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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한 성분토너를 이용한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에  이용하는  한성분  크리너레스  기록장치의  요부구성예를 나타
내는 단면도.

제2도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에  있어  화성형성공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제2도
(a)는  잔류토너가  부착되는  잠상유지체면에  정전위를  부여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제2도(b)는 
정전위를  부여한  잠상유지체면에  노광을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잠상형성공정도,  제2도(c)는  노광한 
잠상유지체면에  토너담지(擔持)체면에  담지된  현상토너를  접촉시켜서  현상,  동시  크리닝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  동시크리닝  공정도,  제2도(d)는  잠상유지체면의  토너상을  상지지체면에  전사하는 상
태를  나탄는  상전사공정도,  제2도(e)는  전사  후의  잠상유지체면을  전기제거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도
면,  제2도(f)는  균일화부재에서  잠상유지체면에  부착해  있는  잔류토너를  균일분포화하는  상태를 나
타내는 균일화공정도.

제3도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에 있어 현상 동시크리닝 영역을 모델화해 나타내는 도면.

제4도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에  있어서  잔류토너양과  현상동시  크리닝후의  토너부착량의 관
계에 관해서 이론값 및 실험값을 나타내는 곡선도.

제5도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에  있어서  현상전위와  토너부착량의  관계에  관해서  이론값  및 
실험값을 나타내는 곡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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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도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에  있어서  잠상유지체면에  부착하는  토너양과  잔류토너량의 관
계에 관해서 이론값 및 실험값을 나타내는 곡선도.

제7도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에  있어서  이용하는  토너의  대전량과  메모리강도의  관계에 관
해서 이론값 및 실험값을 나타내는 곡선도.

제8도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에  있어서  잠상유지체면에  부착하는  토너량과  잔류토너량의 관
계에 관해서 이론값 및 실험값을 나타내는 곡선도.

제9도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에  있어서  이용하는  토너대전량과  메모리강도의  관계를 나타내
는 곡선도.

제10도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에  있어  현상  동시크리닝의  현상을  모델화해서  나타내는 모식
도로서,  제10도(a)는  크리닝이  양호하게  실시된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  제10도(b)는  퍼지메모리가 
잔존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

제11도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에  있어서  현상공정에  진입하는  현상토너량과  메모리강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도.

제12도는  종래의  크리너레스  화상형성에  이용되고  있는  크리너레스  기록장치의  요부구성예를 나타내
는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잠상유지체                 2 : 토너

3 : 현상장치                    4 : 전사대전기

7 : 크리너                       9 : 대전기

10 : 광빔                       11 : 균일화브러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자사진방식에  기인한  화상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자세하게는  한성분토너를 이
용한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은  크리닝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현상과  동시에  전사  후의  잔류토너를  현상장치내에  회수하는  방법이다.  이  크리너레스 화상형
성방법은  일본  특개소  59-133573호  공보,  일본  특개소  59-157661호  공보  등에  기본사상이  나타나 있
다.  이하,  주지의  반전현상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레이저프린터로  대표되는  전자사진프린터를 
예로해서  나타나  있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의  요지를  설명한다.  전자사진프린터의  요부구성을 
단면적으로 제12도에 나타낸다.

반전현상법에  있어서는  최초에  토너(2)의  입자를  잠상유지체(1)와  동극성으로  대전한다.  다음으로 
토너(2)의  입자를  잠상형성공정을  거친  잠상유지체(1)  표면의  전하가  존재안하는  부분(혹은 전하량
이 적은 부분)에 부착시키고 전하가 존재하는 부분에는 부착하지 않게 한다.

토너(2)를  선택적으로  부착시키기  위해서  잠상유지체(1)  표면의  대전부분의  전위 V0 와  비대전부분의 

전위 V1 과의  사이의  전위 Vb(|V1 ||V b||V0 |)가  현상장치(3)내의  토너담지체(4)에  인가된다.  그  결과 

토너(2)는 V0 와 Vb 와의  전위차에  따른  전계에  의해서  잠상유지체  1면으로의  부착을  제어받어 Vb 와 V1

과의  전위차에  따른  전계에  의해서  잠상유지체  1면으로  부착한다.  잠상유지체  1면에  부착한 토너
(2)는  주지의  전사대전기(5)에  의해서  상지지체  6면에  전사된다.  이상  전사공정에  있어서는 일반적
으로  모든  코너(2)의  입자가  전사되는  일없이  잔류토너(2')가  화상형상으로  잠상유지체  1면상에 전
사후에도 분포하고 있다.

잔류토너(2')는  크리너레스가  아닌  통상의  화상형성방법에  있어서는  파선으로  표시한  크리너(7)에 
의해서  회수되지만  크리너(7)를  가지지  않은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에  있어서는  현상공정에 있어
서 현상과 동시에 현상장치(3)에 의해서 회수된다.

현상공정에  있어  잔류토너(2')의  회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잔류토너(2')를  표면에  가지는 잠
상유지체(1)는  전기제거램프에  있어서  표면의  전하가  제거되고  대전기(9)에  의한  균일대전공정을 거
쳐  광빔(10)의  노광에  의해  전정잠상이  표면에  형성된다.  잠상유지체  1면상에  형성된  잠상중 대전부
분(즉  미노광부  혹은  비화상부)에  존재하는  잔류토너(2')는  대전기(9)에  의해서  잠상과  동극성에 확
실하게  대전되고  있다.  따라서,  잔류토너(2')는  현상공정에  있어서  상기의 V0 와 Vb 와의  전위차에 따

른  전계에  의해서  토너담지체(4)측으로  전이해  크리닝이  행해진다.  동시에  비대전부분(즉  노광부 혹
은  화상부)에  존재하는  잔류토너(2')는 Vb 와 V1 과의  전위차에  의한  전계에  의해서 토너담지체(4)로부

터  잠상유지체(1)로  향하는  힘을  받어  잠상유지체  1면상에  잔류한다.  이  비대전부분에는 토너담지체
(4)에서 새로운 토너(2)가 전이해 현상과 동시에 크리닝이 행해진다.

이와  같이  크리너(7)와  폐토디를  수납하는  폐토너박스가  필요없게  되고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서  소형이고  간략한  화상형성장치가  쉽게  얻어진다.  또,  잔류토너(2')는 현상장
치(3)에  회수되서  재사용되기  때문에  폐토너가  생기는  일이  없어  경제적이다.  더우기, 잠상유지체
(1)는 크리닝 브레이드등에 의해서 마찰되는 일이 없으므로 수명이 길어진다.

그러나, 이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은 다음의 이유에 의해 고스트(ghost)상이 나타날 경우가 있다.

첫번째로,  고습도  환경하에  있어서는  상지지체(6)로서의  종이가  습기를  먹고  저저항화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사효율이  저하하고  다량의  토너가  잠상유지체  1면상에  잔류하는  경향이  있다. 잔류토
너(2')의  양이  과대해지면  현상장치(3)에  있어서  완전히  크리닝할  수가  없어지고  비화상부에 잔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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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2')가  잔류해버리기  때문에  전사화상의  흰바탕부에  퍼지의  고스트가  나타난다(이후,  퍼지고스트 
혹은 퍼지메모리라고 부른다).

두번째로,  잔류토너(2')의  양이  과대하게  되면  광빔(10)에  의한  노광공정에  있어서  잔류토너(2')가 
광빔(10)을  차단하기  때문에  잠상유지체(1)  표면전위의  감소가  불충분해져서 V0 와 V1 과의  중간의 전

위상태(V1 '라고  한다)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위에  있어서는 현상전압(Vb-V1 ')이  되고 

주위의  노광부의 현상전압(Vb-V1 )보다도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토너담지체(4)로부터 잠상유지체(1)

에로의  토너전이량이  주위에  비교해  작고,  따라서  전사화상의  화상부에는  잔류토너상이  속이 하얀상
(이후  네거고스트(negative  ghost)  혹은  네거메모리라  부른다)이  되서  나타나게  된다.  이  현상은 점
이나 라인화상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하프톤(half tone)화상에 있어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에  있어  현상동시  크리닝  프로세스를  모델화해서  현상동시 크리
닝의  메커니즘을  분명히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Hosoya,  et,  al,  p189,  Japan  Hardcopy  90 논
문집(1990)).  상기  논문에  있어서는  특히  잔류토너(2')의  양과  메모리발생의  관계에  관해서 고찰하
고 있다.

또,  이와  같은  고스트를  제거하는  방법이  일본  특개소  62-203183호  공보에  나타나  있다.  이  방법은 
잠상유지체  1면에  가볍게  접촉시켰던  도전성  브러시에  토너의  대전극성과  반대극성의  직류전압을 인
가해  잔류토너를  쿨롱힘에  의해서  단도전성브러시에  흡인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도전성브러시에서 
서서히  이탈해서  잠상유지체면에  부착하면서  노광공정과  현상공정으로  보내진다.  이때 잠상유지체면
에  부착하는  토너의  분포가  균일화되기  때문에  노광공정에  대한  차광작용과  현상공정에  대한 크리닝
불량이 억제되고 메모리의 발생이 방지된다.

그러나,  도전성브러시에  의한  토너의  균일화조작을  실시한  후에도  역시  퍼지메모리와  네거메모리가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종래의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및  크리너레스  기록장치에  따른  화상형성에  있어서는 메
모리의 발생을 확실하게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고 이들 문제의 해결, 해소가 요망되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크리너레스  화상형성장치와  크리너레스  기록장치를  이용해서  화상을  형성할  때 발
생하는  퍼지메모리와  네거메모리를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한성분토너를  이용한  크리너레스 화상
형성방법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화상형성조건이  변화해도  항상  양호한  화상을  출력할  수  있는 한성분토
너를 이용한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의  첫번째  발명은  한성분토너를  사용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에 
있어서  잠상유지체의  표면을  잔류토너와  함께  대전수단에  의해  대전한  후  노광수단에  의해  표면에 
잠상을  형성하는  잠상형성공정과  잠상을  형성한  잠상유지체면으로  현상장치의  토너담지체표면에 형
성된  토너  얇은층을  접촉  혹은  대치시키고  잠상을  토너상화함과  함께  전사수단후에 잠상유지체면상
에  잔류하는  잔류토너를  현상장치내에  흡인·회수하는  현상동시  크리닝공정과  토너상을  전사수단에 
의해  상지지체면에  전사하는  상전사공정으로부터  이루어지고  현상동시크리닝  공정에  있어서  상기 공
정에  진입하는  토너담지체표면의  현상토너의  대전량 qt 가 0.5[mC/kg]≤|qt |≤40[mC/kg]를  충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의  제2의  발명은,  한성분토너를  사용한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에 있
어서,  현상동시  크리닝공정에  들어가는  잠상유지체면의  잔류토너  대전량 qr 이 0.5[mC/kg]≤|qr|≤

40[mC/kg]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의  제3의  발명은  상전사후에  잠상유지체면상에  잔류하는  잔류토너를 전
기제거수단에  의해  잔류토너의  전하를  제거한  후  잔류토너균일화  수단에  의해  잔류토너분포를 균일
화하는  공정을  추가한  경우에  있어서  균일화공정에  대한  잔류토너의  대전량 qx 이 |qx |≤40[mC/kg]을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퍼지메모리와  네거메모리의  발생은  현상토너  및  잔류토너의  대전량과  토너담지체(현상롤러)의 표면
에  부착해서  현상공정에  들어가는  현상토너의  양에  주로  의존한다.  현상토너  및  잔류토너의 대전량
이  과대한  경우에는  현상위치에  두고  양자의  사이에  정전기  반발력이  발생해  현상  및  크리닝이 불완
전하게 된다.

역으로,  토너의  대전량이  현저하게  작은  경우  토너  떨어짐과  크리닝불량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현
상토너량이 과대한 경우 크리닝전계가 약해지고 퍼지메모리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상토너  및  잔류토너의  대전량과  토너담지체(현상롤러)의  표면에  부착해서  현상공정에 들
어가는  현상토너의  양을  최적인  범위내로  선택,  설정한  본  발명에  따르면  토너떨어짐을  계속 방지하
고  고농도의  현상을  행할  수가  있다.  또,  크리닝전계에  의해서  잔류토너를  확실하게  크리닝할  수 있
기  때문에  메모리가  없는  고품위의  화상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더우기  균일화공정에  대한 잔류토
너의  대전량을  최적인  범위내에  선택,  설정하는  것에  의해  잔류토너분포를  확실하게  균일화하는 것
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메모리의 발생을 보다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

더우기  본  발명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잠상유지체의  전위를  낮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상형
성장치의 가동수명이 길어진다.

실시예 1

이하  제1도∼제11도를  참조해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에  있어서  1은 정전기잠
상유지체,  예를  들면  마이너스대전형의  유기감광체  드럼이다.  3은  현상장치,  예를  들면  한성분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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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현상장치이다.  4는  현상장치(3)에  장착된  토너담지체(현상롤러)이고  표면에  담지하는  토너 얇은
층을  통해서  잠상유지체(1)의  표면에  가볍게  계속접촉해  잠상유지체(1)의  주행속도의  1.2∼4.0배 정
도의  속도로  회전한다.  또,  토너담지체(현상롤러)(4)는  도전성  폴리우레판  고무롤러의  표면에 도전
성  우레탄에러스토머를  코딩하고  있다.  역시,  제1도에  있어서  5는  전사대전기,  8은  전기제거램프, 9
는  대전기(스코로트론  대전기),  10은  광빔(레이저빔),  11은  균일화브러시,  12는  균일화브러시(11)에 
소요전위를  주는  직류전원,  13은  토너담지체(4)에  토너(2)를  공급하는  토너공급롤러  14는  예를  들면 
스프링작용에  의해서  토너담지체  4면에  단면이  접해서  담지되는  토너층두께  규제부재,  15는 토너교
반자, 2'는 전사하고 남은 토너이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에  크리너레스  프로세스에  대한  현상동시크리닝  특성과 메모
리발생의 메커니즘에 관해서 이론해석과 실험에 따라 설명한다.

처음에,  접촉형  한성분  비자성현상(화상형성)방식을  이용한  크리너레스  프린터에  의한 화상형성공정
을  모식적으로  제2도(a)∼(f)에  나타난다.  이  화상형성공정에  있어서는  잔류토너(2')가  표면에 부착
해  있는  잠상유지체  1면에  대전기(9)에  의해서  소요의  대전을  행한후(제2도(a))  잠상유지체  1면에 
레이저빔  노광을  하고  소요의  잠상을  형성,  담지시킨다(제2도(b)).  계속해서  상기  잠상을  형성, 담
지한  잠상유지체  1면을  토너를  담지하고  있는  토너담지체  4면을  가볍게  접촉시켜서  상기  잠상을 현
상하고  동시에  잠상유지체  1면에  크리닝을  행한  후(제2도(c))  잠상유지체  1면의  토너상을 전사대전
기(5)에  의해서  상지지체(전사지)(6)에  전사한다(제2도(d)).  이런  후,  상기  잠상유지체  1면은 전기
제거램프(8)에  의해서  전기제거되고  나서(제2도(e)),  균일화브러시(11)에  의해서  잠상유지체  1면의 
잔류토너(2')의 분포가 균일화된다(제2도(f)).

반전현상법을  이용한  광프린터에  있어서는  상기와  같이  현상공정으로  현상과  크리닝을  동시에 실행
할  수  있다.  즉,  잠상유지체(1)의  노광부에  토너를  부착시킴과  동시에  미노광부에  부착해  있는 잔류
토너(2')를  토너담지체  4면에  흡착해서  현상장치(3)내에  회수한다.  그리고,  탄성도전롤러를  이용한 
접촉형  탄성분비자성현상(화상형성)은  강한  현상크리닝  전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닝기능도 
높고 이 프로세스에 적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잔류토너(2')의  양이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현성되는  화상에  퍼지  혹은  네거의  메모리가 발생하
지만  실제로는  상기  제2도(f)에서  나타내는  잔류토너(2')의  균일화  과정으로  잔류토너(2')의  분포를 
균일화하는 것에 의해서 상기 메모리의 발생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상동시클리닝의  메커니즘에  관해서  제3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현상토너층과 잔류토너
층을  균질한  유지체층으로  간주해  감광체층,  잔류토너층  및  현상토너의  각층에  가우스법칙을  적용해 
전위에 관한 포아손의 방정식을 푼다.

diV DP=0

div Dr=qr mr/dr

div Dt=qr km0/dt

여기에서, 경계조건은 X방향의 단위벡터를 n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Dp·n=σp

(Dr·Dp)·n=σp

(Dt·Dr)·n=0

-Dt·n=σt

p

pp rp

rpr tpr

tprtb

pppp

상기의  경계값  문제를  푸는  것에  의해서  토너층중의  전위 r 및 t 가얻어진다.  전계 -d /dx가 제

로가 되는 점 X0 에  있어서 토너층이 분리하고 현상 혹은 크리닝이 완료한다. X0dp+dr 인  때에는 크리닝

이, X0dp +d r 인  때에는  현상이  행해지고  잠상유지체면의  토너부착량  m은 mr(X0-dq)/d r  및 km0 (X 0-dq-

dr)/dt+mr 에  의해서  각각  인도된다.  단,  여기서  k는  토너담지체  표면의  속도 V4 와  잠상유지체  표면의 

속도 V1 와 V4 의 비(Vd/V1 )을  나타내고 km0 는  토너담지체면의  단위면적당  부착해  있는  현상토너의 

중량, mr은 잠상유지체표면의 단위면적당에 부착해 있는 잔류토너의 중량을 나타낸다.

이상의 해석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크리닝 방정식이 얻어졌다.

현상방정식(m≥mr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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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크리닝방정식(m≤mr인때):

m=

단, A=(dp/εP)+(dr/εr)+(dt/εt)이다.

잔류토너의  존재에  의해서  상기  방정식중의 Vp 의  값(잠상유지체  1표면의  전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에  관해서보면  대전공정에서는  잔류토너입자가  코로나이온을  차폐해 |Vp |를  저하시킨다.  여기에서, 

토너입자를  구형으로  하고  토너의  비중을  ρ,  잠상유지체  1면의  피복을  η으로  하면 η=πR
2
·mr(3/4

πρR
3
)=3mr /4ρR이  된다.  토너가  부착한  잠상유지체  전체의  표면전위를 V1 ,  토너부착  부분에 기여하

는  값을 Vr ,  부착부분에  기여하는  값을 V0 로  하면  이들의  전위는  잔류토너량 mr 에  대해서  정비례한 

의존성을 나타내고 대전공정에 있어 잔류토너의 작용은,

V0=K1mr-500…………………………………………………………… (1)

로 표시되고 V0는 노광공정에 있어 초기전위에 상당한다.

노광공정에  있어  초기전위 V0 에  대해서  잔류토너를  통해서  레이저빔노광을  하면  잔류토너층의 광투

과율은  1-η이기  때문에  레이저빔의  입사에너지를 I0 으로  한때  잠상유지체  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 

I는 다음식과 같이 주어진다.

I=I0(1-η)=I0(1-3mr/4ρR)

이렇게해 잔류토너량 mr에 의한 잠상유지체 1면의 차광은,

mr≤mc인때, I=I0(1-k2 mr) ………………………………………… (2)

mrmc인때, I=I0(k3 /mr) …………………………………………… (3)

으로 표시된다.

상기의  노광에  의해서  잠상유지체  표면의  초기전위 V0 는 Vp 로  변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적층형 유

기감광체에  대한  광캐리어의  발생과  수송현상을  고려하면  잠상유지체의  표면전위 Vp 의  광감쇠특성은 

다음 3개의 식에 조사할 수 있다.

II1인때

Vp=((k4 I-500-Vr)(V0-Vr)/(-500-Vr))+V r ………………… (4)

I1≤I≤I1인때

Vp=((k5 exp(-k6 I)-Vr)(V0-Vr)/(-500-V r))+Vr  ………… (5)

I2≤I≤I0인때

Vp=((k7/I-k8)+k9-Vr)(V0-Vr)/(-500-V r))+Vr  …………… (6)

단, Vp ≤-500V, I0 는  잠상유지체  표면에  대한  노광에너지의  최대값,  I는  잔류토너층  통과후의 노광에

너지, k1∼k 9  및 I0∼I2 는  정수,  식(1)∼(6)을  상기의  현상,  크리닝  방정식에  대입하는  것에  의해 현

상동시  크리닝후에  잠상유지체에  부착하는  토너량  m을  잔류토너량 mr 의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다. 

제4도에  잠상유지체에  부착하는  토너량  m과  잔류토너량 mr 의  관계를  도시했다.  제4도에서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모델에  기인해  이론  커브(실선)에  대해  실험결과(점선)는  이것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다.

상기 계산에 있어서 이하의 수치를 사용했다.

m0=0.64×10
-2
(kg/㎡), mc=0.607×10

-2
(kg/㎡),

Vp=-200V, Vr=-50V,

dp=20㎛, dt=11㎛, dr=mr×10
-3
(m),

εp=3.4ε0, εr=1.0ε0, εt=1.1ε0,

qt=5.6×10
-3
(C/kg), qr=-24×10

-3
(C/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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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 k1=1.20×10
4
, k2=1.24×10

2
, k3=0.15×10 

-2
,

k4=1.74×10
5
, k5=-515, k6=450, k7=-0.23,

k8=1.1×10
-3
, k9=-9,

I1=0.9×10
-3
(J/㎡), I2=3.66×10

-3
(J/㎡), I0=13.2×10 

-3
(J/m)

이다.

상기와  같이  확인된  모델에  기인해서  현상,  크리닝특성에  관해서  설명한다.  우선,  현상공정에 진입
하는  현상토너의  대전량의  영향에  관해서  보면,  잔류토너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현상특성은 토너담
지체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현상토너의  대전량 qt 에  대해  제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의존성을 나타

낸다. |qt |가  낮을때에는  직선의  경사가  급하고  2값의  특성을  나타내고 |qt |의  증가에  동반해서 아날

로그  특성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현상토너의  대전량을  낮은  값으로  억제하는  것에  의해서 저전위현
상이 가능해진다.

제6도는  현상토너의  대전량이  현상·크리닝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나타낸  것으로  고농도부  및 
프론트부에서는  현상토너의  대전량 |qt |이  낮은  만큼  네거메모리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이유는 

|qt |가  낮은  만큼  현상특성이  급격이  커지고  차광작용에  의해서  잠상유지체  1전위의  변동이 강조되

기  때문이다.  한편  현상토너의  대전량 |qt |이  높은  만큼  배경에  퍼지메모리가  발생하기  쉬운  경향을 

알  수  있다.  제7도는  상기  현상토너의  대전량과  메모리발생(메모리강도)의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단,  메모리강도는  잔류토너(2')의  존재하는  부분과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잠상유지체(1)에로의 
토너부착량의 차로 정의했다.

다음으로  현상공정에  진입하는  잔류토너의  대전량의  영향에  관해서보면  예를  들면  제8도  및  제9도에 
각각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현상토너의  경우와  달리  고농도부,  하프톤부  및  배경의  어느쪽에 있어
서도  잔류토너의  대전량 |qr |이  작은만큼  메모리의  발생이  억제되는  경향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

고,  잔류토너의  대전량 |qr |이  큰경우는  잔류토너가  잠상유지체측에  강하게  속박되기  때문에 크리닝

이  곤란하게  되고  배경에  퍼지메모리를  발생하기  쉽게된다.  한편  화상부에서도  잔류토너가 현상토너
에  대해서  정전기  반발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잔류토너의  대전량 |qr |이  느는  만큼  네거메모리를 발

생하기  쉬워진다.  제10도(a)  및  (b)는  상기의  현상동시크리닝의  현상  내지  거동을  모식적으로 나타
낸  것으로  잔류토너(2')의  대전량 |qr |=-24(mC/kg)에서는  소요의  크리닝이  진행되기  쉬운것에  반해 

잔류토너(2')의 대전량 qr=-34(mC/kg)의 경우는 배경에 퍼지메모리를 발생하기 쉽게 되어 있다.

이들의  결과  내지  경향은  잠상유지체로의  대전공정에서  잔류토너에  주어지는  마이너스 코로나이온
(공기중에서  코로나방전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이온)의  양이  적은만큼  바람직한  것을  의미한다. 
접촉형  한성분비자성현상방식은  잠상유지체  전위가  500V  이하의  저전위에서도  소요의  현상이 가능하
고 크리너레스 프로세스에 적합하다.

예를  들면  토너의  대전능력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대전기의  전압을  내려서  코로나이온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것에 의해 전사하고 남은 토너에 대전을 제어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상유지체의  표면전위도  강하하기  때문에  그  표면전위 V0 에  그  외의  프로세서  즉 현상바이

어스와  노광량  등을  적정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한성분  접촉현상법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저전위현상
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균일화브러시에로의  토너와  역대전성의  인가전압을  과하게 
인가해서  토너의  대전량을  시프트해  두는  방법과  전사후의  잠상유지체의  토너의  전하를  전기제거 또
는 역대전시키는 코로나방전기를 설치해 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한편,  토너담지체(4)표면에  부착해서  현상공정에  공급되는  현상토너량 m0 도  상기  현상크리닝특성에 

영향을  끼친다.  제11도는  현상토너량 m0 와  메모리강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상토

너량 m0 의  감소에  의해서  메모리의 발생이 억제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한 적은 현상

토너량 m0 로  소요의  화상농도가  얻어지는  현상조건의  선택이  중요하게  된다.  더우기,  상기 토너담지

체와  잠상유지체의  속도비  k의  변화는  현상공정에  진입하는  현상토너량 m0 의  증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메모리강도에  대한  현상토너량 m0 의  경우와  같은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단,  적당한  속도비 

k(속도차)는 잔류토너의 응집, 부착 등을 억제해서 크리닝 작용을 조장한다.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에  있어서  양호한  기록,  화상을  얻기  위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토너대전
량등 최적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선택,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하 이점에 관해서 설명한다.

우선,  본  발명의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에서는  현상토너의  대전량의  절대값 |qt |는 0.5[mC/kg]∼

40[mC/kg]이  아니면  안된다.  현상토너의  대전량의  절대값 |qt |가  0.5[mC/kg]이상이면  토너담지체 표

면으로의  현상토너의  부착력이  강하게  반송중에  토너담지체  표면으로부터의  이탈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  제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상토너의  대전량의  절대값 |qt |이  40[mC/kg]이하이면 

현상특성의  기울기가  현저하게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잠상유지체(1)의  표면전위의  절대값을  1000V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좋게  된다.  잠상유지체(1)의  표면전위의  절대값을  1000V  이상으로 설정하
면  잠상유지체  전위를  고전위로  할  필요가  생긴다.  이  결과  잔류토너에  주어지는  마이너스 코로나이
온의 양이 많아지고 소요의 크리닝을 행하는 것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실사용할 수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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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상토너의  대전량의  절대값 |qt |는  40[mC  /kg]이하의  범위에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기서  현상토너의  대전량은  다음과  같이해서  측정한다.  즉,  잠상유지체면에  부착된  토너를 
공중에  날려  버리면서,  동시에  잠상유지체의  오전베이스로부터  벗어나는  경상전하를  측정하고  그 값
을 토너중량으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실용적인  면에서,  전사공정에서  토너운전효율을  60-90%정도이고,  균일화브러쉬(11)로 균일화조
작을  했다고  해도  잔류토너량은  0.1[×10-2kg/㎡]정도가  된다.  실험상으로는  현상토너의  대전량 
|qt|이  40[mC/kg]을  넘으면  0.1f[×10-2kg/㎡]의  잔류  토너량을  크리닝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qt|는 40[mC/kg]을 넘지않은 범위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우기,  토너의  고유전기저항값  R에  관해서는  R≥1×1013Ω·㎝로  선택된다.  결국, R1×1015Ω·㎝
의  경우는  전사후에  잠상유지체면에  잔류한  토너가  대전공정을  통과한후에  유지되는  전하량의 절대
값이 0.5[mC/kg]미만으로 될때도 있고 크리닝이 불완전하게 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의  실시예를  요약하면  현상토너의  고유전기  저항값  R은, R≥1×10
13
Ω·㎝를  충족하고  또한 현상

토너의  대전량이  절대값 |qt |가  0.5[mC/kg]∼  40[mC/kg],  보다  바람직하게는 0.5[mC/kg]∼20[mC/k

g]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현상토너의  대전량의  극성은  반전  현상법이기  때문에  잠상유지체  1면의  극성과  동극성이  되도록 
선택된다.

실시예 2

이  실시예는  잔류토너의  대전량과  현상동시  크리닝특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고유

전기  저항값  R의  다른  6종류의  현상토너를  준비했다.  토너의  고유전기  저항값  R이, R1×10
13
Ω·㎝인 

경우는  크리닝불량이  발생하기  쉽다.  그  원인을  조사한  바  현상공정에  진입하기  직전의  잔류토너의 
대전량이  0.5[mC/kg]  미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때문에  전계에  의한  크리닝이  불충분하게  되는 경
향이  있다.  바꿔말하면  토너의  저항값이  낮은  경우는  대전공정에서  잔류토너에  주어진  전하가 현상
공정에 도달하기 이전에 도망하고 쿨롱힘이 불충분하게 되서 소요의 크리닝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또,  잔류토너가  잠상공정을  통과한  후에  가지는  전하량이  60[mC/kg]을  넘으면  실용가능한  어떠한 조
건하에서도  크리닝  불량  혹은  메모리가  나타나기  쉬운것이  확인되었다.  즉,  대전량이  과대하기 때문
에  잠상유지체의  도전  베이스로  향하는  정상력이  극단적으로  커져서  크리닝이  곤란해  지거나  혹은 
현상토너의  정전기  반발력이  증가하는  것에  의해서  현상부족(즉  네거메모리)을  발생하는  경향도 확
인되었다.

이  실시예를  요약하면  토너의  고유전기  저항값  R은 R≥10
13
Ω·㎝를  충족하고  또한  잔류토너가 잠상

공정을  통과한  후에  가지는  전하량 qr 가 0.5[mC/kg]≤|qr |≤60[mC/kg]으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8[mC/kg]≤|qr|≤40[mC/kg]으로 선택된다.

또,  잔류토너의  대전량의  극성은  반전현상법이기  때문에  잠상유지체  1면의  극성과  동극성이  되도록 
선택된다.

실시예 3

이  실시예는  확실한  크리닝을  하는  한편으로  충분한  화상농도를  얻는  경우의  구체예를  나타낸다. 상
기한  바와  같이  크리닝을  확실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현상공정으로  진입하는  현상토너  공급량 km0 를 

가능한한  작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분한  화상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실용상  적어도  현상공정에 

진입하는  현상토너  공급량 km0 는 0.6[×10
-2
kg/㎡]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술한  것과  같이  k는 

잠상보유체(1)  표면과  토너담지체(4)면의  속도비, m0 는  토너담지체(4)면에  부착되는 현상토너량[kg/

㎡]이다.  현상공정에  진입하는  현상토너공급량은 0.6[×10
-2

kg/㎡]미만이고,  이  토너가  전부  현상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전사지지체(예를  들면  종이)면에  전사·정착된  현상광학농도는  1.0을  밑도는 빈
약한 화상이다.

한편,  현상공정에  진입하는  현상토너  공급량 km0 가 3.0[×10
-2
kg/㎡]을  넘으면  실용상  가능한 조건하

에  있어서는  퍼지메모리  즉  크리닝  불량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그  이유는 토너담지체
(4)와  잠상유지체(1)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토너층의  두께가  과대하게  되고  크리닝  전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크리닝 기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상  동시  크리닝성능은  현상  토너  공급량과  현상토너의  대전량이  모두  최적인  범위에 있을

때  충분하게  발휘된다.  예를  들면  현상토너  공급량이 1.1[×10
-2
kg/㎡]이어도,  현상토너의  대전량이 

43.1[mC/kg]이었던  경우에는  현상특성의  기울기가  현저히  작아지기  때문에  현상토너는  현상되기 어
려워지고  충분한  현상전위를  얻기  위해서는  잠상유지체의  대전전위를  1000V  근처까지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또  현상  토너의  대전량이  높기  때문에  잔류토너와  전기적으로  반발하는  힘이  현저하고 따라
서  잔류토너는  현상장치에  회수되지  않고  퍼지메모리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현상토너  공급량이 적
정값에  있더라도  현상토너의  대전량이  적정값이  아니면  양호한  현상동시  크리닝을  행하는  것은 곤란
해진다.

한편,  현상토너공급량이 1.1[×10
-2

kg/㎡]이고,  또한,  현상토너의  대전량이  12.7[mC/kg]이었던 경우
에는  현상동시  크리닝  성능을  문제없이  발휘되고  메모리없는  양호한  화상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이 
현상동시  크리닝에  있어서  양호한  현상을  하기위해  현상공정에서의  현상토너  공급량을  최적영역으로 
제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상기의  예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상토너  공급량만의  규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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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하고  퍼지메모리와  잠상유지체의  대전전위의  상승에  따른  불리함,  토너흘림등이  발생해 버리
기  때문에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상토너의  대전량의  적정범위와  조합하는  것에  의해 성능
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

이  실시예를  요약하면,  현상공정에  있어서  잠상에  대처하는  현상토너공급량 km0 를 0.6[×10
-2
kg/㎡]

∼3.0[×10
-2

kg/㎡]보다  바람직하게는 0.6[×10
-2
kg/㎡]∼1.8[×10

-2
kg/㎡]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리고,  이때  토너의  고유전기  저항값이  R가 R≥1×100
13
Ω·㎝를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욱이  현상토너의  대전량의  절대값 |qt |가  0.5[mC/kg]∼  40[mC/kg]이고  또  잠상공정을  통과한  후에 

가지는 잔류토너의 전하량 qr이 0.5[mC/kg]≤|qr|≤60[mC/kg]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실시예 4

이  실시예는  현상토너의  대전량 qt 와  잔류토너의  대전량 qr 이  현상·동시  크리닝에  끼치는  영향을 구

체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상기  현상토너의  대전량 qt 와  잔류토너의  대전량 qr 과의  곱한값 qt·qr 이 

0.25≤qt·qr ≤1800의  범위내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낸다.  즉, |qt |  및 |qr |이  작은 

경우는  양호한  현상·동시  크리닝  특성을  나타내고 |qt |≥0.5  및 |qr |≥0.5이면  좋은  것에 확인되었

다.  여기서 qt ,q r 은  대전극성이  같은  것이,  현상·동시  크리닝의  필요조건이다.  더우기  현상토너의 

대전량 qt 와  잔류토너의  대전량 qr 은  모두  마이너스  극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qt·qr =0.25가 

최소값이  된다.  한편,  최대값에  관해서는  상기  다른  실시예에서  나타낸 |qt |≤40, |qr |≤60의  값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qt |=40, |qr |=60으로는  양자의  대전량이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에  현상공정에서  양자의  사이에  현저한  정전기  반발이  생기고  크리닝  불량에  따른 퍼지메
모리와  현상불량에  따른  네거메모리가  각각  발생한다.  그리고, qt·qr ≤1800의  이내에  선택·설정한 

경우는 상기와 같은 메모리 발생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실시예를  요약하면  현상토너의  고유전기  저항값  R은 R≥1×10
15

Ω·㎝,  또  현상공정에  진입하는 
현상토너의  대전량 qt [mC/kg]와  잔류토너의  전하량 qr [mC/kg]과의  곱한값을 0.25≤qt·qr ≤1800의 범

위내에 선택·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게 된다.

실시예 5

이  실시예는  전사후  잠상  유지체면에  잔류해  있는  잔류토너의  분포상태가  메모리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잔류토너는  균일화부재에  의해서  균일화  된다.  균일화부재로서  예를 
들면  브러시와  발포탄성체,  고무,  가소성필름,  금속제판  혹은  롤러  등을  들  수  있다.  균일화  공정은 
이 균일화부재의 접촉에 의한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 해도 좋다.

그러나,  균일화부재를  도전성으로서  전압을  인가하고  전기적인  작용으로  잔류토너의  균일화를 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잔류토너  분포의  균일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잔류토너의  대전량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잔류토너의  대전량이  극단적으로  큰  경우는 잠사유지
체의  도전베이스로  향하는  힘이  과대해져서  균일화부재에  의한  토너균일화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균일화부재를  도전성이라  하고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인가하는  전압의  절대값은  직류일때  800V 
이하,  교류일때  피크값차  3KV  이하로  하는  것에  의해서  잠상유지체의  절연파괴를  계속  방지해 균일
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  실험의  결과  상기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잔류토너의  균일화  공정에  대한 대
전량 qt 를 |qx |≤40[mC/kg]으로  설정할  필요가  확인되었다.  비도전성  부재(11)에서  균일화를  하는 경

우를 고려하면 |qt|≤20[mC/kg]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기에서  잔류토너의  균일화공정에  대한  대전량 qx 는  다음과  같이  해서  측정한  값이다.  즉, 

화상형성공정이  실행중에  모드  동작을  정지하면,  전사영역으로부터  균일화영역에  이른  사이의 잠상
유지체  표면에는  잔류토너가  부착해있다.  이같은  상태의  잠상유지체를  장치에서  떼어내 전사영역에
서  균일화영역의  사이에  이르는  곳에  존재하는  잔류토너를  공기로  계속  날려버림과  동시에 잠상유지
체의  도전베이스로부터  떨어져가는  경상전하 qx '를  측정했다.  여기서, qx '는 qx 와  같은  양이지만 다

른  부호의  관계에  있고,  또  토너중량은  토너  불어날리기  전후의  잠상유지체의  중량을  측정해서 중량
차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상기에  있어서  잔류토너의  균일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균일화공정에  다다르기전에 잠
상유지체  전위를  균일화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전사공정후  전기제거램프,  전기제거용  코로나 
차저,  혹은  전기  제거용  도전성  브러시등을  전사공정으로부터  균일화공정에  이른  사이에  배치해 잠
상유지체  표면전위의  절대값을  200V  정도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잠상유지체 
표면전위의  절대값을  200V  정도  이하고  설정하는  것에  의해  잔류토너의  잠상유지체  표면의  부착력이 
약해지고  확실한  잔류토너의  균일화가  달성된다.  물론  균일화부재에  의한  균일화의  작용·효과가 현
저한  경우는  이와  같은  전위의  균일화  조작은  불필요하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법,  바꿔말하면  소위  크리너레스  방식의  화상형성방법에  따르면  뛰어난  현상·동시 크리
닝 특성이 얻어지고 항상 메모리없는 고품질 내지 양호한 화상을 출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품질
인  화상을  간단하게  또한  확실하게  출력할  수  있는  것을  크리너레스  화상형성장치가  비교적 간략하
고  취급하기  쉬운  것등과  더불어  실용상  많은  잇점을  가져온다.  더우기  본  발명에  관한 화상형성방
법을  사용하면  잠상유지체의  전위를  낮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상형성장치의  수명을  늘일  수가 있
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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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잠상유지체의  표면에  잠상을  형성하는  잠상형성공정,  상기  잠상을  형성한  잠상유지체면으로 형상장
치의  토너담지체  표면에  형성된  한성분토너  얇은  층을  접촉  또는  대치시켜  잠상을  토너상화함과 동
시에  전사후에  잠상유지체면상에  남아있는  잔류토너를  상기  현상장치내에  흡인·회수하는  현상동시 
크리닝  공정  및  상기  토너상을  상지지체면에  전사하는  상전사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한성분토너를 사
용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에  있어서,  상기  현상동시  크리닝  공정에  들어가기  직전의 잠상유지
체면에  잔류하는  잔류토너의  대전량 qr 이 0.5[mC/kg]≤|qr |≤60[mC/kg]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상동시  크리닝  공정에  들어가기  직전의  잠상유지체면에  잔류하는 잔류토너
의 대전량 qr이 8[mC/kg]≤|qr|≤40[mC/kg]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상동시  크리닝  공정에  들어가는  토너담지체  표면의  현상토너의  대전량 qt 가 

0.5[mC/kg]≤|qt|≤40[mC/kg]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현상동시  크리닝  공정에  들어가는  토너담지체  표면의  현상토너의  대전량 qt 가 

0.5[mC/kg]≤|qt|≤20[mC/kg]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상동시  크리닝  공정에  들어가는  토너담지체  표면의  현상토너의  대전량 qt 와 

잠상유지체면에  잔류하는  잔류토너의  대전량 qr 의  곱이 0.25[mC/kg]2≤qt·qr ≤1800[mC/kg]2를 만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상동시  크리닝  공정에  들어가는  토너담지체  표면의  현상토너의  대전량 qt 와 

잠상유지체면에  잔류하는  잔류토너의  대전량 qr 이  모두  마이너스  극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너

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현상동시  크리닝  공정에  들어가는  토너담지체  표면의  현상토너의  대전량 qt 와 

잠상유지체면에  잔류하는  잔류토너의  대전량 qr 의  곱이 0.25[mC/kg]2≤qt ·qr≤1800[mC/kg]2를 만족

하고,  현상토너의  고유  전기저항값  R이 R≥1×10
13
Ω·㎝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상동시  크리닝  공정에  들어가는  토너담지체  표면의  현상토너의  공급량이 

0.6[×10
-2
kg/㎡]∼3.0[×10

-2
kg/㎡]의 범위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상동시  크리닝  공정에  들어가는  토너담지체  표면의  현상토너의  공급량이 

0.6[×10
-2
kg/㎡]∼1.8[×10

-2
kg/㎡]의 범위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상토너의  고유  전기저항값  R이 R≥1×10
13
Ω·㎝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상토너의  대전량의  극성이  상기  잠상유지체면의  극성과  동일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12 

잠상유지체의  표면에  잠상을  형성하는  잠상형성공정,  상기  잠상을  형성한  잠상유지체  표면에 현상장
치의  토너담지체면에  형성된  한성분토너  얇은  층을  접촉  또는  대치시켜서  잠상을  토너상화하는 동시
에,  전사후에  잠상유지체면상에  남아  있는  잔류토너의  상기  현상장치내에  흡인·회수하는  현상동시 
크리닝  공정,  상기  토너상을  상지지체면에  전사하는  상전사  공정  및  상기  상전사후에 잠상유지체면
상에  남아  있는  잔류토너의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균일화공정으로  이루어지는  한성분토너를 사용하
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에  있어서,  상기  균일화공정에  있어서  잔류토너의  대전량 qz 가 |q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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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C/kg]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균일화공정에  있어서  잔류토너의  대전량 qz 가 |qz |≤20[mC/kg]를  만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균일화공정에  도달한  잠상유지체  표면전위의  절대값이  200V이하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균일화공정에  있어서  균일화부재로의  직류인가전압의  절대값이  800V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균일화공정에  있어서  균일화부재로의  교류인가전압의  피크값차가  3kV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너레스 화상형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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