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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쇄  헤드를  통과하는  시트재(sheeting)의  이동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이 <1>
시트재에, 감열 인쇄 표시를 인가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통상적으로, 표지판들은 도로를 따라 차량 운전자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이용된다. 고속도로 <2>
표지판은 통상적으로 그 위에 배치된 기호들이 있는 재귀 반사 시트재를 포함한다. 이 기호들은 차량 운
전자에게 관심을 끄는 정보로 이루어지고, 재귀 반사 시트재는 밤중에 표지판에 의해 정보를 생생하게 알
려줄 수  있게 해준다.  재귀 반사 시트재는 빛이 발생한 방향으로 입사 광선의 대부분을 반사시킬 수 
있다. 차량 전조등의 빛은 표지판에 의해 재귀 반사되어 통행하는 운전자가 보다 용이하게 그 정보를 판
독할 수 있게 해준다.

고속도로 표지판은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표지판의 기능을 개선한 대형 기호를 <3>
수용하기 위해서 그 크기가 상당히 커지는 경향도 있다. 이 기호들은 통상적으로 스크린 인쇄법(screen 
printing)에 의해 또는 컷아웃 기호(cut-out character)들을 이용하여 표지판에 적용된다. 스크린 인쇄법
에 있어서, 이들 기호의 양화상 또는 음화상이 스크린 위에 먼저 제공된다. 이는 종종 마스킹되지 않은 
부분은 감광 스크린을 빛에 노출시키고 나서, 감광되지 않은 마스킹된 영역을 문질러 제거함으로써 수행
된다. 그리고 나서, 잉크가 감광 물질이 제거된 스크린이 구멍을 통해 재귀 반사 시트재 상에 가압된다. 
스크린 인쇄법은 정지 표지판 및 양보 표지판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문 표지판(custom sign)이 요구되는 경우, 컷아웃 기호법(cut-out character method)이 빈번하<4>

게 이용된다. 컷아웃 기호법은 각각의 기호를 다이 커팅하거나 상표명 "스카치 라이트(Scotchlite
TM
)의 전

자식 절단 필름과 같은 모재(stock material)로부터 기호를 전자적으로 절단함으로써 제작된다. 이들 잘
라 낸 기호는 통상 접착제 또는 리벳을 이용하여 아래에 위치한 재귀 반사 시트재에 고정된다. 스크린 인
쇄법 및 컷아웃 기호법은 고속도로 표지판 상에 기호를 배치하는 적합한 방법을 제공하지만, 이들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소 까다로운 경향이 있다.

감열식 인쇄법은 모재 위에 기호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널리 이용되며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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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었다.  또한,  감열식  전사  인쇄법,  비접촉  인쇄법,  감열식  그래픽  인쇄법,  그리고 서모그래피
(thermography)라고도 불리는 감열식 인쇄법은 착색제가 열에 의해 캐리어로부터 감열식 인쇄 수용 모재
로 전사되는 공정이다. 감열식 인쇄법은 스크린 인쇄법 또는 컷아웃 기호법보다 더욱 신속하고, 덜 성가
시고 실제로 실시하는 것도 비교적 간단하다.

감열식 인쇄법은 시트재에 정보 기호를 배치하기 위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단을 제공하지만 역<6>
시 결점이 있다. 주요 결점은 이러한 종래의 감열식 인쇄 장치들이 대형 시트재를 취급할 수가 없다는 것
이다. 종래의 장치들은 폭이 16 cm보다 넓은 시트재에는 인쇄할 수 없다. 만약 폭이 16 cm보다 넓은 표지
판이 요구되는 경우, 개별적인 시트재 위에 인쇄한 후, 완전한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 이들 시트재를 서로 
결합하여야 한다. 감열식 인쇄법은 재귀 반사 시트재 위에 정보 기호를 배치하는 데 이용되어 왔지만, 인
쇄된  정보  기호는  그  크기가  바코드와  같은  이미지에  제한되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타카다
(Takada) 명의의 미국 특허 제 5,118,930 호를 참조하라.

도 1 및 도 2에는 피동 롤러(14)와 감열식 인쇄 헤드(16)로 이루어진 인쇄 헤드 장치(11)가 구비<7>
된 종래의 감열식 인쇄 장치(10)의 일례가 도시되어 있다.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12)는 상기 롤러와 
헤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감열식 인쇄 헤드(16)는 가열 시스템에 가열 가능한 
저항 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롤 시트재 모재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용된다면, 시트재(12)는 시트재 공급 릴(26) 상에 <8>
유지되고, 시트재 권취 릴(28)에 감긴다. 공급 릴(26)과 함께 댄서 롤러(dancer roller)(25)에는 시트재
(12)용의 적합한 긴장 수단이 구비되어 있다. 리본(24)은 릴(22) 상에 유지되고 릴에 의해 긴장되며, 피
동 릴(23)에 감긴다. 예컨대 스텝퍼 모터(stepper motor)를 이용한 마찰 구동 기구와 같은 본 발명의 기
술 분야에 종래의 시트재 이송 수단에 의해 시트재(12)가 롤러(14)를 횡단하여 대략 화살표 y로 지시된 
방향으로 이송된다. 인쇄 헤드(16)는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서모그래픽 리본(24)과 접촉하게 되고, 시
트재(12)가 인쇄 헤드(16)를 통과할 때 리본(24)으로부터 시트재(12)에 착색제를 전사한다. 착색제의 전
사가 완료되거나 전사되지 않는 경우, 인쇄 헤드(16)는 대략 화살표 z로 지시된 방향으로 리본(24)으로부
터 후퇴하여 분리될 수 있다. 현재, 유용한 감열식 인쇄 장치는 "다운 웨브(down web)"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시트재가 이동하는 동안 표시가 시트재의 길이 아래쪽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감열
식 인쇄 헤드(16)는 형상이 직사각형이고, 치수(S)는 통상 약 10 cm∼16 cm의 범위이지만, 치수(S)가 약 
46 cm에 이르는 감열식 인쇄 헤드도 알려져 있다. 도 1에 도시된 리본(24)은 폭(S)이 인쇄 헤드(16)와 동
일하다. 치수(S)는 단한 번의 통과에 의해 인쇄 헤드 장치(10)를 이용하여 인쇄될 수 있는 시트재(12)의 
최대 인쇄 폭을 결정한다.

치수 S는 크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감열식 인쇄법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이용되는 재귀 반사 <9>
시트재와 같은 대형 시트재에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상업적으로 대단한 성공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치
수 S보다 더 큰 표지판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시트재 위에 인쇄가 되어야 하고, 이들 시트재는 완전한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 짜맞추어 서로 결합되어야만 한다. 종래의 감열식 인쇄 시스템의 또 다른 단점은, 
넓은 리본은 주름지는 경향이 있고 착색재의 불균일한 전사 및 불량한 품질의 표시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이다. 또한, 종래의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리본을 이용하지 못한다. 폭이 치수(S) 미
만인 영역에서, 감열식 인쇄법은 인쇄된 이미지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의 리본만을 이용하게 된다. 이 리
본의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사용 부분과 함께 폐기되고, 따라서 불필요한 소비를 초래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술한 결점을 극복하는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한다. 간략하게 말해서, 본 발명의 방법<10>
은

(a) 대체로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적어도 1 cm의 길이(L)를 가지는 긴 감열식 인쇄 헤드를 통과<11>
하여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를 이동시키는 단계와,

(b) 감열식 인쇄 헤드가 제1 방향에 대해 거의 수직인 제2 방향으로 이동되는 동안, 가동 리본으<12>
로부터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로 착색제를 전시하는 단계에 의해 가동 리본으로부터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의 인쇄 가능한 영역 상으로 착색제를 감열식으로 전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시스템에는 (a) 실질적으로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의 이동 <13>
방향에 평행한 "다운 웨브(down web)" 방향인 제1 방향으로 배치되는 적어도 1 cm의 길이(L)를 갖춘, 착
색제를 전사하기 위한 긴 감열식 인쇄 헤드와, b) 제1 방향으로 감열식 인쇄 헤드를 통과하는 감열식 인
쇄 수용 시트재를 이동시키고, 착색제를 수용하기 위해 시트재를 동작 가능하게 위치 조정하기 위한 이송
부와, c) 인쇄 헤드가 착색제를 전사할 때, 제1 방향에 거의 수직인 "크로스 웨브(cross web)" 방향인 제
2 방향으로 인쇄 헤드를 이동시키는 기구, 및 d) 인쇄 헤드의 맞물림, 착색제의 전사, 시트재의 이송, 및 
인쇄 헤드의 선형 이동을 상호 조정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어 장치를 구비한다. 이 시스템은 감열식 
인쇄 헤드가 제2 방향으로 이동될 때와 어떤 착색제도 시트재의 인쇄 가능한 영역으로 적용되지 않을 때, 
감열식 인쇄 헤드를 분리하기 위한 기구도 역시 구비한다.

또 다른 양태 있어서, 본 발명의 시스템은 리본으로부터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의 인쇄 가능한 <14>
영역으로 착색제를 전사하기 위한 모듈식의 이송 가능한 감 열식 인쇄 시스템을 구비한다. 모듈식의 이송 
가능한 감열식 인쇄 시스템에는 프레임 조립체, 다수의 릴 조립체, 감열식 인쇄 기구, 인쇄 헤드의 이동 
기구 및 적어도 하나의 제어 장치가 구비된다. 프레임 조립체는 개방된 프레임 구조물 내에 조립된 수평 
레일 부재와 수직 레일 부재를 포함한다. 프레임 부재는 필요에 따라 시스템 구성 요소를 모듈 방식으로 
수용하는 데 적합한 소구멍이 형성된 벽을 구비한다. 각각의 릴 조립체는 프레임 조립체에 장착하기 위한 
기구를 구비한다. 릴 조립체는 제1 방향으로 시트재를 이송한다. 감열식 인쇄 기구는 착색제를 전사하기 
위한 제1 방향에 거의 평행하게 배치된 적어도 1 cm의 길이(L)를 갖춘 분리 가능한 긴 감열식 인쇄 헤드
를 구비한다. 인쇄 헤드의 이동 기구는 인쇄 헤드가 착색제를 전사할 때 제1 방향에 거의 수직인 제2 방
향으로 인쇄 헤드를 이동시킨다. 시스템 제어 기구는 인쇄 헤드의 작동, 인쇄 헤드의 후퇴, 착색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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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트재의 이송 및 인쇄 헤드의 선형 이동을 작동 가능하게 제어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과 방법은 폭이 S(도 1)보다 넓은 시트재가 감열식으로 인쇄되는 표시를 수용할 <15>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본 발명의 감열식 인쇄 시스템 및 방법은 폭이 좁은 리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본의 주름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극복된다. 이는 시트재 위에 표시가 인쇄될 때, 리본이 시트재 
위에서 이동하는 동안, 시트재를 고정시킴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리본을 보
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사용할 때 리본에 가해지는 응력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또한, 다양한 폭
의 시트재 위에 인쇄하는 데 단일의 리본이 이용될 수 있다. 리본은 다양한 시트재 폭을 수용하기 위해 
더 이상 변화될 필요가 없다.

본 발명의 전술한 장점 및 다른 장점은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서 보다 충분하게 도시 <16>
및 설명되며, 유사한 도면 부호는 유사한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데 이용된다. 그러나, 도면과 설명은 단
지 예시할 목적일 뿐이고, 본 발명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감열식 인쇄 시스템의 인쇄 헤드 장치(11)의 개략적인 평면도.<17>

도 2는 종래의 감열식 인쇄 시스템(10)의 인쇄 헤드 장치(11)를 나타내는, 도 1의 2-2 선에 따라 <18>
취한 개략적인 측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감열식 인쇄 시스템의 인쇄 헤드 장치(40)의 개략적인 평면도.<19>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인쇄 헤드 장치를 구비한 인쇄기(41)의 하나의 실시예에 대한 도 3의 4-4 <20>
선을 따라 취한 개략적인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인쇄된 인쇄 영역(140a)을 예시하는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46)의 개략<21>
적인 평면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감열식 인쇄 시스템(110)의 개략도.<22>

실시예

본 발명에 있어서, "감열식 인쇄법(thermal printing)"이라는 용어는 국부열을 이용하여 착색제<23>
를 리본으로부터 모재에 전사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감열식 인쇄법은 열과 압력을 동시에 국
부적으로 가하면서 착색제를 전사하는 비충격식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다. 주로 충격에 의해 착색제를 전
사하는 시스템은 감열식 인쇄 시스템이라 할 정도로 충격 중에 상당량의 국부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다고 
생각된다. "착색제(colorant)"라는 용어는 본 명세서에서는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의 표면 상에 이미지 
또는 표시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를 의미한다. 착색제는 결합제 매체로서 안료(들), 염료(들), 또는 이것
의 조성물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가열 가능한 저항 부재들, 레이저 시스템에서의 리본 접촉 부재들, 
전자 부재들, 열활성화 밸브 부재들, 유도(誘導) 부재들, 열전기 더미 부재들(thermopile element) 등을 
포함하는 감열식 인쇄 헤드에 의해 착색제가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로 전사된다. "감열식 인쇄 헤드
(thermal print head)"라는 용어는 착색제를 전사하기 위해 국부열을 제공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착색제
를 전사하기 위한 바람직한 기구는 감열식 물질 전사 인쇄 시스템의 감열식 인쇄 헤드에 가열 가능한 저
항 부재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과 방법을 이용하면, 감열식 인쇄 수용 부재 상의 숫자/문자 조합
형 기호들(alphanumeric characters), 로고들, 그래픽 정보 기호를 포함하는 표시를 형성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감열식 인쇄 헤드 장치(40)를 개략적으로 예시한다. 인쇄 헤드 장치(40)는 플<24>
래튼(platen)(42)과 긴 감열식 인쇄 헤드(44)를 구비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
재(46)는 상기 플래튼과 헤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시트재(46)는 예컨대 인쇄 헤
드(44)를 개별적으로 통과해서 각각 공급된 연속롤의 시트재 또는 다수의 개별 시트재를 형성할 수 있다. 
인쇄 헤드(44)는 약간의 압력을 가하여 리본을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와 접촉하게 하는 리본 맞물림 부
재를 구비한다. 이때, 가열 가능한 저항 부재들 또는 국부열을 제공하기 위한 그 밖의 임의의 적합한 수
단이 착색제를 시트재에 전사하기 위해 작동할 수 있다. 긴 인쇄 헤드(44)는 본 기술 분야에서 종래의 가
열 수단에 의해 리본으로부터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에 착색제를 작동 가능하게 전사하는 한 줄의 개별
적인 가열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열 수단의 줄 길이는 L이며, 이 길이는 대략 도 3에서 화
살표 y로 표시한 제1 방향에 대체로 평행하다. 길이 L은 보다 구체적으로 후술하며, 하나의 인쇄 작업 사
이클에서 인쇄 헤드 장치(40)에 의해 인쇄 가능한 시트재(46)의 최대 길이이다. 인쇄 헤드(44)의 길이 L
은 임의의 적합한 치수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약 1∼38 cm, 바람직하게는 4∼27 cm, 보다 바람직하
게는 10∼16 cm이다. 인쇄 헤드(44)는 종래의 인쇄 헤드 장치(11)(도 1)에서 이용되는 것과 동일한 인쇄 
헤드(32)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도 1과 도 3의 치수 S, L은 동일할 수 있다.

감열식 인쇄 헤드(44)가 작동하여 분리된 착색제 영역을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46)에 전사한<25>
다. 착색제 전사 영역, 즉 도트(dot)의 크기는, 본 기술 분야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인쇄 헤드(44)에
서 각각의 분리된 가열 부재 영역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도트는 화소(畵素; pixel)의 영역이며, 

일반적으로 약 3.76x10
-6
 cm

2
이다. 인쇄 헤드(44)를 이용하여 인쇄된 표시의 해상도는 일반적으로 선길이 

cm당 약 75∼250 도트이다.

도 4는 감열식 인쇄 헤드 조립체(50)를 구비한 크로스 웨브 감열식 인쇄기(41)의 실시예를 도시<26>
한다. 이 실시예에서, 인쇄 헤드 조립체(50)에는 인쇄 헤드(44)를 지지하는 인쇄 헤드 프레임(52), 헤드 
긴장 스프링(56)과 부싱(60)을 통해 돌출되고 정렬 베어링 캐리지(61) 상에 장착된 헤드 액추에이터 솔레
노이드(58)가 구비되어 있다. 인쇄 헤드 조립체(50)는 리본 이동 기구도 포함하며, 인쇄 헤드(44) 아래로 
동력 리본 권취 릴(powered ribbon take-up reel)(64) 쪽으로 리본(66)을 건네주는 후방 긴장 공급 릴
(62)이 구비되어 있다. 인쇄 헤드(44)가 착색제를 작동 가능하게 전사하고 시트재(46)를 가로질러 이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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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리본(66)은 공급 릴(62)로부터 권취 릴(64)로 이동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인쇄 
헤드(44)는 시트재(46)를 가로질러 이동할 때 리본(66)으로부터 후퇴하여 분리될 수 있다.

도 4의 인쇄 헤드 조립체(50)에 포함될 수 있는 인쇄 헤드의 실시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린트<27>
론닉스 오브 아이르빈(Printronix of Irvine)사에 의해 제조된 Model T1006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장치에 포함된 인쇄 헤드이다. 이 장치는 프레임, 인쇄 헤드, 리본 이송 기구, 데이터 전달용 기구, 가열 
헤드 부재용 기구 등을, 쉽게 입수 가능한 하나의 모듈식 품목으로 결합한다. Model T1006 장치에서의 인
쇄 헤드는 치수(L)가 약 16 cm이다. 본 발명에 적합한 인쇄 헤드를 포함한 다른 유사한 장치로는, 인쇄 
헤드 치수(L)가 약 10 cm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의 테크사(Tech Corporation)에 의해 상표
명 Tec B472로 판매되는 장치 및, 인쇄 헤드 치수 L이 약 13 cm인 미국 일리노이주 베르논 힐즈에 소재하
는 지브라 테크놀러지즈사(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에 의해 상표명 Zebra 140으로 판매되는 장치
가 있다.

바람직한 리본은 수지계 결합제를 포함할 수 있지만, 리본(66)은 왁스계 결합제, 수지계 결합제, <28>
또는 혼합형 왁스 및 수지계 결합제를 구비할 수 있다. 리본(66)의 폭은 인쇄 헤드(44)의 길이 L보다 좁
거나, 거의 동일할 수 있다. 리본(66)은 예컨대 상표명 Printronix 2150 또는 2200으로 판매되는 리본, 
또는 미국 일리노이주 베르논 힐즈의 지브라 테크놀러지스사(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에 의해 상
표명 Zebra No 5030/5099로 판매되는 리본일 수 있다. 대안으로서, 미국 일리노이주 우드 데일에 소재하
는 소니 케미칼 코포레이션 오브 아메리카에서 상품명 소니(Sony) 상품 번호 제3021/3022/3023호로 시판
하는 리본이 사용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인쇄 헤드 조립체의 정렬 기구에는 다수의 선형 이동 베어링(68)들이 <29>
구비되어 있는데, 이들 중 2개를 도 4에 도시하였다. 선형 이동 베어링(68)은 정렬 베어링 캐리지(61)에 
고정되고, 고정 샤프트(70)와 고정 샤프트(71)(도 3) 상에 미끄럼 가능하게 장착된다. 인쇄 헤드 조립체
의 정지부(76)는 샤프트(70) 또는 샤프트(71) 상에 고정된 상태로 위치 설정된다.

인쇄 헤드 선형 이동 기구는 (도 3에서 화살표 y로 지시된) 제1 방향에 대해 거의 수직인 도 3 <30>
및 도 4에서 화살표 x로 지시된 제2 방향으로 인쇄 헤드를 이동시킨다. 도 4의 실시예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인쇄 헤드 선형 이동 기구는, 인쇄 헤드 모터(72)의 구동 휠에 맞물리고 인쇄 헤드 모터(72)의 작
동에 응답하는 연속 구동 벨트(74)를 포함할 수 있다. 공전 휠(73)에 의해 구동 벨트(74) 상에 긴장이 유
지될 수 있다. 인쇄 헤드 조립체(50)는 구동 벨트(74)에 고정될 수 있고, 모터(72)에 의한 구동 벨트(7
4)의 이동에 응답하여 고정 샤프트(70)와 고정 샤프트(71)를 따라 선형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인쇄 헤드 모터는 예컨대 미국 커넥티컷주 체샤이어에 소재하는 에어팩스사(Airpax Corp.)에 의<31>
해 제조되어 상표명 Airpax 82900으로 판매되는 모터일 수 있다. 인쇄 헤드를 선형 이동하도록 작동시키
기 위한 또 다른 적합한 모터는 예컨대 스텝퍼 모터(stepper motor), 암호 장치를 구비한 직류 브러시리
스 모터, 또는 엔코더(encoder)를 구비한 교류 동기 모터이다. 이들 모터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는 인쇄 
헤드 선형 이동 기구는 본 기술 분야에 알려져 있는 것이다.

트랙 기구, 구동 기구 및 위치 설정 기구를 결합한 선형 모터 시스템은 선형 이동 기구 뿐만 아<32>
니라 후술되는 위치 추적 장치도 모두 쉽게 제공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리드 스크류 구동 조립체(lead 
screw drive assembly) 액추에이터 장치는 쉽게 입수 가능한 하나의 품목으로 선형 이동 기구와 인쇄 헤
드 정렬 기구가 구비된다.

프린트 헤드 센서(78)는 고정되어 있는 에칭된 유리 바아(80)에 미끄럼 가능하게 맞물리게 되는 <33>
인쇄 헤드 프레임(52)에 부착함으로써 인쇄 헤드 조립체(50) 상에 장착될 수 있다. 인쇄 헤드 센서(78)는 
예컨대 광 센서 또는 자기 센서일 수 있고, 시트재(46)의 위치에 대한 인쇄 헤드의 상대 위치(44)를 비교
하기 위한 컴퓨터(112)와 같은 기구에 데이타선(도시 생략)에 의해 작동 가능하게 연결된다. 대안적으로, 
인쇄 헤드 센서(78)는 소니사에 의해 제조된 선형 스케일 시스템일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바아 및 적합
한 센서를 구비한다. 본 기술 분야에서 종래의 다른 인쇄 헤드 위치 추적 장치도 또한 이용될 수 있다.

이송부는 (도 3에서 화살표 y로 지시된) 제1 방향으로 인쇄 헤드를 통과하는 감열식 인쇄 수용 <34>
시트재를 전진 또는 이송시킨다. 도 4의 도시된 실시예에서, 이송부는 각각의 단부에 샤프트(98)가 돌출
되어 있는 플래튼(42)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샤프트(98)는 하나의 단부에 플래튼 스텝
퍼 모터(94)에 축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맞물리도록 시트재 위치 설정 기구(96)를 관통한다. 시트재 위
치 설정 기구(96)는 샤프트(98)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고, 예컨대 견인기 구동 기구의 조정 가능한 핀 
공급 휠일 수 있다.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46)는 플래튼(42) 상에 위치하고, 시트재(46)의 구동 홀을 
통해 시트재 위치 설정 기구(96)에 맞물리게 된다. 플래튼(42)은 인쇄 헤드(44)  및 리본(66)이 시트재
(46)를 가로질러 이동함에 따라 인쇄 헤드(44)가 균일한 접촉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포옴을 제공한
다. 플래튼(46)은 중간 정도의 경도와 적당한 탄성을 가진 재료로 제조된다. 플래튼(42)을 형성하기 위해 
선택된 재료는 헤드(44) 아래에서 리본(66)이 적합하면서도 균일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느 정
도 시트재(46)의 탄성과 신축성에 의존한다.

바람직한 시트재의 이송부는 미국 커넥터컷주 토링톤에 소재하는 사이트테크(Seitztec)사에 의해 <35>
상표명 Model ST-611로 판매되는 견인기 구동 기구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형성되는 표시의 그래픽 
정확도가 보다 낮아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견인기 구동 기구 대신에 마찰 구동 조립체를 대체할 수 
있다. 마찰 구동 조립체는 보다 저렴하고, 시트재(46)의 구동 홀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한다. 본 발명에 있
어서, 일반적으로 덜 바람직하지만, 시트재의 수동 이송부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트재(46)와 관련한 위치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선택적인 시트재 센서가 이용될 수도 있다. <36>
도 4의 실시예에서, 센서(100)는 시트재(46)의 그래픽 모서리 근처에 위치한다. 시트재 센서(100)는 y 방
향으로 시트재(46)의 다운 웨브 위치를 확인하는 데에 적합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광선 작동 센
서를  구비할  수  있다.  촉각  센서  또는  갭  홀  센서(gap  hole  sensor)와  같은  다른  종류의  센서도 
적합하다. 시트재 센서는, 예컨대 시트재(46)가 스티커 롤(roll of sticker)을 구비하고 플래튼(42) 상에 
스티커를 반복적으로 위치시킬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다. 시트재(46)가 단일의 시트재를 구비하는 경우, 
시트재  센서는  플래튼(42)  상에  시트재를  정확하게  정렬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기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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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mark)들이 4가지의 색상으로 인쇄될 수 있도록 시트재(46) 상에 존재할 수 있다. 일부 실
시예에서, 예컨대 스텝퍼 모터가 인쇄 헤드 선형 이동 기구를 구비하는 경우, 시트재 센서는 필요 없을 
수 있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인쇄 작업 사이클의 한 실시예가 47로 대략 지시된 곳에, 인쇄 헤드 <37>
조립체의 정지부(76)와 대향하는 감열식 인쇄 헤드 조립체(50)와 함께 개시되어 있다. 시트재(46)는 시트
재 이송부에 의해 플래튼(42)을 가로질러 대략 화살표 y로 지시된 제1 방향으로 이송된다. 원하는 시트재 
위치에서, 가령 그래픽 모서리의 출발점에서 시트재 전진은 잠시 멈춘다. 인쇄 헤드(44)가 리본(66)과 접
촉하도록 작동되고, 인쇄 헤드(44)가 대략 화살표 x로 지시된 제2 방향으로 선형 이동 기구에 의해 추진
되면서 리본(66)으로부터 시트재(46)로 착색제를 전사하도록 작동된다. 인쇄 헤드(44)는 인쇄 헤드 정렬 
기구에 의해 플래튼(42)과 시트재(46)에 대하여 적절하게 정렬된다. 착색제의 전사를 완료한 후에, 인쇄 
헤드(44)는 가령 작동 솔레노이드(58)에 의해 (또는 그 밖의 적합한 수단에 의해) 신축 가능하게 및/또는 
회전 가능하게 분리되고, 선형 이동 기구에 의해 위치(47)로 복귀된다. 그 후, 시트재(12)의 전진이 시작
된다. 인쇄 헤드 장치(40)와 인쇄 작업 사이클을 작동 가능하게 제어하기 위한 기구에는, 예컨대 개인용 
컴퓨터(112)와 인쇄 헤드 컴퓨터 장치(108)가 포함될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112)와 인쇄 헤드 컴퓨터 
장치(108)를 이용하면, 그래픽 표시는 용도가 다양하지 못한 단일 기호 표시와 대조적으로 인쇄될 수 있
다. 본 발명을 참조하면, 그랙픽 표시는 한 가지 이상의 기호가 전자적으로 전송할 때마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전자적 형식에 따라 배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이미지이다. 그래픽 바탕 인쇄 헤드는 128 
또는 256 가지의 인쇄 가능한 기호 이외에 다른 이미지도 만들 수 있다.

감열식 인쇄 수용 물품으로 착색제 전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인쇄 작업 사이클의 수는 인쇄 헤<38>
드(44)의 길이 L에 대한 원하는 표시의 치수에 따른다. 표시 형성을 완료하는 데 하나 이상의 인쇄 작업 
사이클이 필요한 경우, 인쇄 헤드 센서(78)는 시트재(46)의 위치에 대해 바람직하게는 착색제 1도트 미만
의 정확도로 인쇄 헤드 조립체(50)의 위치를 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인쇄 작업 사이클은 원하는 표시
가 시트재(46)에 형성될 때까지 전술한 바와 같이 반복될 수 있다. 물품 상에 표시의 형성을 완료하는 데 
한 번의 통과로 충분하다면, 인쇄 헤드 센서(78)와 에칭 유리 바아(80)는 필요 없을 수 있다. 인쇄 헤드 
센서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그래픽 정확도를 요구하는 물품을 만드는 경우에 유용하다. 보다 낮은 그래픽 
정확도를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만드는 경우, 또는 전술한 스텝퍼 모터 또는 다른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인쇄 헤드 센서는 불필요하게 된다.

전술한 실시예에서, 인쇄 작업 사이클 중에 시트재 이송은 인쇄 헤드(44)가 지점(47)으로 이동하<39>
고 나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쇄 작업 사이클에 대한 시트재 전진의 임의의 특정 타이밍도 본 발명의 
범주에 속한다.

인쇄 헤드 장치(40)는, 도 3과 도 4의 화살표 x에 의해 지시된 방향이 일반적으로 수평 평면에 <40>
위치하고 화살표 z에 의해 지시된 방향이 일반적으로 수직 평면에 위치하도록 인쇄 시스템에서 위치 설정
된다. 그러나, 구성 요소의 모듈식 조립, 용이한 정비, 시트재 분배와 다시 감기 구성 요소와의 적합한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인쇄 헤드 장치(40)는 방향 x가 수직 평면, 수평 평면,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적합
한 평면에 위치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 개시된 감열식 인쇄 장치는 "크로스 웨브" 시스템이라 불릴 수도 있으며, 그 이유는 <41>
착색제가 시트재의 이동 방향 또는 길이에 대해 거의 수직 방향으로 시트재 또는 웨브의 폭을 가로질러 
가해지기 때문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트재(46)는 "인쇄 가능한 영역"인 140a 및 140b로 분할
된다. 특정의 인쇄 가능한 영역(140a)은 그 위에 인쇄된 표시(142)를 가지게 되지만, 다른 인쇄 가능한 
영역(140b)은 그 위에 인쇄된 표시가 없는 것(소위 여백)이 된다. 인쇄되지 않을 것인 충분한 크기의 영
역(140b)에 인쇄 헤드가 접촉하는 경우, 인쇄 헤드는 액추에이터 솔레노이드(58)에 의해 분리될 수 있다
(도 4). 그러나, 인쇄 헤드는 추가의 표시가 인쇄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략 화살표 x에 의해 지시된 방
향으로 시트재(46)를 가로질러 연속해서 이동할 수 있다. 인쇄 헤드가 이런 상황에서 분리될 때, 리본의 
전진은 멈추고, 따라서 불필요한 리본이 사용되는 것이 방지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본의 사용
은 9개의 인쇄 가능한 영역 중 3개의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리본의 이동으로 인해 종래의 시스템에 비해 3
배 절약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전술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치되는 추가의 인쇄기 헤드를 추<42>
가함으로써 시트재에 한 가지 색상 이상의 표시가 적용될 수 있고, 각각의 헤드는 다양한 색상, 즉 적색, 
녹색, 청색, 흑색 등의 리본과 연계되어 있다. 시트재가 연속하는 인쇄기 헤드를 통과하여 전진될 때, 착
색제는 각각의 연속 리본으로부터 가해진다. 인쇄 헤드는 동일한 조립체 상에 또는 개별의 조립체에 의해 
지지된 각각의 인쇄 헤드 상에서 지지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인쇄 헤드를 구비한 장치로는, 미국 일리
노이주 아링톤 하이츠의 링사(Ring Corporation of Arlington Heights)에 의해 제조되는 것이 있다. 한 
번 이상의 인쇄 작업을 실행하고 각각의 인쇄 후에 다르게 채색된 리본을 대체함으로써, 단일이 인쇄 헤
드를 이용하여 한 가지 이상의 색상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4개의 상이한 색상, 예컨대 적색, 
녹색, 황색, 흑색의 스트립을 구비한 리본이 알려져 있는 바, 이 리본은 다색 표시용 물품을 만들기 위해 
본원에 개시된 인쇄 시스템 및 인쇄 헤드 장치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다색 인쇄법 또
는 다색 공정 인쇄법 어느 인쇄법의 경우에도 리본이 상당히 절약되며, 다색 공정 인쇄법은 투명한 색상 
오버레이(transparent color overlays)로서 통상적으로 흑색, 자홍색, 청록색 및 황색을 이용한다.

도 6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감열식 인쇄 시스템의 일례가 도시되어 있다. 인쇄 시스템(110)에<43>
는 데이터 라인 기구(114)에 의해 감열식 인쇄기(41)에 연결된 시스템 제어 장치, 가령 개인용 컴퓨터
(112)가 구비되어 있다. 감열식 인쇄기(41)는 리본(66)을 유지하고, 분배하고, 다시 권취하기 위한 릴 기
구(62, 64)를 포함할 수 있다.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124)는 감열식 크로스 웨브 인쇄기(41)를 통과하
여 지나가게 되고, 착색제는 감열식 전사 리본(66)으로부터 인쇄 헤드(44)에 의해 전사될 때 형성되는 인
쇄된 표시를 수용한다. 필요에 따라, 시트재(124)는 인쇄된 물품(128)을 생산하기 위해, 가령 폴리머 피
막층(126)과 같은 제2 모재에 부착되거나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실시예에서, 피막층(126)은 예컨대 보
호용 코팅부를 제공하거나 완성된 물품에 필요한 광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최상층일 수 있다. 시트재
(124)와 피막층(126)은 예컨대 적층법(laminating), 침지 코팅법(dip coating), 또는 본 기술 분야에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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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알려진 그 밖의 방법과 같은 수단에 의해 부착되거나 적용될 수 있다. 피막층(126)은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시트재로 구성될 수 있다. 변형례에 있어서, 피막층(126)은 인쇄 수용 시트재 매체로 구성되고, 시
트재(124)는 표시가 피막층(126) 위에 형성된 후에 피막층(126)과 결합되는 바탕 시트재일 수 있다.

조작자는 인쇄될 표시 및 다양한 인쇄 제어 명령과 시트재 제어 명령을 크로스 웨브 감열식 인쇄<44>
기(41) 내부의 인쇄 헤드 데이터 처리 기구용 컴퓨터(112)에 불러들인다. 조작자의 입력은 인쇄 헤드(4
4)에 의한 작동과 분리 및 착색제 전사, 시트재 이송 기구에 의한 제2 방향으로의 이송 및 선형 이동 기
구에 의한 인쇄 헤드(44)의 시트재 이송에 대해 수직인 방향으로의 이동을 제어하기에 적합한 코드로 소
프트웨어에 의해 조립된다. 인쇄 공정을 보다 편리하고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임의의 센서(78, 100)
(도 4 참조)로부터의 데이터가 컴퓨터(112)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새로운 인쇄 헤드 장치와 호환성이 있는 시스템의 대표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45>
이송성, 구성 요소의 호환성, 구성 요소의 가역성 및/또는 다른 물품 생산용의 모듈식 확장 용이성을 위
해 감열식 인쇄 시스템(110)의 특정 구조가 설계될 수 있다. 예컨대, 호환성이 있는 모듈식 구성 요소는, 
다른 물품들에 대한 생산 작업량을 조절하기 위해 쉽게 교환될 수 있는 인쇄 헤드, 선형 이동 기구 및 헤
드 정렬 기구로 구성될 수 있다. 본원 명세서에 기재된 인쇄 헤드 장치가 포함될 수 있는 모듈식 및 이송 
가능한 시스템의 실시예가 1993년 2월 16일, 1993년 3월 16일, 그리고 1994년 2월 2일 자로 각각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 08/017,573호, 제08/033,625호 및 제08/186,752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들 명세서는 
본원에 참고로서 포함된다.

본 발명의 감열식 인쇄 시스템들은 대형의 집중형 시설이 아닌 산포된 위치에서 도로표지 물품을 <46>
생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과 시스템들은 반복하는 (또는 점진적으로 변하는) 정보, 또
는 예컨대 문자/숫자 기호들, 그래픽 이미지들, 또는 바코드와 같은 다양한 정보 기호를 형성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제품들은  1993년  3월  16일  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 
08/033,625호와, 1994년 2월 2일 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8/186,751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그 상
부면에 직접 인쇄 가능한 재귀 반사 폴리머 시트재 재료로 제조될 수 있으며, 이들 특허 출원 명세서의 
개시 내용은 각각 본원에 참고로서 포함된다.

감열식 인쇄 시스템은 고속도로 표지판과 같은 도로표지 물품을 생산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고<47>
속도로 표지판과 같은 물품이 성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감열식으로 인쇄된 표시가 전사되는 시트재는 
재귀  반사  시트재이거나,  이  재귀  반사  시트재의  전면에  부착되는  폴리머층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상, 표시는 재귀 반사 시트재 상에 배치된 폴리머층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귀 반사 시트재에 전사되거
나, 재귀 반사 시트재에 인쇄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재귀 반사 시트재는 본질적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재귀 반사 시트재이거나, 미래에 개발될 재귀 반사 시트재일 수도 있다. 재귀 반사 시트재는 예컨대 
입방체 모서리 부재 시트재(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3,684,348호, 제4,801,193호, 제4,895,428호 및 제
4,938,563호를 참조, 이들 특허의 개시 사항은 본원에 참고로서 포함된다), 또는 노출된 렌즈형 부재들, 
캡슐로 싸인 렌즈형 부재들, 또는 둘러싸인 렌즈형 부재들로 구성된 구형 렌즈형 시트재(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2,407,680호, 제3,190,178호, 제 4,025,159호, 제4,896,943호, 제5,064,272호 및 제5,066,098호를 
참조, 이들 특허의 개시는 본원에서는 참고로서 포함됨)일 수 있다.

본 발명의 감열식 인쇄 시스템은 다양한 폭의 폴리머 시트재, 특히 16 cm 이상, 38 cm 이상, 46 <48>
cm 이상의 넓은 시트재에 감열식으로 인쇄할 수 있게 한다(도 3). 본 발명의 감열식 인쇄법은 시트재에 
걸쳐 원하는 각도로 인쇄 헤드를 이동시킴으로써 다양한 각도로 인쇄할 수 있게 해준다. 폭이 W인 시트재
(도 3)가 폭이 V인 시트재로 용이하게 대체될 수 있다. 폭 V는 폭 W보다 넓거나 좁을 수 있으며, 다시 말
하면, (가령, 50 cm 이상 내지 2 cm 정도의) 임의의 적절한 폭의 시트재도 인쇄 헤드 장치(40)를 구비한 
인쇄 시스템(110) 내부에 쉽게 삽입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 1과 도 2에 도시된 이미 알려져 있
는 감열식 인쇄 헤드 장치는 일반적으로 폭 S 이하의 시트재에 제한된다. "폭"이라는 용어는 본원에서는 
시트재의 이동 방향에 수직, 즉 감열식 인쇄 헤드의 이동에 평행한 시트재의 치수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장점은 감열식 인쇄법에 이용되는 리본에 관한 것이다. 감열식 전사 인쇄용 <49>
리본은 일반적으로 6 마이크로미터의 폴리에스테르 뒤붙이를 사용하여 제조되고, 일반적으로 폭은 5∼38 
cm이다. 비틀림 응력 및 기타 응력은 종종 넓은 리본을 구부러지게 하여, 이 리본이 주름지게 된다. 그러
한 주름 현상을 때문에 착색제의 불균일 전사 및 품질이 불량한 표시가 얻어진다. 본 발명의 감열식 인쇄 
시스템은 기계적인 캐리지를 달리 설계함으로써 주름 현상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
니라, 일반적인 넓은 리본에서 얻을 수 있는 전 범위의 리본 특성을 제공하면서도 폭이 좁은 리본을 이용
함으로써 리본의 주름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도 5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바람직한 해
결책에 따라 더욱 효과적으로 리본을 이용하게 된다.

본원에 개시된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단한 종류의 폭을 가진 리본만으로도 다양한 폭의 시트<50>
재에 인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선행 기술의 감열식 인쇄 시스템들은 필수적으로 인쇄 헤드 폭과 동
일한 폭의 리본을 필요로 했으며, 상이한 리본들은 각각의 인쇄 시스템의 특정 폭에 대하여 설치되는 것
을 필요로 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폭이 60 cm인 시트재와 폭이 122 cm인 시트재가 동일한 리본을 이용
하여 인쇄될 수 있지만, 폭이 60 cm 또는 122 cm인 리본들은 다운 웨브 감열식 인쇄 시스템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종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러한 인쇄를 얻을 수는 없었다.

본원에 개시된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리본을 보다 덜 폐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알려<51>
진 감열식 인쇄 헤드 장치의 리본 폭 S(도 1)는 인쇄 헤드 폭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인쇄 
시스템을 이용하여 폭 S보다 좁은 폭의 시트재의 감열식 인쇄법은 리본의 시트재 폭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이용된다. 본원에 개시된 인쇄 헤드 장치는 인쇄되는 시트재의 폭에 비례하여 리본을 이용한다.

개시된 감열식 인쇄 시스템들은 특히 넓은 시트재 상에 인쇄하는 데 있어 종래의 감열식 인쇄 시<52>
스템들에 비교하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감열식 인쇄 시스템에서, 리본 지지 부재, 인쇄 헤드 조립체, 
지지 프레임 등은 리본이 인쇄 헤드와 매체 모재 사이를 이동함에 따라 리본에 대한 비틀림 응력 및 기타 
응력을 최소화 할 정도로 충분히 단단해야 한다. 폭이 38 cm인 인쇄 헤드에 요구되는 강성은 폭이 15 cm
인 인쇄 헤드에 요구되는 강성보다 4배 이상 클 수 있다. 결론적으로, 폭이 38 cm인 인쇄 헤드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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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폭이 15 cm인 인쇄 헤드 시스템보다 현저하게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본원에 개시된 크로스 
웨브 감열식 인쇄 시스템은 38 cm 다운 웨브 시스템 이상의 넓이를 갖는 도로표지 물품을 인쇄하기 위해 
보다 덜 단단하고 보다 좁은 인쇄 헤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전체 비용은 감소된다.

또 다른 장점은 본 발명의 인쇄 시스템용 시스템 제어 기구에 관련된다. 한 종류의 넓은 인쇄 헤<53>
드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인쇄 헤드 컴퓨터 기구에서 형식에 따라 배열한 기억 장치(formatting memory)
는 비교적 고가의 테이타 전달 및 시스템 제어 기구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개시된 인쇄 시스
템의 상대적으로 좁은 인쇄 헤드는 인쇄 헤드 컴퓨터 기구에서 형식에 따라 배열한 기억 장치를 상대적으
로 보다 적게 필요로 할 수 있고, 따라서 보다 저렴한 시스템 제어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상이용가능성

본원에서 개시된 감열식 그래픽 인쇄 시스템들과 방법들은 많은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54>
어, 포장 상품, 병, 금속 통 등을 위한 바코드 라벨은 이따금씩 다양한 폭의 물품 인식 라벨을 필요로 한
다. 고속도로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스크린 인쇄 생산법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이는 시간이 많이 소
요되고 불편하며, 다량의 유기 용제를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감열식 인쇄 시스템은 다양한 폭의 고
속도로 표지판을 보다 편리하게 제조하고, 종래의 시스템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보다 적은 양의 용
제를 이용하여 제조될 수 있게 한다. "주문 방식의 (mode-to-order)" 소매 영업 간판과 같은 적은 생산량
의 물품도 또한 본원에서 기재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될 수 있다. 본원에 개시된 방법과 시스템에 의
해 제조된 도로 표지 물품은 생산 단가가 보다 저렴해질 수 있고, 수작업 간판들 또는 보다 좁은 폭의 인
쇄된 소형 부분과 함께 조립되는 간판들, 다이 컷아웃 기호법, 전자 컷아웃 기호법, 또는 스크린 인쇄법
보다 더 편리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동 리본으로부터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의 인쇄 가능한 영역에 착색제를 감열식으로 전사하
는 전사 방법으로서,

(a) 제1 방향으로 연장되며 길이(L)가 1 cm 이상인 긴 감열식 인쇄 헤드를 지나도록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를 이동시키는 단계와,

(b) 상기 감열식 인쇄 헤드를 상기 제1 방향에 수직인 제2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상기 가동 리
본으로부터 상기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에 착색제를 전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1) 상기 시트재에 대한 감열식 인쇄 헤드의 위치를 감지하는 단계와, (ii) 인
쇄 헤드의 맞물림, 착색제의 전사, 시트재의 이송 및 인쇄 헤드의 선형 이동을 상호 조정하는 단계와, 
(iii) 상기 감열식 인쇄 헤드가 제2 방향으로 이동하고 착색제가 전사되면서 리본을 전진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시트재는 착색제가 전사되는 동안 정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는 재귀 반사 시트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 
방법.

청구항 4 

가동 리본으로부터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의 인쇄 가능한 영역에 착색제를 감열식으로 전사하
는 전사 시스템으로서,

(a) 제1 방향으로 배치된 1 cm 이상의 길이(L)를 가지고, 이 길이(L)에 수직인 제2 방향으로 상
기 시트재에 착색제를 전사할 수 있는 착색제 전사용의 긴 감열식 인쇄 헤드와,

(b) 상기 제1 방향으로 감열식 인쇄 헤드를 지나도록 상기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를 이동시키
고, 상기 착색제를 수용하도록 상기 시트재를 작동 가능하게 배치하는 이송부와,

(c) 상기 인쇄 헤드가 상기 착색제를 전사할 때, 상기 제2 방향으로 인쇄 헤드를 이동시키는 기
구, 및

(d) 상기 인쇄 헤드의 맞물림, 착색제의 전사, 시트재의 이송 및 인쇄 헤드의 선형 이동을 상호 
조정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제어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 시스템.

청구항 5 

가동 리본으로부터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의 인쇄 가능한 영역으로 착색제를 전사할 수 있는 
전사 장치로서,

(a) 1 cm 이상의 길이(L)로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한 줄의 가열 부재를 갖추고, 상기 시트재를 
가로지르는 제2 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긴 감열식 인쇄 헤드와,

(b)  상기  제1  방향으로  상기  인쇄  헤드를  지나도록  상기  시트재를  움직일  수  있는  시트재 
이송부, 및

(c) 상기 착색제가 상기 시트재에 전사될 때 상기 제2 방향으로 상기 시트재를 가로질러 상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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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움직일 수 있는 리본 이송부를 포함하는 것인 전사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 헤드는, 이 인쇄 헤드와 상기 리본이 상기 시트재를 가로질러 이동할 
때 플랫포옴의 형태인 플래튼에 대해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 전사 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단일 폭의 리본으로 다양한 폭의 시트재에 인쇄할 수 있는 것인 전사 장치.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리본은 인쇄되는 시트재의 폭에 비례하여 이용되는 것인 전사 장치.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제1 가동 리본으로부터 제1 착색제가 상기 시트재에 전사된 후, 상기 제1 가동 
리본은 상이한 색채의 리본으로 대체되어, 상기 상이한 색채의 리본으로부터 착색제가 시트재에 전사될 
수 있는 것인 전사 장치.

요약

본 발명은 가동 리본(66)으로부터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의 인쇄 가능한 영역 위로 착색제를 
감열식으로 전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은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46)의 이동 방향으로 그 
길이가 거의 평행하도록 인쇄 헤드(44)를 배치하는 단계와, 그 시트재는 정지되어 있고 감열식 인쇄 헤드
(44)가 그 길이에 대해 거의 수직인 제 2 방향(x)으로 이동될 때, 가동 리본(66)으로부터 시트재(46)로 
착색제를 전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감열식 인쇄 헤드(44), 제 1 방향(y)으로 감열식 인쇄 
헤드를 통과하는 감열식 인쇄 수용 시트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송부, 그리고 인쇄 헤드가 시트재 상으로 
착색제를 전사한 경우에 제 1 방향(y)에 대해 수직인 제 2 방향(x)으로 인쇄 헤드를 이동시키는 기구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1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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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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