제1바이어스 V2......제2바이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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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칼라화상형성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전자사진방식을 이용하는 멀티패스(multi-path)방식의 칼라화상형

성장치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은 칼라화상형성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전자사진방식을 이용하는 멀티패스(multi-

path)방식의 칼라화상형성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사진방식을 이용하는 칼라화상형성장치는, 일정한 전위로 대전된 감광매체에 광을 주사하여 정전잠상을

형성하고, 현상유닛을 이용하여 정전잠상을 소정 색상의 토너(toner)로 현상한 후 이를 용지에 도 2B 및 정착시켜 칼라화

상을 형성하는 장치를 말한다. 컬러화상형성장치에 사용되는 토너의 색상은 통상적으로 옐로우(Y;yellow), 마젠타

(M;magenta), 시안(C;cyan) 및 블랙(K;black) 이며, 따라서 상기 4가지 색상의 토너를 각각 현상하는 4개의 현상기가 필

요하다.

  칼라화상을 형성하는 방식에는 각각 4개의 노광유닛과 감광매체를 구비하는 싱글패스(single path)방식과 하나의 노광

유닛과 감광매체를 구비하는 멀티패스(multi-path)방식이 있다.

  도 1은 싱글패스방식의 칼라화상형성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색상의 토너에 대응하여 감광드럼(120C,120M,120Y,120K)과 노광유닛(110C,110M,100Y,110K)

및 현상유닛(130C,130M,130Y,130K)이 구비되어 있으며, 각 감광드럼(120C,120M,120Y,120B)은 전사벨트(140)에 인

접하도록 배치된다. 상기 전사벨트(140) 구동롤러(150)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이송된다. 상기 구동롤러(150) 중 하나는

전사벨트(140)를 사이에 두고 전사롤러(160)와 대면하도록 마련되며, 상기 전사롤러(160)와 전사벨트(140)와의 사이로

용지(S)가 이송된다.

  이제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한 칼라화상형성과정을 살펴본다.

  먼저, 노광유닛(110C)에 의해 시안(C)색상의 화상정보에 해당하는 광이 감광드럼(120C)에 주사되어 정전잠상을 형성한

다. 그러면, 현상유닛(130C)에 수용된 시안(C)색상의 토너가 정전잠상에 부착되어 시안(C)색상의 토너화상이 감광드럼에

형성되고, 이 토너화상이 전사벨트(140)로 전사된다. 다음으로, 시안(C)색상의 화상정보가 노광된 때로부터 일정한 시간

이 경과한 후에, 노광유닛(110M)가 마젠타(M)색상의 화상정보에 해당하는 광을 감광드럼(120M)에 주사하여 정전잠상을

형성한다. 그러면, 현상유닛(130M)에 수용된 마젠타(M)색상의 토너가 정전잠상에 부착되어 마젠타(M)색상의 토너화상

이 감광드럼에 형성되고, 이 토너화상이 전사벨트(140)로 전사된다. 이 때 노광유닛 110C와 110M의 노광개시 타이밍을

제어함으로써 전사벨트(140)로 전달된 시안(C)색상의 토너화상과 마젠타(C)색상의 토너화상이 정확히 중첩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옐로우(Y) 및 블랙(K) 색상의 토너화상도 전사벨트(140)로 전사되어 칼라토너화상이 형성된다. 이 칼

라토너화상은 전사벨트(140)와 전사롤러(160)사이를 통과하는 용지(S)에 전사되며, 정착유닛(170)에서 열과 압력에 의해

용지(S)에 정착되어 완전한 칼라화상이 형성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싱글패스방식의 칼라화상형성장치는 상기 전사벨트(140)가 일회전함으로써 완전한 칼라화상이 형성

되며, 흑백화상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칼라인쇄시와 흑백인쇄시에 소요되는 시간이 동일하다. 따라서 고

속 칼라화상형성장치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각 노광유닛과 감광드럼의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노광개시 타이밍을 정확히 제어하지 않으면, 각 색상의 토

너화상이 정확히 중첩되지 않게 되어 좋은 품질의 칼라화상을 얻을 수 없다. 또한 4개의 노광유닛과 4개의 감광드럼을 구

비하여야 하므로 가격이 비싸진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비교적 저속영역에서 동작하는 칼라화상형성장치는 하나의 감광드럼과 하나의 노광유닛을 구비하고

각 색상에 대해 노광, 현상, 전사를 반복함으로써 칼라화상을 형성하는 멀티패스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멀티패스방식의 칼

라화상형성장치는 다시 각 색상에 해당하는 현상기의 배치 및 절환방식에 따라 로터리(rotary)방식과 슬라이더(slider)방

식이 있다.

  도 2는 로터리방식의 칼라화상형성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감광드럼(220), 상기 감광드럼(220)에 광을 주사하는 하나의 노광유닛(210), 상기 감광드럼

(220)에 인접하게 배치되는 전사벨트(240) 및 회전하는 터렛(turret)(280)이 구비되어 있다. 상기 터렛(turret)(280)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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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현상기(230C,230M,230Y,230K)이 90°각도로 배치되어 있어, 상기 터렛(280)이 90°씩 회전함에 따라 4개의 현상기

(230C,230M,230Y,230K)이 순서대로 감광드럼(220)과 대면하게 된다. 상기 전사벨트(240)의 길이는 칼라화상형성장치

에서 사용하는 용지(S)의 최대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더 길어야 한다.

  상술한 구성에 의한 칼라화상형성동작을 살펴본다.

  시안(C)현상기(230C)이 감광드럼(220)과 대면하도록 터렛(280)이 회전되면, 노광유닛(210)에 의해 시안(C)색상의 화

상정보에 해당하는 광이 감광드럼(220)에 주사되어 정전잠상을 형성한다. 그러면, 현상기(230C)에 수용된 시안(C)색상의

토너가 정전잠상에 부착되어 시안(C)색상의 토너화상이 감광드럼(220)에 형성되고, 이 토너화상이 전사벨트(240)로 전사

된다.

  전사벨트(240)에 시안(C)색상의 토너화상형성이 완료되면, 마젠타(M)현상기(230M)가 감광드럼(220)과 대면하도록 터

렛(280)이 90°회전하고, 노광유닛(210)이 마젠타(M)색상의 화상정보에 해당하는 광을 감광드럼(220)에 주사하여 정전잠

상을 형성한다. 그러면, 현상기(230M)에 수용된 마젠타(M)색상의 토너가 정전잠상에 부착되어 마젠타(M)색상의 토너화

상이 감광드럼(220)에 형성되고, 이 토너화상이 전사벨트(240)로 전사된다.

  이 때, 전사벨트(240)에 먼저 형성되어 있는 시안(C)색상의 토너화상의 선단과 감광드럼(220)으로부터 전사벨트(240)로

전사되기 시작하는 마젠타(M)색상의 토너화상의 선단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전사벨트(240)의 이송속도를 고려하여, 노광

유닛(210)으로부터 주사되는 마젠타(M)색상의 화상정보에 해당하는 광의 주사시기를 제어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옐로우(Y)와 블랙(K)색상에 대해서도 반복하여 전사벨트(240)상에 시안(C), 마젠타(M), 옐로우(Y), 블

랙(K)의 토너화상이 중첩되어 형성되면, 이를 용지(S)로 전사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칼라화상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도 3은 슬라이더방식의 칼라화상형성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4개의 현상기(330C,330M,330Y,330K)가 감광벨트(320)의 진행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상기 각

현상기(330C,330M,330Y,330K)를 선택적으로 수평방향으로 왕복슬라이딩시키는 캠(cam)(380)이 마련되어 있다.

  상기 현상기(330C,330M,330Y,330K)는 현상롤러(331)가 감광벨트(320)와 초기간격(Di)을 두고 이격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초기간격(Di)은 현상롤러에 부착되어 있는 토너가 감광벨트로 부착되기 위한 간격인 현상갭(Dg)보다 큰 값

이다. 따라서, 각 현상기(330C,330M,330Y,330K)가 초기간격(Di)만큼 이격되어 있을 때에는 현상기(330C,330Y,330K)

로부터 감광벨트(320)로 토너가 부착되지 않는다.

  그러나, 화상을 형성할 때에는 캠(380)을 회전시켜 선택된 현상기(도 3의 230M)의 현상롤러(331)와 감광벨트(320)의

간격이 현상갭(Dg)이 되도록 선택된 현상기(도 3의 230M)를 감광벨트(320)쪽으로 슬라이딩시킨다. 따라서, 선택된 하나

의 현상기(도 3의 230M)로만 현상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캠(380)을 선택적으로 작동시켜 다수의 현상기(330C,330M,330Y,330K)를 하나씩 선택적으로

감광벨트(320)쪽으로 슬라이딩시켜 현상함으로써, 시안(C), 마젠타(M), 옐로우(Y), 블랙(K) 색상의 토너화상을 전사벨트

(340)에 형성하고, 이를 용지(S)로 전사시킨 후 정착시켜 칼라화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도 2 및 도 3과 같은 구성의 멀티패스방식의 칼라화상형성장치에서, 선택되지 않은 현상기의 토너가 감광드럼 또

는 감광벨트에 부착되어 칼라화상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되지 않은 현상기는 감광벨트 또는 감광드럼으로

부터 현상갭(Dg)보다 멀리 이격되도록 마련된다. 그리고, 선택된 하나의 현상기만이 감광드럼 또는 감광벨트와 현상갭

(Dg)을 가지도록 위치시키기 위해 터렛(280)을 회전시키거나 캠(380)을 작동시켜 현상기를 슬라이딩시켜야 한다. 따라서

터렛(280)이나 캠(380)을 작동시키기 위해 별도의 구동모터(미도시)를 마련하여야 하거나, 또는 감광드럼 등을 구동하는

모터(미도시)와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동력절환을 위한 복잡한 기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터렛(280)의 회전 또는 캠(380)의 작동시에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터렛(280) 또는 캠(380)의

작동충격으로 인해 구동계(미도시)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동충격은 고화질의 칼라화상형성장치

를 실현하는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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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출된 것으로, 다수의 현상기에 설치된 각 현상롤러가 감광드럼에 대해 접근

및 이격되지 않고 모두 현상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멀티패스방식으로 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칼라화상형성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동시에 다수의 현상기의 색상별 배치 구조를 높은 인쇄품질을 얻는데 유리하도록 개선한 칼라

화상형성장치 및 그를 이용한 칼라화상형성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칼라화상형성장치는, 감광드럼과, 상기 감광드럼을 대전하는 대전기와, 상기 감

광드럼의 하방에 설치되며 그 대전된 감광드럼에 광을 주사하여 정전잠상을 형성하는 노광유닛과, 상기 감광드럼의 외주

를 따라 서로 다른 높이에 배치되는 옐로우, 마젠타, 시안, 블랙의 4색 현상기를 포함하며 각 색상별 현상기에 설치된 현상

롤러가 모두 상기 감광드럼과 현상갭을 유지한 상태에서 분말상의 토너로 상기 정전잠상을 현상하는 현상유닛과, 상기 현

상된 화상을 용지에 전사하는 전사유닛 및, 상기 감광드럼의 상방에 설치되어 용지에 전사된 화상을 정착시키는 정착유닛

을 포함하며, 상기 현상유닛의 4색 현상기는 상기 노광유닛 측에서 상기 정착유닛 측으로 올라가면서 시안, 마젠타, 옐로

우, 블랙, 혹은 마젠타, 시안, 옐로우, 블랙의 순서로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칼라화상형성장치는, 감광드럼과, 상기 감광드럼을 대전하는 대전기와, 상기 감광드럼

의 하방에 설치되며 그 대전된 감광드럼에 광을 주사하여 정전잠상을 형성하는 노광유닛과, 상기 감광드럼의 외주를 따라

서로 다른 높이에 배치되는 옐로우, 마젠타, 시안, 블랙의 4색 현상기를 포함하며 각 색상별 현상기에 설치된 현상롤러가

모두 상기 감광드럼과 현상갭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기 정전잠상을 분말상의 토너로 현상하는 현상유닛과, 상기 현상된 화

상을 용지에 전사하는 전사유닛 및, 상기 감광드럼의 상방에 설치되어 용지에 전사된 화상을 정착시키는 정착유닛을 포함

하며, 상기 현상유닛의 4색 현상기는 상기 노광유닛 측에서 상기 정착유닛 측으로 올라가면서 옐로우, 마젠타, 시안, 블랙

의 순서로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칼라화상형성방법은, 감광드럼과, 상기 감광드럼을 대전하는 대전기와, 상기 감광드럼의 하방에 설치

되며 그 대전된 감광드럼에 광을 주사하여 정전잠상을 형성하는 노광유닛과, 상기 감광드럼의 외주를 따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마젠타, 시안, 옐로우, 블랙의 순서로 배치되는 4색 현상기를 포함하며 각 색상별 현상기에 설치된 현상롤러가

모두 상기 감광드럼과 현상갭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기 정전잠상을 분말상의 토너로 현상하는 현상유닛과, 상기 현상된 화

상을 전사받은 후 용지에 전사하는 전사유닛 및, 상기 감광드럼의 상방에 설치되어 용지에 전사된 화상을 정착시키는 정착

유닛을 준비하는 준비단계; 상기 현상유닛의 4색 현상기로 각 색상별 화상을 현상한 후 상기 전사유닛에 중첩시켜 칼라 화

상을 만드는 현상단계; 상기 전사유닛에서 상기 현상된 칼라 화상을 용지에 전사하는 전사단계; 상기 용지에 전사된 화상

을 상기 정착유닛에서 정착시키는 정착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현상단계는 옐로우, 마젠타, 시안, 블랙, 혹은 옐로우, 시안,

마젠타, 블랙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칼라화상형성장치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회전하는 감광드럼(420)의 외주면에 도면의 시계방향 즉, 감광드럼(420)의 회전방향으로 대전롤러

(470), 노광유닛(410), 4개의 현상기(430C,430M,430Y,430K)를 포함한 현상유닛, 전사벨트(440), 클리닝장치(450) 및

제전롤러(460)가 마련되어 있으며, 상기 4개의 현상기(430C,430M,430Y,430K)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장치(480)

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용지(S)를 공급하는 카세트(495)와, 상기 용지(S)를 전사벨트(440)와 접촉시키면서 이송시키는

전사롤러(445) 및 상기 용지(S)에 전사된 토너화상을 용지(S)에 고착시키는 정착유닛(490)이 마련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감광매체로서 금속제 드럼(422)의 외주면에 광도전성 물질(421)이 도포된 감광드럼(420)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한하지 않고 감광벨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금속제 드럼(422)은 전기적으로 그라운드(GND)되어

있다. 상기 감광드럼(420)은 외주면의 선속도가 전사벨트의 이송속도와 동일하게 회전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감광드럼(420)을 균일한 전위로 대전시키기 위해 대전롤러(470)를 사용하고 있으나, 코로나 방전을 이

용하는 대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대전롤러(470)가 감광드럼(420)의 외주면과 접촉하여 회전하면서 전하를

공급하여 감광드럼(420)의 외주면이 균일한 전위를 가지도록 한다. 상기 대전롤러(420)에 의해 감광드럼(420)의 외주면

으로 공급되는 전하는 (+)전하 또는 (-)전하일 수 있으며, 본 실시예에서는 (-)전하를 공급하여 감광드럼(420)의 외주면

이 음전위로 대전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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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광유닛(410)은 회전하는 감광드럼(420)에 광을 주사하여 외주면에 정전잠상을 형성한다. 본 발명에서는 하나의 노광

유닛(410)을 사용하므로 시안(C), 마젠타(M), 옐로우(Y) 및 블랙(B) 색상의 화상정보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노광한다.

  다음으로 각각 시안(C), 마젠타(M), 옐로우(Y) 및 블랙(B) 토너를 수용하는 4개의 현상기(430C,430M,430Y,430K)를

포함한 현상유닛이 감광드럼(420)의 외주면에 인접하여 고정 배치되어 있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복수의 현상기를 구비한 현상유닛과 전원공급장치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현상기(430C,430M,430Y,430K)는 감광드럼(420)에 형성된 정전잠상으로 토너를 공급하

는 현상롤러(431), 제3바이어스(V3)이 인가되며 상기 현상롤러(431)에 토너를 부착시키는 제1롤러(432), 상기 현상롤러

(431)에 부착되는 토너의 양을 규제하는 규제수단(433) 및 상기 제1롤러(432) 및 현상롤러(431)로 토너를 공급하는 제2

롤러(434)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현상롤러(431)의 재료는 반도전성 고무재질인 것이 바람직하며, 금속재질로도 가능하다.

  상기 다수의 현상기(430C,430M,430Y,430K)를 배치함에 있어서, 각 현상롤러(431)가 감광드럼(420)의 외주면과 현상

갭(Dg) 만큼 이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토너는 비자성 일성분 토너이며, 본 실시예에서는 현상기

(430C,430M,430Y,430K) 내에서 (-)전하를 띠도록 대전되어 있다.

  전원공급장치(480)는 현상롤러(431)에 제1바이어스(V1)와 제2바이어스(V2)를 선택적으로 인가한다.

  제1바이어스는 현상롤러와 정전잠상과의 사이에 전위차를 형성함으로써 토너가 현상갭(Dg)을 가로질러 감광드럼(420)

의 외주면에 형성된 정전잠상에 부착되어 현상되도록 한다. 선택된 하나의 현상기의 현상롤러(431)에는 제1바이어스(V1)

가 인가된다. 상기 제1바이어스(V1)는 토너의 대전극성과 같은 극성으로서, 본 실시예에서 (-)로 대전된 토너를 사용하므

로 (-)바이어스가 인가된다. 상기 제1바이어스(V1)의 전위는 감광드럼(420)의 외주면에 형성된 정전잠상의 전위보다 낮

아야 한다. 그래야만 (-)로 대전된 토너가 현상갭(Dg)을 가로질러 상대적으로 고전위인 정전잠상에 부착되기 때문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1바이어스(V1)로서 직류바이어스와 교류바이어스를 함께 인가한다.

  상기 제1바이어스(V1)는 현상갭(Dg)의 크기, 현상효율, 및 누설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현상효율은 솔리드(solid)인

쇄를 한 후 현상롤러(431)에 잔류하는 토너의 광학농도(optical density)로 표시되며, 누설특성은 현상롤러(431)와 감광

드럼(420)사이의 현상갭(Dg) 내에서 절연파괴가 일어나 현상롤러(431)로부터 감광드럼(420)으로 누설전류가 흐르게 되

는 제1바이어스(V1)의 크기로 표시된다.

  도 6 및 도 7은 각각 토너 A와 토너 B를 사용하여 현상특성을 실험한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또한 도 8은 토너 A와

토너 B를 사용하여 누설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여기서 Vpp는 제1바이어스의 피크-투-피크(peak-to-

peak) 전압을 말한다.

  현상롤러(431)에 잔류하는 토너의 광학농도가 낮을수록 현상효율이 높으며, 보통 누설전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광학농도가 0.1 이하가 되도록 현상갭(Dg)과 제1바이어스(V1)를 결정한다. 이 때 현상갭(Dg)이 클수록 제1바이어스

(V1)의 크기도 커지나, 현상(Dg)갭이 과도하게 커지면 토너가 현상갭(Dg)을 벗어나서 칼라화상형성장치내에서 비산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상갭(Dg)은 50∼400㎛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바이어스(V2)는 상기 제1바이어스(V1)와는 반대로 현상갭(Dg)을 통한 토너의 이동을 차단한다. 선택되지 않은 다른

현상기의 현상롤러(431)에는 제2바이어스(V2)가 인가되는데, 이는 선택되지 않은 현상기에 수용된 토너가 감광드럼

(420)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선택된 현상기에 의해 감광드럼(420)의 정전잠상에 부착된 토너가 현상갭을 가로

질러 선택되지 않은 다른 현상기의 현상롤러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제2바이어스(V2)의 크기는 현

상갭(Dg)과의 관계에서 실험적으로 정해진다.

  도 9는 현상갭(Dg)의 크기에 따라 제2바이어스(V2)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선택되지 않은 현상기의 토너가 감광드럼

(420)의 정전잠상으로 부착되는 정도를 실험한 결과를 광학농도로 도시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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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 10은 현상갭(Dg)의 크기에 따라 제2바이어스(V2)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선택되지 않은 현상기의 토너가 다른

현상기의 현상롤러(431)에 부착되는 정도를 실험한 결과를 광학농도로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9 및 도 10에 도시된 실험결과로부터, 주어진 현상갭(Dg)에 대해 인가되어야 할 제2바이어스(V2)의 크기를 결정한

다. 통상적으로 칼라화상형성장치에서 허용가능한 화상오염정도는 광학농도 0.03정도이다. 따라서, 상기 도 9 및 도 10에

도시된 실험결과로부터 광학농도 0.03이하를 만족하는 현상갭(Dg)과 제2바이어스(V2)를 선택한다. 도 9 및 도 10를 참조

하면, 현상갭(Dg)이 150㎛인 경우에 제2바이어스는 약 -300∼+10V 사이에서 선택될 수 있고, 현상갭(Dg)이 200㎛인 경

우에 제2바이어스는 약 -400∼+0V 사이에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2바이어스(V2)는 전기적으로

플로우팅(floating) 상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사벨트(440)는 감광드럼(420)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4가지 색상(C,M,Y,K)의 토너화상을 중첩되게 수용하여

용지(S)로 전사시킨다. 본 실시예에서는 전사매체로서 전사벨트(420)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사드럼으로도 가능하다. 상기

전사벨트(440)의 길이는 칼라화상형성장치에 사용되는 용지(S)의 최대길이와 같거나 이보다 커야 한다.

  클리닝장치(450)는 전사과정을 거친 후, 감광드럼(420)의 외주면에 잔류하는 토너를 제거한다. 클리닝장치(450)로서 본

실시예에서와 같이 감광드럼(420)의 외주면에 접촉하는 클리닝 블레이드(451)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감광드럼

(420)의 외주면에 접촉하여 회전하는 클리닝 롤러로 사용할 수 있다.

  제전장치는 일반적으로 제전램프(460)를 사용하며, 감광드럼(420)의 외주면에 일정한 광량의 빛을 조사하여 감광드럼

(420)의 표면전위를 균일하게 만든다.

  이제, 본 발명에 따른 칼라화상형성과정의 한 예를 설명한다.

  칼라화상정보는 각각 시안(C), 마젠타(M), 옐로우(Y), 블랙(B) 색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혼합된 것으로서, 예를 들어 시안

(C), 마젠타(M), 옐로우(Y), 블랙(B)의 순서로 현상을 진행할 경우의 화상형성과정을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대전롤러(470)에 의해 감광드럼(420)의 외주면이 균일한 전위로 대전되고, 노광유닛(410)에 의해 시안(C) 색상의

화상정보에 해당하는 광신호가 회전하는 감광드럼(420)의 외주면의 광도전성물질(421)에 주사되면, 광이 주사된 부분은

저항이 감소하면서 도전체인 금속제 드럼(422)을 통해 감광드럼(420)의 외주면에 부착된 전하가 빠져나간다. 따라서 광이

주사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과의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며, 이에 의해 감광드럼(420)의 외주면에 정전잠상이 형성된

다.

  감광드럼(420)이 회전하면서 정전잠상이 시안 현상기(430C)에 접근하면, 시안 현상기(430C)의 현상롤러(431)가 회전

하기 시작한다. 이 때, 나머지 현상기(430M,430Y,430B)의 현상롤러(431)는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와 달리 회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원공급장치(480)로부터 시안 현상기(430C)의 현상롤러(431)에 제1바이어스(V1)가

인가된다.

  또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현상기(430M,430Y,430B)의 현상롤러(431)에는 제2바이어스(V2)가 인가되어 선택되지 않

은 색상의 토너가 정잔잠상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정전잠상에 부착된 선택된 색상의 토너가 선택되지 않은 나머

지 현상기(430M,430Y,430B)의 현상롤러(431)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면, 상기 제1시안색상의 토너만이 현상갭(Dg)을 가로질러 감광드럼(420)의 외주면에 형성되어 있는 정전잠상에 부

착되어 시안색상의 토너화상이 형성된다.

  감광드럼(420)의 회전에 의해 시안색상의 토너화상이 전사벨트(440)에 접근하면, 전사벨트(440)와의 전위차 또는 접촉

압력에 의해 토너화상이 전사벨트(440)로 전사된다.

  시안색상의 토너화상이 전사벨트(440)에 완전히 형성되면, 다음으로, 마젠타(M), 옐로우(Y), 블랙(B)색상의 토너화상도

상술한 단계를 거쳐 전사벨트(440)에 중첩되게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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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카세트(495)로부터 공급되는 용지(S)가 전사벨트(440)와 전사롤러(445)사이를 통과하면, 전사벨트(440)에

형성된 칼라토너화상이 용지(S)로 전사된다. 계속하여 정착유닛(490)에서 열 및 압력에 의해 칼라토너화상을 용지(S)에

고착시켜 스태커(496)로 배출함으로써 칼라화상형성이 완료된다. 이와 같이 4색 현상기가 모두 현상갭을 유지하고 고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화상의 현상과 전사 등의 화상형성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상기와 같이 칼라 화상을 현상해나가는데 있어서, 각 현상기의 배치와 현상순서에 따라 화상 품질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나은 화상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현상유닛을 배치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이하에는 본 발명의 칼라화상형성장치를 구현함에 있어서, 현상유닛의 배치와 현상순서를 적절히 설정함에 따른 효

과를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4색 현상기(430K,430Y,430M,430C)의 상호간 색상 오염(cross contamination)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선택된 색상의 현상기로부터 감광드럼(420)에 옮겨붙은 토너가 전사벨트(440)로 전사되기 전에 선택되지 않은 다른 색상

의 현상기로 옮겨갈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선택되지 않은 현상기에는 제2바이어스 전압이 인가

되어 있어서, 상기와 같은 현상기 상호간의 색상 오염을 방지하고는 있지만, 아주 작은 가능성일지라도 그러한 현상이 생

길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색상 오염이 발생되더라도 화상품질에는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방

향으로 4색 현상기(430K,430Y,430M,430C)를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밝은 색을 가장 아래 쪽에 배치해서 먼

저 현상을 시작하게 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차차 어두운 색으로 배치하여 현상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

면 먼저 감광드럼(420) 위에 현상된 토너가 전사벨트(440)와의 접촉점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다른 색상의 현상기로 옮겨

가더라도 밝은 색이 어두운 색 안에 섞이는 것이므로 색상 오염의 영향이 별로 없게 된다. 특히, 가장 어두운 색인 블랙은

감광드럼(420)의 진행방향으로 가장 뒤쪽 즉, 도 4와 같이 가장 위쪽에 배치되어야 한다. 나머지 색상들은 상호 색상이 조

금 섞이더라도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배치 순서를 약간 바꿀 수도 있지만, 블랙은 다른 색상에 조금만 섞

여도 바로 영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블랙 현상기(430K)는 도 4에도 도시된 같이 맨 위쪽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이때 현

상기의 기구적인 실링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맨 위쪽에 설치된 블랙 현상기(430K)에서 블랙 토너가 비산되어

아래 쪽에 위치된 다른 색상의 현상기들(430Y,430M,430C)에 혼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시 기구적인 실링이 의

심된다면, 블랙 현상기(430K)를 맨 위에 설치하되, 블랙 색상이 혼입될 경우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옐로우 색상의 현

상기(430Y)를 가급적 블랙 현상기(430K)에서 멀리 떨어지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현상유닛의 하방에 위치된 노광유닛(laser scanning unit;410)의 오염에 대해 고려해보기로 한다. 노광유닛

(410)은 감광드럼(420)에 광을 주사하여 정전잠상을 형성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광이 통과되는 노광유닛(410)의 윈

도우(411)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정밀한 정전잠상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현상유닛의 각 색상별 현상기

(430K,430Y,430M,430C)에서 토너가 떨어져 윈도우(411)를 오염시키면 정밀한 정전잠상을 형성하는데 지장을 받게 된

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블랙 토너에 의한 오염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 이유는 칼라 프린터 일지라도 Black 토너를 사용

하는 문서의 인쇄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Black 현상기의 동작시간이 가장 길게 되고 따라서 다른 현상기에 비해 Black 현

상기에 의한 오염발생량이 가장 많다. 따라서, 노광유닛(410)의 오염을 고려할 경우에도 블랙 현상기(430K)를 노광유닛

(410)에서 먼 제일 위쪽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상기 윈도우(411)의 오염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윈도우(411) 옆에 토너차단벽(412)을 설치하여 현상유닛에서 떨어지는 토너를

일차적으로 막고, 또한 윈도우(411) 주변에 토너배출용팬(fan)(미도시)을 설치해서 주위에 떠도는 토너를 날려버림으로써

윈도우(411)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각 색상별 토너의 열적 특성을 고려해보기로 한다. 통상적으로 옐로우, 마젠타, 시안 색상의 토너는 블랙 색상

의 토너에 비해 연화 온도가 낮게 설정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블랙 화상이 블랙 토너 단층으로 현상되는데 비해 칼라 화

상은 옐로우, 마젠타, 시안 등의 복수 색상 토너가 중첩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예컨대 OHP 필름 상에 전사될 때 유사한 수

준의 광투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연화 온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블랙 토너의 연화 온도가 130℃

정도이고, 다른 색상 토너의 연화 온도는 122℃ 정도가 된다. 그런데, 감광드럼(420)의 상방에는 용지(S)에 전사된 화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용지(S)를 가열 압착하는 정착유닛(490)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정착유닛(490)의 열이 현상유닛에도

전달되어 토너의 특성 열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열에 가장 강한 색상의 현상기 즉, 연화 온도가 가

장 높은 블랙 현상기(430K)를 정착유닛(490)과 제일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따라

서, 토너의 열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에도 블랙 현상기(430K)를 정착유닛(490)과 제일 가까운 가장 위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각 색상별 현상기들 간의 현상 작업 교체 시간을 감안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도 4와 같이 각 현상기들

(430K,430Y,430M,430C)이 배치된 상태에서, 맨 밑에 설치된 시안 색상의 현상기부터 현상을 시작하여 하나씩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현상 작업을 교체하며 진행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럴 경우, 먼저 시안 색상의 화상을 전사벨트(440)에 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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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서 마젠타 색상의 화상을 다음으로 현상하려면, 감광드럼(420)이 시안 색상의 현상을 개시했던 지점 보다 조금 더 회

전해야 마젠타 화상의 현상을 시작할 수 있다. 즉, 감광드럼(420) 상에서 시안 색상의 현상이 개시되었던 지점은 한 바퀴를

회전한 후에 다시 시안 현상기(430C)와 마주하는 지점에 위치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회전을 해야 다음 색상인 마젠타 현상

기(430M)와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마젠타 다음으로 옐로우 색상을 현상할 때와, 이후 블랙 색상을 현상할 때에도 마찬가

지가 된다. 직경 120mm의 감광드럼을 사용하고 칼라 문서의 인쇄속도를 분당 5매를 찍기 위하여 감광드럼의 선속도를

126mm/sec로 할 경우, 본 발명 4제도와 같은 배치도에 따라 현상기간의 동작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색상을 현상한 후

다음 색상의 현상을 위해 현상기 선택을 바꾸는 시간 즉, 전술한 제1,2바이어스 전압을 교체하는 시간이 평균 0.73초 정도

로 충분하게 할당된다. 그러나, 블랙 색상을 현상한 후 다음 페이지의 화상을 인쇄하기 위해 다시 시안 현상기(430C)를 사

용할 때에는,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감광드럼(420)의 블랙 현상 개시점이 반바퀴를 약간 넘자마자 바로 시안 현상기

(430C)와 마주하기 때문에 제1,2바이어스 전압을 교체하는 시간이 매우 촉박해진다. 물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감광드

럼(420)을 그로부터 한 바퀴 더 돌린 다음에 시안 현상기(430C)로 교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인쇄 속도가 분당 5장

인쇄 속도에서 분당 4장으로 인쇄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그대로 블랙 현상기(430K)에서 시안 현상기

(430C)로 교체하면 제1,2바이어스 전압을 교체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지며, 심지어는 블랙 현상기(430K)에 의한 현상 작업

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시안 현상기(430C)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용 제1바이

어스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고압 변환기를 하나 더 구비해서 블랙 현상기(430K)와 시안 현상기(430C) 각각에 따로따로

전압을 인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재료비가 증가되는 단점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에는 반대로 맨 위에 설치된 블랙 현상기(430K)부터 현상 작업을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오면서 현상 작업을 진행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에는 감광드럼(420) 상의 블랙 현상 개시점이 한 바퀴를 조금 못 돌아온 상태에서 다음의 옐로우

현상기(430Y)와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마젠타와 시안의 순서로 교체할 때에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때 평균 교체 시간은

0.32초 정도이며 제1,2바이어스 전압을 교체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시간이다. 그리고, 시안 색상을 현상한 후 다시

처음의 블랙 색상의 현상을 진행할 때에는 감광드럼(420)이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블랙 현상기(430K)와 마주하는 지점까

지 조금 더 돌아가기 때문에, 한 현상기에 의한 현상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다른 현상기가 현상 작업에 돌입하는 상황은 벌

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작업 교체 시간을 감안한다면, 현상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블

랙 색상을 먼저 현상하는 것은 후술하는 Black Toner가 전사벨트 상에서 분산이 심하게 발생하여 화상의 경계부분이 깨

끗하지 않고 거칠어 보이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블랙을 먼저 현상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도 4의 배치 구조

에서 볼 때, 블랙 바로 밑의 옐로우 현상기(430Y)부터 시작해서 마젠타(430M), 시안(430C) 혹은 옐로우, 시안, 마젠타 순

서로 진행하고 맨 나중에 블랙(430K) 색상을 현상하면, 현상작업 교체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면서 색상간 오염의 영향도

적게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칼라 토너의 분산(scattering) 및 전사와 정착의 특성에 대한 요인을 고려해보기로 한다. 용지(S) 상에 전사된

토너가 제 위치에서 약간 흩어지며 분산되어 있을 경우 가장 잘 드러나는 색상은 블랙이고 가장 눈에 덜 띄는 색상은 옐로

우이다. 즉, 시각적으로 블랙 토너의 분산이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며, 시안, 마젠타, 옐로우 순으로 민감한 정도가 약해진

다. 이와 같은 토너의 분산은, 감광드럼에서 전사 벨트로 먼저 전사된 색깔의 토너가 다음 색깔의 토너를 전사할 때 인가되

는 전사 전압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전사벨트(440)에 옮겨진 토너가 용지(S)로 전사되기 전에 진동 등에 의해 떨리면서

발생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현상되어 전사벨트(440)로 옮겨진 색상의 화상은, 나머지 3색의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

칼라 화상이 완성될 때까지 전사벨트(440) 위에서 3바퀴를 더 돌아야 한다. 따라서, 먼저 현상되어 전사벨트(440)로 옮겨

진 토너가 분산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를 감안하면, 분산 시 눈에 띄는 정도가 가장 둔감한 옐로우를 먼저 현상하고, 다음

으로 마젠타, 시안, 블랙 혹은 시안, 마젠타, 블랙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상술한 바와 같은 고려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도 4 혹은 도 11과 같은 현상기 배치 구조가 가장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즉, 먼저 블랙 현상기(430K)를 노광유닛(410)에서 멀고 정착유닛(490)에서 가까운 제일 위쪽에 배치하고 가장 나중에 현

상 작업을 진행토록 하는 것은 상기한 여러 조건을 감안할 때 분명한 사항이다. 그리고, 나머지 색상들은, 색상 오염의 영

향을 고려하여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 쪽으로 현상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옐로우, 마젠타, 시안 혹은 옐로우, 시안, 마젠타

의 현상 순서가 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이것을 상기한 현상작업 교체 시간을 고려하여 위에서 아래로 순차 배치되도록 하

면, 도 4 에서와 같이 밑에서부터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혹은 도 11과 같이 밑에서부터 마젠타, 시안, 옐로우, 블랙의

순서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현상기의 배치는 감광드럼(420)의 원주를 따라 밑에서부터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혹은, 마젠타, 시안, 옐

로우, 블랙의 순서로 배치하고, 현상작업은 옐로우, 마젠타, 시안, 블랙 혹은 옐로우, 시안, 마젠타, 블랙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높은 화상 품질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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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와 같은 각 색상별 현상기의 배치는 현상기의 기구적 실링이 보장될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기구적인 실링

이 보장되지 않아서 현상기 내의 토너가 주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옐로우 현상기(430Y)를 블랙 현상기

(430K)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떼어놓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옐로우 색상에 블랙 색상이 혼입될 때가 가장 치명적인 색상 오

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도 12와 같이 옐로우 현상기(430Y)를 제일 밑으로 내려서, 옐로우, 마젠타, 시

안, 블랙의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칼라화상형성장치 및 방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다수의 현상기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종래의 칼라화상형성장치에서와 같이 현상기의 슬라이딩 또는 회전운동에 의

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현상기를 슬라이딩 또는 회전시키기 위한 구조를 생략하여 구동메카니즘을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어 장치의 신뢰

성이 높아져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셋째, 하나의 감광매체, 노광유닛으로 칼라화상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상기를 슬라이딩 또는 회전시키기 위한 구

조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재료비가 절감된다.

  넷째, 장치내의 작동부분을 최소화하여 장치의 진동으로 인한 화질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다섯째, 각 색상별 현상기를 적절히 배치하여 색상간 오염 등의 영향을 줄이면서 높은 화상 품질을 얻도록 현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에 설명되고 도면에 예시된 것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 기재되는 청구의 범위 내에서 더 많

은 변형 및 변용예가 가능한 것임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감광드럼과, 상기 감광드럼을 대전하는 대전기와, 상기 감광드럼의 하방에 설치되며 그 대전된 감광드럼에 광을 주사하

여 정전잠상을 형성하는 노광유닛과, 상기 감광드럼의 외주를 따라 서로 다른 높이에 배치되는 옐로우, 마젠타, 시안, 블랙

의 4색 현상기를 포함하며 각 색상별 현상기에 설치된 현상롤러가 모두 상기 감광드럼과 현상갭을 유지한 고정 상태에서

분말상의 토너로 상기 정전잠상을 현상하는 현상유닛과, 상기 현상된 화상을 용지에 전사하는 전사유닛 및, 상기 감광드럼

의 상방에 설치되어 용지에 전사된 화상을 정착시키는 정착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현상유닛의 4색 현상기는 상기 노광유닛 측에서 상기 정착유닛 측으로 올라가면서 마젠타, 시안, 옐로우, 블랙의 순

서로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화상형성장치.

청구항 2.

  감광드럼과, 상기 감광드럼을 대전하는 대전기와, 상기 감광드럼의 하방에 설치되며 그 대전된 감광드럼에 광을 주사하

여 정전잠상을 형성하는 노광유닛과, 상기 감광드럼의 외주를 따라 배치되는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4색 현상기를

포함하며 각 색상별 현상기에 설치된 현상롤러가 모두 상기 감광드럼과 현상갭을 유지한 고정 상태에서 상기 정전잠상을

분말상의 토너로 현상하는 현상유닛과, 상기 현상된 화상을 전사받은 후 용지에 전사하는 전사유닛 및, 상기 감광드럼의

상방에 설치되어 용지에 전사된 화상을 정착시키는 정착유닛을 준비하는 준비단계;

  상기 현상유닛의 4색 현상기로 각 색상별 화상을 현상한 후 상기 전사유닛에 중첩시켜 칼라 화상을 만드는 현상단계;

  상기 전사유닛에서 상기 현상된 칼라 화상을 용지에 전사하는 전사단계;

등록특허 10-0509499

- 10 -



  상기 용지에 전사된 화상을 상기 정착유닛에서 정착시키는 정착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현상유닛의 4색 현상기는 상기 노광유닛 측에서 상기 정착유닛 측으로 올라가면서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순

서로 배치되고, 현상순서는 옐로우, 마젠타, 시안, 블랙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화상형성방법.

청구항 3.

  감광드럼과, 상기 감광드럼을 대전하는 대전기와, 상기 감광드럼의 하방에 설치되며 그 대전된 감광드럼에 광을 주사하

여 정전잠상을 형성하는 노광유닛과, 상기 감광드럼의 외주를 따라 배치되는 마젠타, 시안, 옐로우, 블랙의 4색 현상기를

포함하며 각 색상별 현상기에 설치된 현상롤러가 모두 상기 감광드럼과 현상갭을 유지한 고정 상태에서 상기 정전잠상을

분말상의 토너로 현상하는 현상유닛과, 상기 현상된 화상을 전사받은 후 용지에 전사하는 전사유닛 및, 상기 감광드럼의

상방에 설치되어 용지에 전사된 화상을 정착시키는 정착유닛을 준비하는 준비단계;

  상기 현상유닛의 4색 현상기로 각 색상별 화상을 현상한 후 상기 전사유닛에 중첩시켜 칼라 화상을 만드는 현상단계;

  상기 전사유닛에서 상기 현상된 칼라 화상을 용지에 전사하는 전사단계;

  상기 용지에 전사된 화상을 상기 정착유닛에서 정착시키는 정착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현상유닛의 4색 현상기는 상기 노광유닛 측에서 상기 정착유닛 측으로 올라가면서 마젠타, 시안, 옐로우, 블랙의 순

서로 배치되고, 현상순서는 옐로우, 시안, 마젠타, 블랙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화상형성방법.

청구항 4.

  감광드럼과, 상기 감광드럼을 대전하는 대전기와, 상기 감광드럼의 하방에 설치되며 그 대전된 감광드럼에 광을 주사하

여 정전잠상을 형성하는 노광유닛과, 상기 감광드럼의 외주를 따라 서로 다른 높이에 배치되는 옐로우, 마젠타, 시안, 블랙

의 4색 현상기를 포함하며 각 색상별 현상기에 설치된 현상롤러가 모두 상기 감광드럼과 현상갭을 유지한 고정 상태에서

상기 정전잠상을 분말상의 토너로 현상하는 현상유닛과, 상기 현상된 화상을 용지에 전사하는 전사유닛 및, 상기 감광드럼

의 상방에 설치되어 용지에 전사된 화상을 정착시키는 정착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현상유닛의 4색 현상기는 상기 노광유닛 측에서 상기 정착유닛 측으로 올라가면서 옐로우, 마젠타, 시안, 블랙의 순

서로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화상형성장치.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감광드럼과,

  상기 감광드럼에 광을 주사하여 정전잠상을 형성하는 노광유닛과,

  옐로우, 마젠타, 시안, 블랙의 토너들을 각각 구비하여 상기 정전잠상을 그 토너들로 현상하는 복수의 현상기 및,

  상기 현상된 이미지를 용지 상에 정착시키는 정착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정착유닛과 상기 노광유닛 사이에 상기 현상기들을 배치함에 있어서, 블랙 현상기는 상기 정착유닛 측에 배치되고

상기 옐로우 현상기는 상기 노광유닛 측에 배치하며, 상기 마젠타, 상기 시안현상기는 그 사이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화상형성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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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감광드럼에 광을 주사하여 정전잠상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정전잠상을 옐로우, 시안, 마젠타, 블랙의 색상을 가진 토너들로 현상하여 단색 화상을 복수개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칼라 화상이 형성되도록 상기 단색 화상들을 중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현상 단계는 옐로우, 시안, 마젠타, 블랙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화상형성방법.

청구항 8.

  감광드럼에 광을 주사하여 정전잠상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정전잠상을 선택된 색상의 토너로 현상하여 상기 감광드럼 상에 단색화상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색상의 단색화상을 전사벨트로 전사하는 단계를,

  옐로우, 마젠타, 시안, 블랙의 순서로 반복수행하여 상기 전사벨트 상에 칼라화상을 형성하여 멀티패스방식에 의하여 칼

라화상을 인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화상형성방법.

청구항 9.

  감광드럼과,

  상기 감광드럼에 광을 주사하여 정전잠상을 형성하는 노광유닛과,

  옐로우, 마젠타, 시안, 블랙의 토너들을 각각 구비하여 상기 정전잠상을 그 토너들로 현상하는 복수의 현상기 및,

  상기 현상된 이미지를 용지 상에 정착시키는 정착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현상기들은, 상기 정착유닛 측으로부터 상기 노광유닛 측으로 가면서 블랙, 옐로우, 마젠타, 시안 현상기의 순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화상형성장치.

청구항 10.

  감광드럼과,

  상기 감광드럼에 광을 주사하여 정전잠상을 형성하는 노광유닛과,

  옐로우, 마젠타, 시안, 블랙의 토너들을 각각 구비하여 상기 정전잠상을 그 토너들로 현상하는 복수의 현상기 및,

  상기 현상된 이미지를 용지 상에 정착시키는 정착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현상기들은, 상기 정착유닛 측으로부터 상기 노광유닛 측으로 가면서 블랙, 옐로우, 시안, 마젠타 현상기의 순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화상형성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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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블랙 현상기 쪽으로부터 마젠타, 시안 현상기의 순서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화상형성장치.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블랙 현상기 쪽으로부터 시안, 마젠타 현상기의 순서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화상형성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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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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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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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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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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