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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상 형성 장치

요약

본 발명의 과제는 고광택의 화상을 출력할 수 있는 소형의 조작성이 우수한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 시트 상(上)에 미정착 토너상(像)을 형성하는 화상 형성 수단과, 상기 미정착 토너상을 보

유한 기록 시트를 1차 정착하는 제 1 정착 수단과, 상기 제 1 정착 수단에 의해 정착된 기록 시트를 2차 정착하는 제 2 정

착 수단을 구비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의 상측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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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정착 수단, 화상 형성, 광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개념을 1관점에서 설명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개념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도면,

도 3은 실시예1에 관한 화상 형성 장치의 단면 개략도,

도 4는 제 1 정착 장치의 단면 개략도,

도 5는 제 ２ 정착 장치의 단면 개략도,

도 6은 실시예 1에 관한 화상 형성 장치의 기록 시트의 반송 경로를 설명하는 사시도,

도 7은 비교예에 관한 화상 형성 장치의 단면 개략도,

도 8은 실시예 1에 관한 화상 형성 장치의 제어계를 설명하는 블럭도,

도 9는 고광택 프린트 모드에서 사용하는 전용 광택지를 설명하는 단면 개략도,

도 10은 2차 정착 장치에서의 2차 정착을 설명하는 도면,

도 11은 기록 시트의 사이즈와 제 ２ 정착 장치의 소비 전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막대 그래프,

도 12는 정착 벨트폭과 제 ２ 정착 장치의 스탠바이 시(時)의 소비 전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

도 13은 정착 벨트 폭에 대응한 최대 사이즈의 기록 매체를 정착시킨 경우에 필요한 제 2 정착 장치의 소비 전력을 나타내

는 도면,

도 14는 실시예 2에 관한 화상 형성 장치의 단면 개략도,

도 15는 2차 정착 유닛의 고정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6은 2차 정착 유닛의 고정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7은 실시예 3에 관한 화상 형성 장치의 단면 개략도,

도 18은 실시예 4에 관한 화상 형성 장치의 단면 개략도,

도 19는 실시예 4에 관한 화상 형성 장치의 기록 시트의 반송 경로를 설명하는 사시도,

도 20은 실시예 5에 관한 화상 형성 장치의 단면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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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복사기 9 중간 전사 벨트

12 2차 전사롤 14 벨트 클리닝 장치

15 제 1 정착 장치 17 용지 트레이

17a 픽업롤 19, 24 반송롤 쌍

20 레지스트롤 쌍 22 제 1 배출롤 쌍

25 제 1 배출 트레이 26 제 2 배출 트레이

27 제 2 배출롤 쌍 100 장치 본체

101 제 2 정착 장치 102 화상 판독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이들의 복사기 등의 전자 사진 방식을 이용한 화상 형성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자

세하게는, 두 개의 정착 장치를 구비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자 사진 방식(정전 전사 방식)을 이용한 복사기, 프린터 등의 화상 형성 장치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풀 칼라 전자 사

진식 복사기, 및 풀 칼라 전자 사진식 프린터는 최근 시장 도입이 번성한 디지털 스틸 카메라의 사진 화상 출력용으로서 사

용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사진 화상의 화질로서는 그 표면은 고평활, 고광택의 출력 화상이 바람직하다. 한

편, 일반 문장 등의 흑백 출력 화상에 대해서는, 저광택의 출력 화상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종래부터, 특공평4-31393호 공보에는, 화상 형성 장치와는 별도 유닛으로서 고평활, 고광택의 출력 화상을 출력

할 수 있는 장치가 제안되고 있다. 그리고 특개평5-158364호 공보에는, 화상 형성 장치 본체 내에 롤 정착기와 벨트 정착

기의 2종류의 정착기를 직렬로 배치하고, 2종류의 정착기의 배치 순서, 및 조작의 조합에 의해 반송 롤러 및 반송 가이드

등의 보조부재를 이용해 기록 매체의 반송 경로를 변경하고, 롤 정착기만, 벨트 정착기만, 또는 롤 정착기와 벨트 정착기의

양쪽 모두의 정착에 의해 광택/반광택/비광택의 화상을 바꾸어 출력하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들 종래의 기술에 있어서는, 더 개선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로, 공간 절약화를 들 수 있다. 즉, 특공평4-31393호 공보에 기재된 구성에서는, 화상 형성 장치와 고평활, 고광택 출

력용 장치 2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대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특개

평5-158364호 공보에 기재된 구성에서는, 화상 형성 장치 본체 내부에 비광택 화상 출력시에 사용하는 정착기와, 광택 화

상 출력시에 사용하는 정착기의 2종류의 정착기가, 수평 위치(직렬)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상 형성 장치 자체의 사이

즈가 크게 되어,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고광택과 저광택, 혹은 비광택의 출력 화상을 형성할 수 있는 화상 형성 장치는, 일반 오피스만이 아니라, 서적 판매

점, 가전 판매점 등에서의 디지털 스틸 카메라의 사진 화상 출력용 및 일반 문장 카피 서비스용으로서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오늘, 서적 판매점, 가전 판매점 등의 점포 면적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관점에서도, 화상 형성 장치의 공간 절약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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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조작성의 향상을 들 수 있다. 즉, 특개평5-158364호 공보에 기재된 구성에서는, 또한 화상 형성된 기록 매체가 화

상 형성 장치의 측면 아래측으로부터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된 기록 매체가 꺼내기 어려워 조작성에 뒤떨어진다. 반면, 기

록 매체의 꺼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상 형성 장치의 설치 높이를 높이면, 화상 판독 장치의 높이도 이에 따라 높게 되

고, 또한 조작성도 저하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이러한 기술적인 과제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고광택의 화상을 출력할 수 있는 소형의 조작성

이 뛰어난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하,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도 1, 도 2의 개념도를 이용해 설명한다.

즉, 본 발명은 (제 2 정착 수단과 화상 형성 수단의 위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기록 시트 상에 미정착 토너상을 형성

하는 화상 형성 수단과, 상기 미정착 토너상을 보유한 기록 시트를 일차 정착하는 제 1 정착 수단과, 상기 제 1 정착 수단에

의해 정착된 기록 시트를 2차 정착하는 제 2 정착 수단을 구비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기

화상 형성 수단 상측에 존재하는 것이다(도 1의 실선 화살표 1 참조). 또한 본 발명은 원고를 판독하여 화상 정보를 얻는

원고 판독 수단과, 상기 화상 정보에 기초하여 기록 시트 상에 미정착 토너상을 형성하는 화상 형성 수단과, 상기 미정착

토너상을 보유한 기록 시트를 1차 정착하는 제 1 정착 수단과, 상기 제 1 정착 수단에 의해 정착된 기록 시트를 2차 정착하

는 제 2 정착 수단을 구비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의 상측, 또한 상기 원

고 판독 수단의 하측에 존재하는 것이다(도 1의 실선 화살표 1 및 실선 화살표 2 참조). 게다가,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

기 제 1 정착 수단 상측에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도 1의 실선 화살표 3 참조).

또한 본 발명은 (제 2 정착 수단과 제 1 정착 수단의 위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기록 시트 상에 미정착 토너상을 형

성하는 화상 형성 수단과, 상기 미정착 토너상을 보유한 기록 시트를 1차 정착하는 제 1 정착 수단과, 상기 제 1 정착 수단

에 의해 정착된 기록 시트를 2차 정착하는 제 2 정착 수단을 구비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

기 제 1 정착 수단의 상측에 존재하는 것이다(도 1의 실선 화살표 3 참조). 게다가,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기 제 1 정착

수단의 바로 위에는 존재하지 않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원고를 판독해 화상 정보를 얻는 원고 판독 수단과, 기록 시트 상에 미정착 토너상을 상기 화상 정보에 기

초하여 형성하는 화상 형성 수단과, 상기 미정착 토너상을 보유한 기록 시트를 1차 정착하는 제 1 정착 수단과, 상기 제 1

정착 수단에 의해 정착된 기록 시트를 2차 정착하는 제 2 정착 수단을 구비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기 제 1 정착 수단의 상측, 또한 상기 원고 판독 수단의 하측에 존재하는 것이다(도 1의 실선 화살표 3, 실선 화살

표 2 참조). 게다가,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기 화상 형성 수단 상측에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도 1의 실선 화살표 1 참

조).

또한, 본 발명은 (제 2 정착 수단과 화상 형성 수단의 영역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기록 시트상에 미정착 토너상을 형

성하는 화상 형성 수단과, 상기 미정착 토너상을 보유한 기록 시트를 1차 정착하는 제 1 정착 수단과, 상기 제 1 정착 수단

에 의해 정착된 기록 시트를 2차 정착하는 제 2 정착 수단을 구비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

기 화상 형성 수단의 바로 위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다(도 1의 점선 화살표 4 참조). 또한,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은 벨트 형상

의 중간 전사체를 구비하고,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기 중간 전사체의 바로 위에 존재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원고를 판독해 화상 정보를 얻는 원고 판독 수단과, 상기 화상 정보에 기초하여 기록 시트상에 미정착 토

너상을 형성하는 화상 형성 수단과, 상기 미정착 토너상을 보유한 기록 시트를 1차 정착하는 제 1 정착 수단과, 상기 제 1

정착 수단에 의해 정착된 기록 시트를 2차 정착하는 제 2 정착 수단을 구비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기 원고 판독 수단의 바로 아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다(도 1의 점선 화살표 5 참조). 또한, 상기 제 2 정착 수단

은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의 바로 위 영역, 또한 상기 원고 판독 수단의 바로 아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어도 좋다(도 1의 점

선 화살표 4, 점선 화살표 5 참조).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제 1 정착 수단으로부터 상기 제 2 정착 수단에 이르는 기록 시트의 반송 경로가 적어도 일부는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의 상측에 존재하는 것이다(도 1의 실선 화살표 1 참조).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 1 정착 수단으로부터 상기

제 2 정착 수단에 이르는 기록 시트의 반송 경로가 적어도 반은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의 상측에 존재하는 것이다. 보다 바람

직하게는, 상기 제 1 정착 수단으로부터 상기 제 2 정착 수단에 이르는 기록 시트의 반송 경로의 전부는 실질적으로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의 상측에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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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각 수단의 (수직 방향) 위치를 문제로 할 때에는, 예를 들면, 화상 형성 수단에서는 기록 시트 상에

토너상을 형성하는 위치 (최종 전사 위치)를, 제 1 및 제 2 정착 수단에서는 기록 시트를 정착하는 위치(정착 위치)를, 원고

판독 수단에서는 원고를 판독하여 화상 정보를 얻는 위치(광전 변환 위치)를 각각 의미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각 수

단의 (수직 방향) 영역을 문제로 할 때에는, 예를 들면, 화상 형성 수단에서는 잠상 담지체나 토너상 담지체 및 이것들 주위

로 배치되는 각 전자 사진 프로세스(대전, 노광, 현상, 전사, 클리닝, 제전(除電))을 위한 각 장치를, 원고 판독 수단에서는

플래턴(platen) 투명체, 이동 캐리지, 조명 램프 등을 각각 의미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각 위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기록 시트를 수용하는 수용 트레이로부터 상기 제 1 정착 수단에

이르는 기록 시트의 반송 경로는 수평 방향 성분보다도 수직 방향 성분이 크게 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기록 시트를

수용하는 수용 트레이로부터 상기 제 1 정착 수단에 이르는 기록 시트의 반송 경로는 대략 수직이 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기록 시트 상에 미정착 토너가 형성되는 위치와 그 기록 시트가 1차 정착되는 위치를 잇는 1차 정착 직선의 수직 성분은 상

기 1차 정착 직선의 수평 성분보다도 큰 것이다. 예를 들면, 기록 시트 상에 미정착 토너가 형성되는 위치와 그 기록 시트가

1차 정착되는 위치를 잇는 1차 정착 직선은 실질적으로 수직 방향이라도 좋다.

또한, 기록 시트가 1차 정착되는 위치와 2차 정착되는 위치를 잇는 2차 정착 직선의 수직 성분은 상기 2차 정착 직선의 수

평 성분보다도 작은 것이다. 예를 들면, 기록 시트가 1차 정착되는 위치와 2차 정착되는 위치를 잇는 2차 정착 직선은 실질

적으로 수평 방향이어도 좋다.

또한, 기록 시트 상에 미정착 토너가 형성되는 위치와 그 기록 시트가 1차 정착되는 위치를 잇는 1차 정착 직선의 수직 성

분과 수평 성분의 비율(수직 성분/수평 성분)은 그 기록 시트가 1차 정착되는 위치와 2차 정착되는 위치를 잇는 2차 정착

직선의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의 비율(수직 성분/수평 성분)보다도 큰 것이다.

또한, 상기 제 2 정착 수단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록 시트는 상기 화상 형성 장치 수단의 바로 위에 배출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은 벨트 형상의 중간 전사체를 구비하고, 상기 제 2 정착 수단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록 시트

는 상기 중간 전사체의 바로 위에 배출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이들과 같이 화상 형성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화상 형성 장치의 공간 절약화와 조작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화상 형성 수단 및 상기 제 1 정착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본체 유닛과, 상기 제 2 정착 수단을 포

함해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대해 착탈 가능한 2차 정착 유닛을 갖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화상 형성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종래의 (저광택, 혹은 비광택의 일반 문장용의)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새롭게 2차 정착 유닛을 부설하는

것만으로 고광택 화상을 얻을 수 있어, 고광택 화상을 위한 화상 형성 장치의 개발, 생산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을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대해 착탈가능한 2차 정착 유닛으로서 파악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상기 2차 정착 유닛을 부설한 화상 형성 장치 전체의 설치 투영 면적은(도 2

(b-1)의 S3, (b-2)의 S4 참조),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 단독의 설치 투영 면적(도 2(a)의 S1 참조)과 상기 2차 정착 유

닛 단독의 설치 투영 면적(도 2(a)의 S2 참조)의 합보다도 작은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상기 2

차 정착 유닛을 부설한 화상 형성 장치의 설치 투영 면적은(도 2(b-2)의 S4 참조),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의 설치 투영

면적(도 2(a)의 S1 참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화상 형성 수단 및 상기 제 1 정착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본체 유닛과, 상기 제 2 정착 수단을 포

함해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대해 착탈 가능한 후처리 유닛을 갖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기 후처리 유닛은

2차 정착된 기록 시트를 소망한 크기(사이즈)로 컷하는 절단 수단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상

기 후처리 유닛을 부설한 화상 형성 장치 전체의 설치 투영 면적은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 단독의 설치 투영 면적과 상

기 후처리 유닛 단독의 설치 투영 면적의 합보다도 작게 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상기 후처리

유닛을 부설한 화상 형성 장치의 설치 투영 면적은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의 설치 투영 면적과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상기 후처리 유닛을 부설한 화상 형성 장치의 설치 투영 면적은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

닛의 설치 투영 면적보다도 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가능한 한 공간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상기 후처리 유닛을 부설한 화상 형성 장치의 설치 투영 면적은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의 설치

투영 면적보다도 크고, 상기 후처리 유닛의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대한 돌출 부분의 바로 아래에는, 화상 형성 장치

의 주변 기기가 부설 가능하도록, 또는 부설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주변 기기로서는, 코인 유닛 또

는 카드 유닛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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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제 2 정착 수단으로 정착 가능한 기록 시트의 사이즈는 상기 제 1 정착 수단으로 정착 가능한 기록 시

트의 사이즈보다도 작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제 2 정착 수단으로 정착 가능한 기록 시트의 사이즈를

제 1 정착 수단으로 정착 가능한 기록 시트의 사이즈의 반 이하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 2 정착 수단으로 정착 가능한

기록 시트의 최대 사이즈를 엽서 사이즈, 또는 사진의 L판 사이즈로 하고, 제 1 정착 수단으로 정착 가능한 기록 시트의 최

대 사이즈를 A3 사이즈로 할 수 있다. 화상 형성 장치를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2차 정착 장치가 소형화되고, 상술한 바

와 같은 레이 아웃을 채용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광택 화상을 출력하는 화상 형성 장치의 공간 절약화와

조작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소형의 제 2 정착 수단은 전력 절약에도 이바지한다. 고광택 화상을 출력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

은 사정으로부터 소비 전력량을 억제할 필요가 높다. 일반적으로, 고광택 화상 출력과 비광택, 저광택 화상 출력을 출력하

는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는, 보통 종이 (비광택, 저광택 화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용 전원의 전력을 허용 한계

인 1,50OW(l0OV 15A)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고광택처리를 위해서, 제 2 정착 수단으로서, 가열원을 더 사용

하고, 고화질용의 화상 처리 장치와, 제 2 정착기의 드라이브ㆍ냉각 팬에 전력을 사용하면, 제 1 정착 수단과 제 2 정착 수

단이 동시 동작한 경우, 장치 전체의 최대 전력이 1,500W를 크게 넘어 버린다.

가령, 상용 전원을 2콘센트 준비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오피스, 서적 판매점, 가전 판매점 등의 사용 환경에서는, 원래 전원

이 20A 브레이커이고, 최대로도 그 소비 전력을 2,000W 이하로 할 필요가 있다. 2,000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는, 사용 환경에 대규모 전원 공사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제 1 정착 수단과 제 2 정착 수단의 가열원이, 동시에 점등하지

않게 제어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전력 절약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제 1 정착 수단만으로 기록 시트를 1차 정착하는 제 1 정착 모드와, 제 1 및 제 2 정착 수단으로 기록

시트를 1차 및 2차 정착하는 제 2 정착 모드를 선택하는 제어 수단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화상 형성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제 1 정착 모드에 의해 비교적 저광택의 화상을 출력하고, 제 2 정착 모드에 의해 고광택의 화상을 출력할

수 있어, 1대의 화상 형성 장치에 의해, 저광택 및 고광택의 양쪽 모두의 화상 출력이 가능해져, 공간 절약에 이바지한다.

또한, 제 1 정착 수단으로 정착된 후에 제 2 정착 수단에 기록 시트가 반송되기 때문에, 기록 시트의 반송 경로의 방향이 도

중에서 굽어져 있어도, 화상 디펙트가 발생하기 어렵다. 그 결과, 진공식 반송 장치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개발, 생산 비용

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공간 절약의 관점으로부터는, 상기 제 1 정착 모드로 정착된 기록 시트와 상기 제 2 정착 모드로 정착된 기록 시트는

어느 것이나 화상 형성 수단의 상측에 배출되는 것, 상기 제 1 정착 모드로 정착된 기록 시트와, 상기 제 2 정착 모드로 정

착된 기록 시트는 어느 것이나 화상 형성 수단의 바로 위에 배출되는 것, 상기 제 2 정착 수단의 상측 또는 하측에 제 1 정

착 모드에서의 기록 시트의 반송 경로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가열원을 구비하는 가열 롤과 1 이상의 텐션(tension) 롤과, 이것들 가열 롤 및 텐션 롤에 의

해 인장되는 무단(無端) 벨트와, 상기 무단 벨트를 사이에 끼워 가열 롤과 대치(對峙)하는 가압 롤을 갖고, 상기 기록 시트

를 상기 무단 벨트와 가압 롤의 닙(nip)부분에서 가압하여 무단 벨트 표면에 부착시키고, 반송 후, 무단 벨트 표면으로부터

박리하는 것을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기록 시트가 부착된 상태로 반송되는 무단 벨트의 이면에 접촉

하고 상기 무단 벨트를 통해서 기록 시트를 냉각하는 냉각 부재를 갖는 것이라도 좋다. 이 냉각부재로서는, 상기 무단 벨트

의 이면에 접촉하는 히트 싱크 등을 들 수 있고, 더욱이 이 히트 싱크에 대해서 송풍(送風)하는 팬 부재를 병용해도 좋다.

또한, 상기 제 2 정착 수단에 의해 2차 정착되는 기록 시트는 적어도 그 토너상을 보유하는 면에 열가소성 수지층을 갖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열가소성 수지층은 토너상을 구성하는 토너 수지와 동질로 하여, 양 수지의 융해

온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도록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고광택의 화상을 출력할 수 있는 소형의 조작성이 우수한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실시예 1)

도 3은 본 실시예에 관한 탠덤(tandem) 칼라 복사기(화상 형성 장치)(1)의 개략 구성도이다. 이 복사기(1)은 장치 본체

(100)와 화상 판독 장치(원고 판독 수단)(1O2)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치 본체(100) 내에는, 화상 출력부와 제 2 정착 장

치(제 2 정착 수단)(101)이 내장되어 있다. 화상 출력부는 제 1 정착 장치(제 1 정착 수단)(15)와 화상 형성부(화상 형성 수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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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형성부는 복수의 텐션 롤에 인장되어 회전되는 무단상(無端狀)의 중간 전사 벨트(9)와 상기 중간 전사 벨트(9)의 회

전 방향의 상류측으로부터 하류측에 걸쳐 줄지어 있는 옐로우(yellow), 마젠타(magenta), 시안(cyan), 블랙(black)의 각

색 토너 화상을 형성하는 전자 사진 화상 형성 유닛(1Y~K)과, 중간 전사 벨트(9)에 대치하는 벨트 클리닝 장치(14), 동일

하게 중간 전사 벨트(9)에 대치하는 2차 전사 롤(12), 보통 종이(기록 시트)(18)(S), 전용 광택지(기록 시트)(18)(P)를 각각

수용하는 용지 트레이(17), 픽업 롤(17a), 반송 롤쌍(19, 24), 레지스트 롤쌍(20), 제 1 배출롤쌍(22), 제 1 배출 트레이

(25), 제 2 배출 롤쌍(27), 제 2 배출 트레이(26) 등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각 전자 사진 화상 형성 유닛(1Y~K)는 감광체 드럼(2), 대전 롤(3), 현상 장치(5), 1차 전사롤(6), 드럼 클리닝 장치

(7), 제전 롤(8) 등을 구비하고 있다.

도 4는 제 1 정착 장치(15)의 구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제 1 정착 장치(15)는 소열용량(小熱容量)의 정착 롤(30)과, 가

압 벨트(31)ㆍ가압 패드(32)로 되는 가압 벨트식 정착 장치이다. 정착 롤(30)은 알루미늄으로 되는 두께 1.5mm, 외경

25mm, 길이 380mm의 코어(30a) 표면에, 고무 경도(JIS-A)가 33˚의 실리콘 고무로 되는 탄성체층(30b)을 두께 0.5mm,

길이 320mn로 피복하고, 또 탄성체층(30b)의 표면에 두께 30 마이크로m의 PFA 튜브로 되는 이형(離型)층(30c)을 피복

해 형성되어 있다. 정착 롤(30)의 내부에는, 가열원으로서 650W의 할로겐 램프(33)가 배치되어 있고, 정착 롤(30)의 표면

온도가 소정의 온도(170˚C)가 되도록 내부로부터 가열한다.

가압 벨트(31)는 두께 75 마이크로m, 외경 30mm, 길이 330mm의 폴리이미드 벨트의 표면에, 두께 30 마이크로m의 PFA

튜브로 되는 이형층이 형성되어 있다. 가압 벨트(31) 내부에는 가압 벨트(31)를 정착 롤(30)에 압압(押壓)하여 닙을 형성

하는 가압 패드(32)가 배치되어 있다. 가압 패드(32)의 압압 하중은 33Kg이고, 닙폭은 6.5mm이다. 가압 벨트(31)ㆍ가압

패드(32) 측에는 열원을 갖고 있지 않다.

도 5는 제 2 정착 장치(101)의 구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제 2 정착 장치(101)는 열원을 갖는 가열 정착 롤(가열 롤)(40),

박리 롤(텐션 롤)(44), 스티어링 롤(텐션 롤)(45), 가열 정착 롤(40) 및 박리 롤(44)과 스티어링 롤(45)에 돌려 감아진 정착

벨트(무단 벨트)(47), 정착 벨트(47)을 통해서 가열 정착 롤(40)에 압압해 닙을 형성하는 가압 롤(42), 정착 벨트(47)의 회

전 방향의 닙 하류측에서 정착 벨트(47)를 냉각하는 냉각기(냉각부)(46)를 갖고, 토너를 담지한 기록 시트(18)는 토너 화

상이 정착 벨트(47)와 접하도록 닙부에 반송되어 가열 가압 정착되어, 냉각기(46)에서 정착 벨트(47) 및 기록 시트(18)가

냉각된 후에, 정착 벨트(47)와 기록 시트(18)를 박리하는 벨트 정착기이다.

가열 정착 롤(40)은 열전도성이 높은 금속제의 코어(40a)의 표면에, PFA 튜브 등의 불소 수지층으로 되는 이형층(40b)을

형성하고, 코어(40a) 중에, 할로겐 램프 등의 가열원(41)이 구비되고, 가열 정착 롤(40)의 표면 온도가 소정의 온도가 되도

록 가열하고, 정착 벨트(47)와 토너상이 형성된 기록 시트(18)를 가열한다. 가압 롤(42)은 열전도성이 높은 금속제의 코어

(42a)의 주위에 고무 경도(JIS-A)가 40˚정도의 실리콘 고무 등으로 되는 탄성체층(42b)을 피복하고, 게다가 그 표면 PFA

튜브 등의 불소 수지층으로 되는 이형층(42c)을 형성하고, 코어(42a) 중에 할로겐 램프 등의 가열원(43)이 구비되고, 가압

롤(42)의 표면 온도가 소정의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고, 정착시의 기록 시트(18)에 압력을 인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기록 시

트(18)를 이면으로부터 가열시킨다. 가열 정착 롤(40)과 가압 롤(42)의 구성은 상술한 구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록

시트(18) 상에 형성된 토너 화상을 정착 벨트(47)를 통해서 기록 시트(l8) 상에 정착할 수 있는 구성이면 좋다.

박리 롤(44)은 정착 벨트(47)로부터 기록 시트(18) 자신의 강성에 의해 박리시키는 것이고, 그 외 외경 형상(치수)은 정착

벨트(47)와 기록 시트(18)의 부착력, 및 정착 벨트(47)의 박리 롤(44)에의 감김 각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스티어링 롤(45)

은 정착 벨트(47)를 회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한쪽으로 치우침에 의해 벨트 단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한쪽의

축이 고정되고, 다른 쪽의 축을 도시하지 않은 구동 장치에 의해 가열 정착 롤(40)에 대해서 기울게 함으로써, 정착 벨트

(47)가 치우친 경우 역방향으로 벨트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냉각기(46)는 정착 벨트(47)와 밀착하고 있는 기록 시트(18)를 냉각하기 위한 것이고, 정착 벨트(47)의 내주면에서, 또 가

열 정착 롤(40)의 하류측, 박리 롤(44) 상류측에 배치되어 있다. 냉각기(46)는 가열 정착 롤(40)과 가압 롤(42)에 의해 용

융하게 된 기록 시트(18)의 표면의 투명 수지층(l8a)과 토너상을 냉각시키고, 화상 표면 전체를 정착 벨트(47) 표면에 따른

평활한 상태로 고화(固化)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정착 벨트(47)는 열경화형 폴리이미드제의 무단(無端) 형상 필름 위에, 두께 35 마이크로m의 실리콘 고무층 등을 피복한

것이 사용된다. 소비 전력의 면에서는 벨트는 얇은 것이 바람직하지만, 강도적인 관점에서 폴리이미드 기재(基材)는 75 마

이크로m 이상, 화질적인 관점에서 실리콘 고무층은 30 마이크로m 이상이 필요하다. 또한, 정착 벨트(47)는 가열 정착 롤

(40)과 박리 롤(44), 스티어링 롤(45)의 사이에 걸쳐져, 가열 정착 롤(40)으로 종동(從動) 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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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 2 정착 장치(101)는 화상 판독 장치(102)의 하측에 존재하고, 화상 형성부(예를 들면, 2차 전사 위치)의 상측,

중간 전사 벨트(9)의 바로 위에 존재하고, 제 1 정착 장치(15)의 상측에 존재하지만 바로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제

2 정착 장치(101)는 화상 형성부(예를 들면, 중간 전사 벨트(9))의 바로 위 영역에 존재하고, 또한 화상 판독 장치(102)의

바로 아래 영역에 존재한다.

도 6은 본 실시예에 관한 칼라 복사기(1)의 기록 시트(18)의 반송 경로를 설명하는 것이다. 제 1 정착 장치(15)로부터 제 2

정착 장치(101)를 거쳐 제 2 배출 트레이(26)에 이르는 기록 시트(18)의 반송 경로(P2)는 화상 형성부(예를 들면, 중간 전

사 벨트(9))의 바로 위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 한편, 제 1 정착 장치(15)로부터 제 1 배출 트레이에 이르는 기록 시트(18)의

반송 경로(P1)는 화상 형성부의 바로 위 영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지 트레이(17)로부터 제 1 정착 장치(15)에

이르는 기록 시트(18)의 반송 경로(P)는 대략 수직이다.

또한, 2차 전사 위치와 1차 정착 위치를 잇는 1차 정착 직선의 수직 성분은, 실질적으로 수직 방향이 되어 있다. 또한, 1차

정착 위치와 2차 정착 위치를 잇는 2차 정착 직선의 수직 성분은 상기 2차 정착 직선의 수평 성분보다도 작은 것이다. 또

한, 제 2 정착 장치(101)로부터 배출되는 기록 시트(18)는 화상 형성부(예를 들면, 중간 전사 벨트(9))의 바로 위 영역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레이 아웃을 채용함으로써, 제 1로, 제 2 정착 장치(101)를 구비하는 것에 관계 없이, 전체의 장치(1)의 공간 절약

(특히, 설치 면적에서의)이 도모되고, 제 2로, 기록 시트(18)가 비교적 높은 위치로 배출되기 때문에, 조작성에도 뛰어나

다.

도 7은 본 실시예에 관한 칼라 복사기(1)와 대략 같은 구성을 갖는 종래의 칼라 복사기(비교예)이다. 또한, 양 복사기에서,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여, 그 설명을 생략한다. 본 실시예에 관한 칼라 복사기(1)와 비교예에 관한 칼라

복사기를 비교하면, 본 실시예에 관한 칼라 복사기(1)는 비교예에 관한 종래의 칼라 복사기와 대략 동일 사이즈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실시예에 관한 칼라 복사기(1)에 의한 화상 형성 동작을 통상 프린트 모드(제 1 정착 모드)와 고광택 프린트

모드(제 2 정착 모드)로 나누어 설명한다.

도 8은 각 프린트 모드를 제어하는 제어계를 설명하는 블럭도이다. 이 제어계는 칼라 복사기(1)의 제어부(10)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어부(10)의 계측 대상으로서, 복사기(1)에 접속된 퍼스널 컴퓨터 PC나 도시하지 않은 복사기(1)의 유저

인터페이스로부터의 제어 명령 신호, 도시하지 않은 제 1 정착 장치(15)의 온도 센서로부터의 온도 신호, 도시하지 않은 제

2 정착 장치(101)의 온도 센서로부터의 온도 신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제어부(10)의 제어 대상으로서, 반송 방향 전환

게이트(16)의 제어 명령 신호, 제 1 정착 장치(15)의 가열원에 공급되는 전력(P1), 제 2 정착 장치(101)의 가열원에 공급

되는 전력(P2) 등을 들 수 있다.

통상 프린트 모드

우선, 통상 프린트 모드에서의 화상 출력에 대해서 설명한다. 퍼스널 컴퓨터 PC 등으로부터 보내져 오는 칼라 화상 정보

나, 화상 판독 장치(102)로부터 판독된 칼라 원고의 칼라 화상 정보 등이 입력되면, 입력된 화상 정보에 대해서 화상 처리

가 행해진다.

우선, 중간 전사 벨트(9)로의 단색 토너상 형성의 동작을 전자 사진 화상 형성 유닛(1Y)를 대표로 하여 설명한다. 감광체

드럼(2Y)은 균일 대전 롤(3Y)에 의해 그 표면을 음극성으로 균일하게 대전된다. 다음에 노광기(4)에 의해 (먼저 화상 처리

가 된 화상 정보에 기초해) 옐로우 화상에 대응하는 상노광(像露光)이 되어, 감광체 드럼(2Y)의 표면에는 옐로우 화상에

대응하는 정전 잠상이 형성된다. 이 옐로우 화상에 대응하는 정전 잠상은 현상 장치(5Y)에 의해서 옐로우 토너상이 되고,

1차 전사 수단 일부를 구성하는 1차 전사 롤(6Y)의 압접력(壓接力)및 정전 흡인에 의해서 중간 전사 벨트(9) 상에 전사된

다. 전사 뒤의 감광체 드럼(2Y) 상에 잔류한 옐로우 토너는 드럼 클리닝 장치(7Y)에 의해 벗겨내진다. 감광체 드럼(2Y)의

표면은 제전 롤(8Y)에 의해 제전된 후, 다음의 화상 형성 사이클을 위해 균일 대전 롤(3Y)에 의해 다시 대전된다.

다색의 칼라 화상 형성을 행하는 칼라 복사기(1)에서는 각 전자 사진 화상 형성 유닛(1Y, lM, 1C, lK)의 상대적인 위치 차

이를 고려한 타이밍으로, 상기와 같은 화상 형성 공정이 전자 사진 화상 형성 유닛(1M, 1C, lK)에서도 행해져, 중간 전사

벨트(9) 상에 풀 칼라 토너상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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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전사 벨트(9) 상에 형성된 풀 칼라 토너상은 소정의 타이밍으로 2차 전사 위치로 반송되는 기록 시트(18) 상에 중간

전사 벨트(9)를 지지하는 백업 롤(13)과, 백업 롤(13)에 압접하는 2차 전사 수단의 일부를 구성하는 2차 전사 롤(12)의 압

접력 및 정전 흡인에 의해 전사된다.

기록 시트(18)는 칼라 복사기(1)의 하부에 배치된 기록 매체 수용부로서의 급지(給紙) 카셋트(17)으로부터, 소정의 사이즈

의 것이 피드 롤(17a)에 의해 급지된다. 여기서, 통상 프린트 모드에서는, 기록 시트(18)로서 보통 종이(18(S))가 급지된

다. 급지된 기록 시트(18)는 복수의 반송롤(19) 및 레지스트 롤(20)에 의해서 소정의 타이밍으로 중간 전사 벨트(9)의 2차

전사 위치까지 반송된다. 그리고, 기록 시트(18)에는 상술한 것처럼 2차 전사 수단으로서의 백업 롤(13)과 2차 전사 롤

(12)에 의해서 중간 전사 벨트(9) 위로부터 풀 칼라 토너상이 일괄해 전사된다.

또한, 중간 전사 벨트(9) 위로부터 풀 칼라 토너상이 전사된 기록 시트(18)는 중간 전사 벨트(9)로부터 분리된 뒤, 2차 전

사 수단의 상부에 배치된 제 1 정착 장치(15)로 반송되어, 이 제 1 정착 장치(l5)에 의해서 열 및 압력으로 토너상이 기록

시트(18) 상에 1차 정착된다. 그리고, 2차 전사 수단에 의해 기록 시트(18) 상에 전사할 수 없었던 중간 전사 벨트(9) 상의

잔류 토너는 그대로 중간 전사 벨트(9) 상에 놓인 상태로 중간 전사체 클리닝 장치(l4)까지 반송되어, 클리닝 수단(l4)에 의

해, 중간 전사 벨트(9) 상에서 제거된다.

여기서, 통상 프린트 모드에서는 제어부(10)에 의해 반송 방향 전환 게이트(16)의 방향이 제어되어 반송 방향이 제 1 기록

매체 배출구(21)측으로 전환되어, 배출 롤(22)에 의해서 보통 종이 모드용 배지(排紙) 트레이(25) 상에 화상 형성면이 상

향으로 배출된다.

고광택 프린트 모드

다음으로, 고광택 프린트 모드에서의 화상 출력에 대해서 통상 프린트 모드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화상 정보의

입력, 화상 처리, 중간 전사 벨트(9)로의 풀 칼라 토너상의 형성에 대해서는 통상 프린트 모드와 마찬가지로 행해진다. 한

편, 급지 카셋트(17)로부터 소정의 사이즈의 것이 피드 롤(17a)에 의해 급지될 때, 고광택 프린트 모드에서는 기록 시트

(18)로서 전용 광택지(18(P))가 급지된다. 이 전용 광택지(18(P))는 도 9에 나타내는 것처럼, 종이 기재(18b)의 한면에 폴

리 에스테르 등으로 이루어지는 열가소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것을 두께 5~20 마이크로m의 범위로, 예를 들면 10 마이

크로m의 두께로 피복한 투명한 수상(受像)층(투명 수지층)(18a)을 설치한 것이다.

급지된 기록 시트(18)는 마찬가지로 풀 칼라 토너상이 일괄해 2차 전사되어, 1차 정착된다. 여기서 고광택 프린트 모드에

서는 제어부(10)에 의해 반송 방향 전환 게이트(16)의 방향이 제어되어 반송방향이 제 2 정착 장치(101)측으로 전환되어

반송 롤(24)에 의해 제 2 정착 장치(101)측으로 반송된다(도 3 참조).

도 10은 제 2 정착 장치(101)에 의한 2차 정착의 동작을 설명하는 것이다. 도 10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제 2 정착 장치

(101)의 가열 정착 롤(40)에 돌려 감겨진 정착 벨트(47)와 가압 롤(42)에 의해 기록 시트(18) 상의 토너(49)가 전용 광택지

(18(P)) 표면의 투명 수지층(18a) 내부에 묻혀서, 정착 벨트(47)에 밀착한 상태에서 반송, 냉각기(46)에 의해 소정의 온도

에서 냉각된 후에, 박리 롤(44)부에 의해 정착 벨트(47)로부터 기록 시트(48)가 박리되고, 배출 롤(48)에 의해 고광택 프린

트 모드용 배지 트레이(26) 위에 화상 형성면이 하향으로 배출된다.

여기서, 제 2 정착 장치(101)에 반송되는 기록 시트(18) 상의 토너(49)는 화상 형성 장치(100) 내부에 배치된 제 1 정착 장

치(15)에 의해 이미 일단 정착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반송 방향 전환 게이트(16)에 의해 반송 방향 전환 동작을 했을 때

에, 화상 형성면이 반송 지지 부재 등과 접촉한 경우에 있어서도 화상 왜곡 등의 화질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한 대의 칼라 복사기(1)에서 1차 정착만에 의해 저광택도의 화상 출력을 행하는 통상 프린트 모드와, 1차 및 2차 정

착에 의해 고광택도의 화상 출력을 행하는 고광택도 프린트 모드를 구비하기 때문에, (각각 개별 화상 형성 장치를 설치하

는 경우와 비교해) 공간 절약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 관한 제 2 정착 장치(101)는 소비 전력의 감소, 소형화, (결과적으로) 칼라 복사기(1)의 조작성 향상을 위

해, 다음과 같은 구성을 채용하고 있다. 이하, 이들의 구성을 변형예 1, 변형예 2로서 설명한다.

변형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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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형예에서는 제 2 정착 장치(101)에서 정착 가능한 기록 시트(18)의 최대 사이즈를 제 1 정착 장치(15)에서 정착 가능

한 기록 시트의 최대 사이즈보다도 작은 것으로 설정했다. 즉, 제어부(10)의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일정 이상의 사이즈의

기록 시트(18)에 대해서는 고광택 프린트 모드를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한다.

도 11은 제 2 정착 장치(101)에서 정착 가능한 기록 시트(18)의 사이즈와 각 사이즈에서의 제 2 정착 장치(101)의 소비 전

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막대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 나타내는 것처럼, 제 2 정착 장치(101)에서는 기록 시트(18)를 정착

벨트(47)와 함께 가열, 냉각하는 사이클을 반복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매우 크게 되어 있고, 기록 시트(18)를 A4 횡

(long-edge) 전송(LEF) 8ppm으로 하면, 제 2 정착 장치(101)만으로 약 1000W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제 1 정착 장치

(15)를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100)에서 1500W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합계로 2000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제 2 정착 장치(101)에서 출력되는 기록 시트(18)의 사이즈를 고광택, 고평활 화상이 요구되는 우편엽서 또는 사

진의 L판으로 한정함으로써, 제 2 정착 장치(101)의 총 소비전력이 약 800W로 되고, 약 200W의 소비 전력을 저감할 수

있다.

변형예 2

이 변형예에서는, 제 2 정착 장치(101)의 (정착 벨트(47) 등의) 회전 축방향 길이를 제 1 정착 수단(15)의 (정착 롤(30) 등

의) 회전 축방향 길이보다 짧게 구성하고 있다.

도 12는 정착 벨트(47)의 회전축 방향 길이 (폭)와 제 2 정착 장치(101)의 스탠바이(공회전)시의 소비 전력의 관계를 설명

하는 그래프이다. 그리고, 도 13은 제 2 정착 장치(1O1)의 정착 벨트(47) 폭에 대응한 최대 사이즈의 기록 매체를 정착시

킨 경우에 필요한 제 2 정착 장치(l01)의 소비 전력을 설명하는 그래프이다. 이들의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소비

전력은 정착 벨트(47)의 폭에 비례하고 있고, 소비 전력은 정착 벨트(47)에 의한 전력 로스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진 모드로 출력되는 기록 시트(18)의 사이즈를 고광택, 고평활 화상으로서의 요구가 높은 우편 엽서나 사진의 L

판에 한정한 제 2 정착 장치(1O1), 즉 제 2 정착 장치(101)의 가열 정착 롤(40), 가압 롤(42), 또 소비 전력 로스가 큰 정착

벨트(47)의 축방향 길이를 L판 사이즈가 정착 가능한 길이(약 165mm)까지 짧게 함으로써, 제 2 정착 장치(l0l)에서의 소

비 전력을 380W로 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표 1]

 A4 횡전송(LEF)  우편엽서

 정착 및 가열 롤  가압 롤  정착 및 가열 롤  가압 롤

 롤 구성  외경  φA mm  φA mm  φ0.7A mm  φ0.7A mm

 탄성체층 두께  없음  B mm  없음  B mm

 코어 두께  C mm  C mm  1.5C mm  0.5C mm

 길이  D mm  D mm  0.5D mm  0.5D mm

 닙 폭  E mm  E mm

 휨  설정 부하  F kgf  0.5F kgf

 휨량  43.6 ㎛  56.8 ㎛  6.5 ㎛  22.1 ㎛

표 1은 제 2 정착 장치(101)의 축방향 길이를 A4 사이즈 횡전송에 대응시킨 길이, 우편 엽서 사이즈에 대응시킨 길이로 구

성한 경우의 각 롤 구성, 휨량의 설계값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표 1 중, A, B, C, D, E, F는 어느 것이나 어떤 설정값을 나

타낸다.

표 1에 나타내는 것처럼, 제 2 정착 장치(l01)의 축방향 길이를 짧게 함으로써, 정착 특성 (화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가열

정착 롤과 가압 롤을 소경화(小徑化)(약 3할 감소)할 수 있었다. 게다가 가압 설정 하중을 저감(약 5할 감소)할 수 있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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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재인 가압 구조 부재, 및 제 2 정착 장치(101)를 구성하는 부품을 소형화할 수 있었다. 가열 정착 롤(40)과 가압 롤

(42)의 소경화와, 가압 설정 하중을 저감에 따른 구성 부품의 소형화에 의해, 제 2 정착 장치(101)를 약 3할 소형, 박형화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변형예 3

이 변형예에서는, 제 1 정착 장치(15)의 가열원(加熱源)인 할로겐 램프(33)와 제 2 정착 장치(101)의 가열원인 할로겐 램

프(41, 43)에 동시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게, 제어부(10)의 제어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다(도 8 참조). 즉, 제 1 정착 장

치(15)의 온도가 그 설정 온도를 밑돌고, 동시에 제 2 정착 장치(101)의 온도가 그 설정 온도를 밑돈 경우라도, 제어부(1O)

는 한 쪽의 가열원에밖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도록 설정한다(P1 또는 P2). 이 때, 보다 열용량이 작은 정착 장치(본 실시예

에서는 제 1 정착 장치(15))의 가열원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변형예 1~3의 조치에 의해, 제 2 정착 장치(101)의 소전력화, 가열원이 동시 점등하지 않게 ON/OFF 제어나 동작 타

이밍 제어 등을 행함으로써, 화상 형성 장치(100)와 제 2 정착 장치(101)의 소비 전력을 1,500W 이하로 하고, 일반적인

오피스ㆍ편의점 등의 사용 환경(전원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 2 정착 장치(101)의 소형, 박형화에 의해, 화상

형성 장치(100) 상부에 제 2 정착 장치(101)를 배치했을 때에도, 화상 판독 장치(102)의 배치 높이가 높게 되는 것을 방지

하고, 화상 판독 장치(102)의 조작성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다.

실시예 2

도 14는 본 실시예에 관한 탠덤형 칼라 복사기(화상 형성 장치)(1)의 개략 구성도이다. 이 복사기(1)는 장치 본체 유닛(화

상 형성 본체 유닛)(100U)와 화상 판독 장치(원고 판독 수단)(102)와 장치 본체 유닛(10OU)에 대해서 착탈 가능한 2차 정

착 유닛(101U)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시예 1과 같은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여 그 설명을 생략한다.

여기서, 2차 정착 유닛(101U)는 화상 판독 장치(102)의 하측에 존재하고, 화상 형성부(예를 들면, 2차 전사 위치)의 상측

에 존재하고, 제 1 정착 장치(15)의 상측에 존재한다. 그리고, 2차 정착 유닛(101U)은 화상 형성부(예를 들면, 중간 전사

벨트(9))의 바로 위 영역에 존재하고, 또한 화상 판독 장치(102)의 바로 아래 영역에 존재한다. 그리고, 제 1 정착 장치(15)

로부터 2차 정착 유닛(101U)에 이르는 기록 시트(18)의 반송 경로의 전부는 화상 형성부(예를 들면, 중간 전사 벨트(9))의

바로 위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 또, 2차 전사 위치와 1차 정착 위치를 잇는 1차 정착 직선의 수직 성분은 실질적으로 수직

방향이 되어 있다. 그리고, 1차 정착 위치와 2차 정착 위치를 잇는 2차 정착 직선의 수직 성분은 상기 2차 정착 직선의 수

평 성분보다도 작은 것이다. 그리고, 2차 정착 유닛(101U)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록 시트(18)는 화상 형성부(예를 들면, 중

간 전사 벨트(9))의 바로 위 영역에 배출된다.

이러한 레이아웃을 채용함으로써, 제 1로, 2차 정착 유닛(101U)을 장착하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전체 장치(1)의 공간 절

약(특히, 설치 면적에서의)이 도모된다. 즉, 장치 본체 유닛(10OU)에 2차 정착 유닛(101U)을 부설한 복사기(1)의 설치 투

영 면적은 장치 본체 유닛(10OU) 단독의 설치 투영 면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제 2로, 기록 시트(18)가 비교적 높은 위

치로 배출되기 때문에, 조작성에도 뛰어나다. 제 3으로, 2차 정착 유닛(101U)을 장치 본체 유닛(10OU)과 별도 유닛화함

으로써, 기존의 통상 프린트 모드만의 화상 형성 장치(장치 본체 유닛(10OU))에 제 2 정착 장치(101)(2차 정착 유닛

(101U))를 부착할 수 있게 되어, 화상 형성 장치 본체를 새롭게 개발하지 않고, 고광택(사진 화상)과 비광택(일반 문장 등)

의 화상을 출력할 수 있는 화상 형성 장치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2차 정착 유닛(101U)의 배치 방법으로서는, 도 15에 나타내는 것처럼, 2차 정착 유닛(101U)의 저면 및 측

면 등에 복수의 지지부재(60), 및 복수의 고정부(61)를 마련하고, 직접 장치 본체 유닛(100U) 상에 고정할 수도 있고, 도

16에 나타내는 것처럼, 2차 정착 유닛(101U) 표면, 또는 측면에 복수의 지시 부재(60)를 마련해, 화상 판독 장치(102)의

저면부, 또는 화상 판독 장치(102)를 떠받치고 있는 화상 판독 장치 부착 부재(103) 등에 매다는 구성을 채용할 수도 있다.

실시예 3

도 17은 본 실시예에 관한 탠덤형 칼라 복사기(화상 형성 장치)(1)의 개략 구성도이다. 이 복사기(1)는 장치 본체 유닛(화

상 형성 본체 유닛)(100U)과 화상 판독 장치(원고 판독 수단)(102)와 장치 본체 유닛(100U)에 대해서 착탈 가능한 후처리

유닛(103U)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시예 1, 실시예 2와 같은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여 그 설명을 생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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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리 유닛(103U)의 내부에는 제 2 정착 장치(101)와 제 2 정착 장치(101)보다도 기록 시트(18)의 반송 방향 하류측에

절단 장치(절단 수단)(103)를 구비하고 있고, 후처리 유닛(103U)과 일체적으로 제 2 배출 트레이(26)가 장착되어 있다.

이 절단 장치는 반송 방향 상류측과 하류측의 2개소에 길로틴 커터를 구비해, 이들 두 개의 길로틴 커터의 사이에 롤 커터

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반송되는 전용 광택지(18(P))는 소정 위치에서 일단 정지되어, 그 반송 방향 상류단 및 하류단

이 각각 길로틴 커터로 절단된다. 한편, 전용 광택지(18(P))의 반송 방향측 단부는 반송 중에 롤 커터에 의해 절단된다. 또

한, 이러한 절단 장치(103)에 의해, 전용 광택지(18(P))의 주변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비화상 영역이 잘려 떨어뜨려져, 은

염 사진 프린트와 마찬가지로, 전용 광택지(18(P))의 전(全)면에 화상이 형성된다. 또한, 절단 장치(103)의 구성은 상술한

구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용 광택지(18(P))를 소정의 크기(사이즈)로 절단할 수 있는 구성이면 좋다.

여기서, 제 2 배출 트레이(26)를 포함하는 후처리 유닛(103U)은 화상 판독 장치(102)의 하측에 존재하고, 화상 형성부(예

를 들면, 2차 전사 위치)의 상측에 존재하고, 제 1 정착 장치(15) 상측에 존재한다. 그리고 후처리 유닛(103U)의 일부는 화

상 형성부(예를 들면, 중간 전사 벨트(9))의 바로 위 영역에 존재하고, 또한 화상 판독 장치(102)의 바로 아래 영역에 존재

한다. 또한 제 1 정착 장치(15)로부터 후처리 유닛(103U)에 이르는 기록 시트(18)의 반송 경로의 전부는, 화상 형성부(예

를 들면, 중간 전사 벨트(9))의 바로 위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 또, 2차 전사 위치와 일차 정착 위치를 잇는 1차 정착 직선의

수직 성분은 실질적으로 수직 방향이 되어 있다. 그리고, 1차 정착 위치와 2차 정착 위치를 잇는 2차 정착 직선의 수직 성

분은 상기 2차 정착 직선의 수평 성분보다도 작은 것이다.

그리고, 화상 형성 본체 유닛(100U)에 후처리 유닛(103U)을 부설한 화상 형성 장치의 설치 투영 면적은 화상 형성 본체

유닛(10OU)의 설치 투영 면적보다도 크고, 후처리 유닛(103U)의 화상 형성 본체 유닛(100U)에 대한 돌출 부분(제 2 배출

트레이(26))의 바로 아래에는, 화상 형성 장치의 주변 기기로서의 코인 유닛(104U)이 부설되어 있다. 또한, 코인 유닛

(104U) 대신에, 선불 카드 유닛을 부설할 수도 있다.

이러한 레이아웃을 채용함으로써, 제 1로, 후처리 유닛(103U)을 장착하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전체 장치(1)의 공간 절약

(특히, 설치 면적에서의)이 도모된다. 즉, 장치 본체 유닛(10OU)에 후처리 유닛(103U)을 부설한 복사기(1)의 설치 투영

면적은 장치 본체 유닛(100U)과 코인 유닛(104U)의 설치 투영 면적의 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제 2로, 기록 시트(18)

가 비교적 높은 위치로 배출되기 때문에, 조작성에도 뛰어나다. 제 3으로, 후처리 유닛(103U)을 장치 본체 유닛(100U)과

별도 유닛화함으로써, 기존의 통상 프린트 모드만의 화상 형성 장치(장치 본체 유닛(10OU))에 제 2 정착 장치(101)(2차

정착 유닛(101U))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해져, 화상 형성 장치 본체를 새롭게 개발하는 일 없이, 고광택(사진 화상)과 비광

택(일반 문장 등)의 화상을 출력할 수 있는 화상 형성 장치의 구성을 가능하게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후처리 유닛(103U)의 배치 방법으로서는, 실시예 2의 도 15와 마찬가지로, 후처리 유닛(103U)의 저면 및

측면 등에 복수의 지지 부재(60), 및 복수의 고정부(61)를 마련해, 직접 장치 본체 유닛(100U) 상에 고정할 수도 있고, 도

16에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처리 유닛(103U) 상면, 또는 측면에 복수의 지시 부재(60)를 마련해, 화상 판독 장치

(102)의 저면부, 또는 화상 판독 장치(102)를 떠받치고 있는 화상 판독 장치 부착 부재(103) 등에 매다는 구성을 채용할

수 있다.

실시예 4

도 18은 본 실시예에 관한 탠덤형 칼라 복사기(화상 형성 장치)(1)의 개략 구성도이다. 이 복사기(1)는 장치 본체(100)와

화상 판독 장치(원고 판독 수단)(102)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장치 본체(100) 내에는 화상 출력부와 제 2 정착 장치(제

2 정착 수단)(101)가 내장되어 있다. 화상 출력부는 제 1 정착 장치(제 1 정착 수단)(15)와 화상 형성부(화상 형성 수단)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 1 배출 트레이(25)가 제 2 정착 장치(101) 상측에 존재하고, 제 1 정착 장치(15) 이

후의 기록 시트의 반송 경로가 동일 방향(여기서는, 도면을 향해서 좌측)이다.

도 19는 본 실시예에 관한 칼라 복사기(1)의 기록 시트(18)의 반송 경로를 설명하는 것이다. 제 1 정착 장치(15)로부터 제

2 정착 장치(101)를 거쳐 제 2 배출 트레이(26)에 이르는 기록 시트(18)의 반송 경로(P2)는 화상 형성부(예를 들면, 중간

전사 벨트(9))의 바로 위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 한편, 제 1 정착 장치(15)로부터 제 1 배출 트레이에 이르는 기록 시트(18)

의 반송 경로(P1)도 화상 형성부의 바로 위 영역에 존재한다. 또한, 용지 트레이(17)로부터 제 1 정착 장치(15)에 이르는

기록 시트(18)의 반송 경로(P)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대략 수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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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 프린트 모드로 정착된 기록 시트(18)와 고광택 프린트 모드로 정착된 기록 시트(18)는 어느 것이나 화상 형성부의

상측에 배출되고, 특히 화상 형성부(예를 들면, 중간 전사 벨트(9))의 바로 위로 배출된다. 즉, 제 2 정착 장치( 101)의 상측

에 통상 프린트 모드에서의 기록 시트(18)의 반송 경로가 존재한다.

이러한 레이 아웃을 채용함으로써 제 1로, 제 2 정착 장치(101)를 구비하는 것에 관계없이, 전체 장치(1)의 공간 절약(특

히, 설치 면적에서의)이 도모되고, 제 2로, 기록 시트(18)가 비교적 높은 위치로 배출되기 때문에, 조작성에도 뛰어난 것

외, 제 3으로, (실시예 1에 비교해) 제 1 배출 트레이(25) 분만큼 장치(1)의 설치 투영 면적을 작게 할 수 있다.

실시예 5

도 20은 본 실시예에 관한 탠덤형 칼라 복사기(화상 형성 장치)(1)의 개략 구성도이다. 이 복사기(1)는 장치 본체 유닛(화

상 형성 본체 유닛)(100U)과 화상 판독 장치(원고 판독 수단)(1O2)와 장치 본체 유닛(10OU)에 대해서 착탈 가능한 2차

정착 유닛(101U)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시예 1~4와 같은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여 그 설명을 생략한다.

이러한 레이아웃을 채용함으로써, 제 1로, 제 2 정착 장치(101)를 구비하는 것에 관계없이, 전체 장치(1)의 공간 절약(특

히, 설치 면적에서의)이 도모되고, 제 2로, 기록 시트(18)가 비교적 높은 위치로 배출되기 때문에, 조작성에도 뛰어난 것

외, 제 3으로, (실시예 1에 비교해) 제 1 배출 트레이(25) 분만큼, 장치(1)의 설치 투영 면적을 작게 할 수 있다. 제 4로, 2

차 정착 유닛(101U)을 장치 본체 유닛(10OU)과 별도 유닛화함으로써, 기존의 통상 프린트 모드만의 화상 형성 장치(장치

본체 유닛(10OU))에 제 2 정착 장치(101)(2차 정착 유닛(101U))을 부착하는 것이 가능해져, 화상 형성 장치 본체를 새롭

게 개발하지 않고, 고광택(사진 화상)과 비광택(일반 문장 등)의 화상을 출력할 수 있는 화상 형성 장치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본 발명에 의하면, 고광택의 화상을 출력할 수 있는 소형의 조작성이 우수한 화상 형성 장치

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 시트 상(上)에 미정착 토너상(像)을 형성하는 화상 형성 수단과,

상기 미정착 토너상을 보유한 기록 시트를 1차 정착하는 제 1 정착 수단과,

상기 제 1 정착 수단에 의해 정착된 기록 시트를 2차 정착하는 제 2 정착 수단과,

상기 제 1 정착 수단만으로 기록 시트를 1차 정착하는 제 1 정착 모드와, 제 1 및 제 2 정착 수단으로 기록 시트를 1차 및 2

차 정착하는 제 2 정착 모드를 선택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의 상측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

원고를 판독해 화상 정보를 얻는 원고 판독 수단과,

상기 화상 정보에 기초하여 기록 시트상에 미정착 토너상을 형성하는 화상 형성 수단과,

상기 미정착 토너상을 보유한 기록 시트를 1차 정착하는 제 1 정착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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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정착 수단에 의해 정착된 기록 시트를 2차 정착하는 제 2 정착 수단을 구비하는 화상 형성 장치로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의 상측, 또한 상기 원고 판독 수단의 하측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기 제 1 정착 수단의 상측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기 제 1 정착 수단의 바로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은 벨트 형상의 중간 전사체를 구비하고,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상기 중간 전사체의 바로 위에 존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은 기록 시트를 수용하는 수용 트레이를 구비하고, 상기 수용 트레이로부터 상기 제 1 정착 수단에 이

르는 기록 시트의 반송 경로는 수평 방향 성분보다도 수직 방향 성분이 큰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은 기록 시트를 수용하는 수용 트레이를 구비하고, 상기 수용 트레이로부터 상기 제 1 정착 수단에 이

르는 기록 시트의 반송 경로는 대략 수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정착 수단으로부터 상기 제 2 정착 수단에 이르는 기록 시트의 반송 경로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화상 형성 수단

의 상측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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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록 시트는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의 상측으로 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록 시트는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의 바로 위로 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수단은 벨트 형상의 중간 전사체를 구비하고, 상기 제 2 정착 수단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록 시트는 상기 중

간 전사체의 바로 위로 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수단 및 상기 제 1 정착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본체 유닛과, 상기 제 2 정착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화

상 형성 본체 유닛에 대해 착탈 가능한 2차 정착 유닛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상기 2차 정착 유닛을 부설한 화상 형성 장치 전체의 설치 투영 면적은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

닛 단독의 설치 투영 면적과 상기 2차 정착 유닛 단독의 설치 투영 면적의 합보다도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

치.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상기 2차 정착 유닛을 부설한 화상 형성 장치의 설치 투영 면적은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의

설치 투영 면적과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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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상 형성 수단 및 상기 제 1 정착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본체 유닛과, 상기 제 2 정착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화

상 형성 본체 유닛에 대해 착탈 가능한 후처리 유닛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후처리 유닛은 2차 정착된 기록 시트를 소망한 크기로 자르는 절단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상기 후처리 유닛을 부설한 화상 형성 장치 전체의 설치 투영 면적은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

닛 단독의 설치 투영 면적과 상기 후처리 유닛 단독의 설치 투영 면적의 합보다도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

치.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상기 후처리 유닛을 부설한 화상 형성 장치의 설치 투영 면적은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의

설치 투영 면적보다도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상기 후처리 유닛을 부설한 화상 형성 장치의 설치 투영 면적은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의

설치 투영 면적보다도 크고,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대한 상기 후처리 유닛의 돌출 부분의 바로 아래에는 화상 형성

장치의 주변 기기가 부설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상기 후처리 유닛을 부설한 화상 형성 장치의 설치 투영 면적은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의

설치 투영 면적보다도 크고,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대한 상기 후처리 유닛의 돌출 부분의 바로 아래에는 화상 형성

장치의 주변 기기가 부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주변 기기는 코인 유닛 또는 카드 유닛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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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에 상기 후처리 유닛을 부설한 화상 형성 장치의 설치 투영 면적은 상기 화상 형성 본체 유닛의

설치 투영 면적과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으로 정착 가능한 기록 시트의 사이즈는 상기 제 1 정착 수단으로 정착 가능한 기록 시트의 사이즈보다

도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정착 모드로 정착된 기록 시트와, 상기 제 2 정착 모드로 정착된 기록 시트는 어느 것이나 화상 형성 수단의 상측

으로 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정착 모드로 정착된 기록 시트와 상기 제 2 정착 모드로 정착된 기록 시트는 어느 것이나 화상 형성 수단의 바로

위로 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의 상측 또는 하측에 제 1 정착 모드에서의 기록 시트의 반송 경로가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

상 형성 장치.

청구항 2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은 가열원을 구비하는 가열 롤과, 1 이상의 텐션 롤(tension roll)과, 이들 가열 롤 및 텐션 롤에 의해

인장되는 무단(無端) 벨트와, 상기 무단 벨트를 사이에 끼워 가열 롤과 대치(對峙)하는 가압 롤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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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록 시트를, 상기 무단 벨트와 가압 롤의 닙부분에서 가압하여 무단 벨트 표면에 부착시키고, 반송 후, 무단 벨트 표

면으로부터 박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9.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착 수단에 의해 2차 정착되는 기록 시트는 적어도 그 토너상을 보유하는 면에 열가소성 수지층을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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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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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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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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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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