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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상 형성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화상 형성 장치를 개시하고 있는데, 제1 잉크방울과 제2 잉크방울 사이의 시간 간격은 1.5×Tc로, 제2 잉크방울

과 제3 잉크방울 사이의 시간 간격은 1.5×Tc로, 제3 잉크방울과 제4 잉크방울 사이의 시간 간격(토출 간격)은 2×Tc로

설정된다. 여기서 Tc는 가압 액실의 고유 진동 주기(specific vibration cycle)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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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잉크방울 토출 헤드로부터 복수의 잉크방울을 연속적으로 토출시키고, 인쇄 매체에 도달 전에 연속적인 잉크방울을 머지

(merge)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잉크방울의 형성이 가능한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

주어진 인쇄 주기에서 더 이상의 잉크방울이 이어지지 않는 잉크방울(최종 잉크 방울) 이외의 1 이상의 잉크방울을, 대응

하는 선행 잉크방울이 토출될 때로부터 측정한 간격으로, 화상 형성 장치의 가압 액실의 공진 주기를 Tc로 했을 때, (n+1/

2)×Tc 간격(n은 1 이상의 정수)으로 토출하는 압력 발생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최종 잉크방울 이외의 상기 1 이상의 잉크방울을 1.5×Tc 간격으로 토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n+1/2)×Tc 간격으로 토출되는 1 이상의 잉크방울 이외의 잉크방울을 n×Tc 간격으로 토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압 액실을 팽창시킨 후 수축함으로써 제1 잉크방울을 토출하고, 팽창 체적이 0 이상의 값이며, 상

기 가압 액실의 팽창 체적보다 수축 체적이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선행하는 상기 제1 잉크방울로부터 (n+1/2)×Tc 간격으로 제2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선행 잉크방울로부터 (n+1/2)×Tc 간격으로 토출되는 잉크방울 중의 하나의 속도(잉크방울 속도 Vj)를

3m/s 보다 크게 설정하고, 그 속도에서 연속적인 잉크방울을 머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비상(flight)중에 4 이상의 연속적인 잉크방울을 머지시켜 상대적으로 큰 1개의 잉크방울을 형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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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연속적인 잉크방울을 토출하기 위한 구동 펄스를 포함하는 파형은, 최종 잉크방울을 토출하기 위한 구동

펄스 후의 잔류 압력 진동에 대해 역위상을 갖는 파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잔류 압력 진동에 대해 역위상을 갖는 파형을 최종 잉크방울 토출 후 Tc와 동등한 경과 시간 이내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잉크방울을 토출시키기 위한 복수의 구동 펄스를 포함하는 구동파형의 일부를 선택하여, 상

기 구동파형 전체를 사용하여 형성된 잉크방울보다 작은 잉크방울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펄스는 잉크방울을 토출하지 않는 파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펄스는 상기 가압 액실 내의 잉크를 가압하기 위한 상기 압력 발생 수단에 전압을 인가하는 구

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 발생 수단은 압전 소자(piezoelectric device)이고, 상기 압전 소자는 상기 전압을 인가하는

구간에서 재충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압 액실 내의 잉크를 가압하기 위해 압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압력 발생 수단은 변위 방향이 d33인

압전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상기 압전 소자의 지지부가 상기 가압 액실의 칸막이벽을 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화상 형성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잉크방울 토출 헤드를 구비한 화상 형성 장치에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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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특허 문헌 1] 일본, 4-15735,B

[특허 문헌 2] 일본, 10-81012, A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및 플로터 등의 화상 형성 장치로서의 잉크젯 기록 장치는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잉크젯 헤드를

사용한다. 잉크젯 헤드로서는, 잉크 유로(가압 액실)의 잉크를 가압하는 압력을 발생하기 위한 압력 발생 수단으로서 압전

소자(piezoelectric device)를 이용하고 잉크 유로의 벽면을 형성하는 진동판을 변형시켜 가압 액실 내의 체적을 변화시켜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소위 압전 소자형, 발열 저항체를 이용하고 가압 액실 내에서 잉크를 가열하고 기포를 발생시키는 것

에 의한 압력으로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소위 서멀(thermal)형, 가압 액실의 벽면을 형성하는 진동판과 전극을 대향 배치하

고 진동판과 전극 사이에 발생시킨 정전력에 따라서 진동판을 변형시킨 것으로 가압 액실 내의 체적을 변화시키고 잉크방

울을 토출하는 정전형 등 다양한 기술에 근거한 제품이 알려져 있다.

상기 잉크젯 헤드를 구동시키는 방법으로는 2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위 "밀기-치기" 방법이라는 것으로, 가압 액실을

향해 진동판을 밀어줌으로써 상기 가압 액실의 체적을 감소시켜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당기기-치

기" 방법으로, 먼저 밖으로 당겨진 진동판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갈 때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방법이다.

또한, [특허 문헌 1]에서 큰 잉크방울을 형성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는데, 2 이상의 미세한 잉크방울을 연속적으로 토출

하고, 기록 매체(용지)에 도달하기 전 머지(merge)하여 큰 잉크방울을 형성한다.

또한, [특허 문헌2]에서 계조 인쇄(gradation printing)가 가능한 장치를 개시하고 있는데, 제1 구동 펄스는 제1 잉크 방울

을 토출시키고, 제2 구동 펄스는 제1 잉크방울과 치수가 다른 제2 잉크방울을 토출시킨다. 제1 및 제2 구동 펄스를 조합시

킴으로써 4 이상의 계조 단계가 가능하다.

[본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일반적으로, 넓은 영역의 인쇄에는 큰 잉크방울을 이용하고, 섬세한 패턴의 인쇄에는 작은 잉크방울을 이용한다. 따라서,

큰 잉크방울은 노즐 피치 및 노즐 열 수로 결정되는 해상도의 함수인 충분한 잉크 체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50 dpi의 노즐 피치를 갖는 동일 컬러의 2열의 노즐의 경우 해상도는 300 dpi 이다. 상기 큰 잉크방울의 체적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넓은 영역을 완전히 인쇄하지 못하고 노즐 열 방향(부 스캐닝 방향)으로 하얀 얼룩을 남겨두게 된다. 이것은

인터레이스(interlace)가 필요하게 되어, 인쇄 속도가 늦어진다.

상기 노즐 피치를 더 좁게 한다면, 그 보다 작은 체적의 잉크방울도 충분하지만, 가공 정밀도로 인해 노즐 피치를 줄이는데

제한이 있고, 인쇄 속도가 늦어지지 않으려면 노즐 수가 증가해야 하는데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IC의 채널 수의 증가로

인해 비용이 높아지므로 여전히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큰 잉크방울에 필요한 잉크 체적은 여전히 커야한다. 한편, 작은 잉크방울은 셈세한 패턴을 인쇄하기 위해

더 작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상기 작은 잉크방울의 잉크방울 체적(Mj)에 대한 상기 큰 잉크방울에 대한 잉크방울 체적

(Mj)의 비가 증가하고, 따라서, 큰 잉크방울과 작은 잉크방울을 구별하여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 문헌 1]에 개시되어 있는 큰 잉크방울을 얻기 위해 기록 매체(용지)에 도달하기

전 작은 잉크방울을 머지(merge)하는 방법을 개량하여, 작은 잉크방울의 체적을 감소시킬 수 있고, 큰 잉크방울을 형성하

기 위한 작은 잉크방울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큰 잉크방울이 부 스캐닝 방향으로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잉크방울이 기록 매체(용지)에 도달 전에 머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 ㎲의 짧은 간격으로 작은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노즐과 기록

매체(용지)의 간격이 대략 1㎜로 설정되고, 잉크방울 속도(Vj)가 5 ~ 10+ m/s의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한다면, 잉크방울

은 100 ~ 200㎲ 후 기록 매체(용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 시간 간격으로는, 선행 잉크방울의 토출로 인한 상기 가압 액실의 압력 진동이 충분히 감쇠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잉크방울이 연속적으로 토출되는 주파수는 상기 가압 액실의 진동에 관한 적절한 타이밍(timing)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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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 및 도 40을 참조하여, 2개의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경우 타이밍 의존성에 대해, d33 방향으로 변위하는 압전 소자(압

전 진동자)로 구성되는 헤드로 설명한다.

도 39는 2개의 잉크방울을 토출하기 위한 구동 펄스를 나타내는데, 상기 구동 펄스는 2개의 구동 펄스(P501, P502)를 포

함한다. 상기 d33 방향으로 변위하는 압전 소자(압전 진동자)를 이용하는 헤드의 경우, 각각 상기 구동 펄스(P501, P502)

의 상승선이 되는 파형 요소(P501a)(화살표로 표시된 상승 경사) 및 파형 요소(P502a)(화살표로 표시된 상승 경사)로 상

기 가압 액실이 수축될 때 잉크방울이 토출된다.

도 40은 상기 2개의 구동 펄스(P501, P502) 사이의 잉크 토출의 시간 간격(Td)(토출 간격)이 변할 때, 잉크방울 속도(Vj)

와 잉크방울 체적(Mj)을 측정하는 일 예를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잉크방울 속도(Vj)는 제1 잉크방울의 토출로부터 제1

잉크방울이 1㎜ 떨어진 기록 매체(용지)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에 근거하여 얻는다. 이러한 이유로, 제2 잉크방울의 잉크

방울 속도(Vj)는 실제보다 약간 늦어진다. 또한, 검은 삼각형으로만 표시된 점은(즉, 하얀 삼각형이 연관되지 않음), 제1 잉

크방울과 제2 잉크방울이 일치하고 제2 잉크방울이 제1 잉크방울과 머지함(2개의 잉크방울이 합체됨)을 표시한다. 또한,

잉크방울 체적(Mj)은 소정의 횟수의 잉크방울 토출 후 전체 잉크 소비량으로부터 구하고, 본 예에서는 제1 잉크방울과 제2

잉크방울의 합이다.

도 40에 나타나듯이, Td=8 과 Td=12 의 경우, 특성(Vj, Mj)은 가파른 경사를 가지게 되어, 헤드의 진동, 온도 및 부압 등

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진동 주파수 약간 이동하게 되면, 잉크방울 속도(Vj)와 잉크방울 체적(Mj)은 크게 변하는 경향이 있

는데,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한편, Td가 10 근처인 경우에는,압력이 상호 취소되어, 잉크방울 속도(Vj)

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제2 잉크방울이 제1 잉크방울과 불안정하게 머지하게 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압력이 중첩(sync)하는 타이밍(피크 타이밍)으로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머지하는 잉크방울 수를 증가시키고, 피크 타이밍으로 잉크방울을 연속적으로 토출하게 되면, 상기 가압 액실의

진동이 심하게 된다. 상기 진동, 즉 잔류 진동은 여분의 필요치 않은 잉크를 토출하게 한다. 부적절한 압력으로 여분의 잉

크가 토출되기 때문에, 토출이 불완전해지고, 노즐 면을 손상시킨다. 상기 노즐 면이 손상되면, 잉크 분사의 방향이 구부러

질 수 있고(수직 아래로부터 편향), 노즐이 방해를 받고 분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잉크방울 속도(Vj)가

감소할 수 있고, 토출이 방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안개(mist)를 만들어 내어 결국 인쇄 불량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즉 잔류 압력이 여분의 필요치 않은 잉크를 토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 흔히 구동 전압을 낮

추지만, 잉크방울 수가 증가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토출할 수 있는 전압 마진(margin)은 좁아지게 된다. 따라서 구동 전압

을 낮추는 것이 언제나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종래 기술의 제한 및 단점으로부터 야기되는 하나 이상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은 잉크방울을 안정적으로 토출하면서, 잉크방울 체적(Mj)이 넓은 범위에 걸쳐 변화 가능하고, 고

화질 화상을 고속으로 인쇄할 수 있는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장점을 이하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하고, 상세한 설명과 첨부 도면으로부터 일부가 분명해지거나 또는

상세한 설명의 교시에 따른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해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여러 가지 특징 및 장점은 명확, 간결 정확한

용어로 기재된 본 명세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재된 화상 형성 장치에 의해 실현될 수 있어,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

라면 본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아래와 같은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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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제점을 해결하는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는 소정의 수의 잉크방울을 연속적으로 토출하기 위한 구조는 갖는

데, 복수의 잉크방울의 최종 잉크방울 이외의 적어도 하나의 잉크방울을 선행 잉크방울 후 대략 (n+1/2)×Tc 간격(n은 1

이상의 정수)으로 토출한다. 여기서 Tc는 가압 액실의 공진 주기를 나타낸다.

여기서, n=1 즉, 상기 간격이 1.5×Tc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선행 잉크방울 후 대략 (n+1/2)×Tc 간격으

로 토출되는 1 이상의 잉크방울 이외의 잉크방울을 각 선행 잉크방울 후 대략 n×Tc 간격으로 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가압 액실을 먼저 팽창시키지 않고 수축하거나, 다르게는, 첫번째 팽창 체적보다 큰 체적만큼 상기 가압 액실을

수축함으로써 제1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제1 잉크방울 후 대략 (n+1/2)×Tc 간격으로 제2 잉크

방울을 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록 매체(용지)에 도달하는 토출 잉크방울의 지속시간으로 잉크방울 속도(Vj)를 측정

하는데, 거리는 1㎜로 설정되며, 이어지는 잉크방울이 없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각 선행 잉크방울 후 대략 (n+1/2)×Tc 간격으로 토출되는 잉크방울의 잉크방울 속도(Vj)는 3m/s가 바람직하며, 이

속도에서 연속적인 잉크방울을 머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노즐로부터 기록 매체로의 비상(flight)중에 4 이상의 잉크방울이 머지하여 하나의 잉크방울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연속적인 잉크방울을 토출하기 위한 구동 펄스를 포함하는 파형이 최종 잉크방울을 토출하기 위한 구동 펄스 후의

잔류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파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기 잔류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파형은 최종 잉크

방울 토출 후 공진 주기(Tc) 내에서 진동이 감쇠되는 형태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큰 잉크방울을 형성하기 위한 구동 펄스의 일부를 선택함으로써 중간 잉크방울과 작은 잉크방울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구동 펄스는 잉크방울을 토출시키지 않고 메니스커스(meniscus)를 진동시키기 위한 파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어진 인쇄 주기 내에서 주어진 채널이 잉크방울을 토출하지 않는 경우라도, 압력 발생

수단에 전압을 인가하는 구간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기 압력 발생 수단은 압전 소자이고, 상기 압전 소자는

상기 전압을 인가하는 구간에서 재충전되는 것 바람직하다.

여기서, 변위 방향이 d33인 압전 소자를 상기 압력 발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가압 액실의 칸막이벽에 대응하

는 지지부를 지지하는 상기 압전 소자의 지지부가 상기 압전 소자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화상 형성 장치로서의 잉크젯 기록 장치의 메카니즘부의 일 예를 나타내는 사시도이고, 도 2는 상기 잉크

젯 기록 장치의 메카니즘부의 측면도이다.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는 주 스캐닝 방향으로 이동가능한 캐리지(13), 상기 캐리지(13)에 탑재된 1 이상의 잉크젯 헤드

(14) 및 상기 잉크젯 헤드(14)에 잉크를 공급하는 1 이상의 잉크 카트리지(15) 등으로 구성되는 인쇄 메카니즘 유닛(2)을

구비하는 기록 장치 본체(1)를 포함한다.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는 상기 인쇄 메카니즘 유닛(2)으로 기록 매체에 필요한 화

상을 인쇄하도록 기록 매체(종이 형태)(3)를 공급하는 급지 카세트(4) 또는 수동 급지 트레이(5)와 기록 매체(3)를 배지하

기 위해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의 후면측에 마련된 배지 트레이(6)를 더 포함한다.

상기 인쇄 메카니즘 유닛(2)은 좌우 측면에 마련된 측판(미 도시)을 가로질러 수평으로 준비된 가이드 부재로서의 주 가이

드 로드(main guide rod)(11) 및 부 가이드 로드(sub guide rod)(12)를 구비하고, 주 스캐닝 방향(즉, 도 2의 용지에 수직

방향)으로 자유롭게 슬라이딩하도록 상기 가이드 부재는 상기 캐리지(13)를 지지한다. 각각의 상기 잉크젯 헤드(14)는 잉

크방울 토출 방향이 아래로 설정된 상태로 옐로(Y), 시안(C), 마젠타(M) 및 블랙(Bk) 잉크 중의 하나를 토출한다. 상기 잉

크젯 헤드(14)에 각각의 잉크를 공급하도록 상기 캐리지(13)의 상부에는 교체 가능한 잉크 카트리지(15)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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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상기 잉크 카트리지(15)는 그 상부에는 공기의 자유 유로(free passage of the air)를 위한 대기구(atmospheric

mouth), 그 하부에는 잉크 공급을 위한 잉크 공급구(ink supply mouth) 및 잉크가 충전된 다공질체(porous material-

containing object)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다공질체의 모세관력에 의해 잉크젯 헤드(14)로 공급되는 잉크를 근소한 부압

(negative pressure)을 유지하고 있다. 잉크는 각각의 잉크 카트리지(15)로부터 잉크젯 헤드(14)에 공급된다.

간략히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캐리지(13)는 그 후면측(기록 매체(3) 이송 방향의 하류측)이 상기 주 가이드 로드(11)에

삽입되고, 그 전면측(기록 매체(3) 이송 방향의 상류측)이 상기 부 가이드 로드(12)에 놓여진 상태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설

치된다. 상기 캐리지(13)를 주 스캐닝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주 스캐닝 모터(17)에 의해 구동되는 구동 풀리(18)와 종

동 풀리(19) 사이에 타이밍 벨트(20)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타이밍 벨트(20)는 상기 캐리지(13)에 고정되어 있어, 상기 주

스캐닝 모터(17)의 정역회전에 의해 상기 캐리지(13)는 왕복 이동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각각의 색에 대한 기록 헤드로서 1개의 잉크젯 헤드(14)를 사용하지만, 각각의 색으로 잉크방울을 토출

하는 복수의 노즐을 갖는 1개의 헤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잉크젯 헤드(14)로서 잉크 유로의 벽면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하는 진동판(diaphragm)을 구비하고 압전소자가 상기 진동판을 변형시키는 압전형 잉크젯 헤드가 사

용된다.

상기 급지 카세트(4)에 세팅되어 있는 기록 매체(3)를 상기 헤드(14)의 하부측에 이송하기 위해서, 상기 인쇄 메카니즘 유

닛(2)은 상기 급지 카세트(4)로부터 용지(3)를 한 장씩 분리 급지하는 급지 롤러(21)와 마찰 패드(22), 용지(3)를 가이드

하는 가이드 부재(23), 용지(3)를 역 방향으로 이송하는 이송 롤러(24), 상기 이송 롤러(24)의 원주면에 눌려지는 이송 핀

치 롤러(pinch roller)(25), 상기 이송 롤러(24)에 의해 이송된 용지(3)의 이송 각도를 규정하는 팁 핀치 롤러(tip pinch

roller)(26) 및 기어 열을 통해 상기 이송 롤러(24)를 회전시키는 부 스캐닝 모터(27)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인쇄 메카니즘 유닛(2)은 또한 상기 캐리지(13)의 주 스캐닝 방향의 이동 범위에 대응하여 상기 이송 롤러(24)에 의

해 이송된 용지(3)를 상기 잉크젯 헤드(14)의 하부측에서 가이드 하는 용지 수용 부재(29)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인쇄 메

카니즘 유닛(2)은 또한 상기 용지 수용 부재(29)의 용지 이송 방향 하류측에 배지 방향으로 용지(3)를 이송하도록 회전하

는 이송 핀치 롤러(31)와 스퍼(spur)(32), 배지 트레이(6)에 용지를 배지하는 배지 롤러(33)와 스퍼(34), 배지 경로를 형성

하는 가이드 부재(35, 36)를 구비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구성으로, 상기 캐리지(13)를 주 스캐닝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화상 신호에 따라 상기 잉크젯 헤드(14)를

구동하고 정지되어 있는 용지에 잉크를 토출함으로써 1 라인에 대한 인쇄를 수행한다. 상기 1 라인에 대한 인쇄를 마치면,

소정의 양만큼 용지(3)를 이송한 후 다음 라인을 인쇄한다. 인쇄 종료 신호 및 인쇄 영역의 소정의 하단에 용지(3)가 도달

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받으면, 인쇄는 종료되고 용지(3)가 배지된다.

또한, 상기 캐리지(13)의 이동 방향의 우측상에 인쇄 영역을 벗어나는 위치에는 상기 잉크젯 헤드(14)의 토출 불량을 회복

하기 위한 회복 장치(37)가 마련되어 있는데, 상기 회복 장치(37)에는 캡핑(capping) 수단, 흡입 수단 및 클리닝(cleaning)

수단이 구비되어 있다. 상기 캐리지(13)는 인쇄 대기중에는 상기 회복 장치(37)로 이동하고, 상기 캡핑 수단으로 잉크젯 헤

드(14)를 캡핑(capping)하여, 노즐의 습윤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잉크 건조로 인한 토출 불량을 방지한다. 그리고 인쇄에

무관한 잉크를 뽑아내어(pumped out), 안정적인 토출 성능을 유지하도록 모든 노즐의 잉크 점도(viscosity)를 조정한다.

토출 불량이 발생하면, 상기 캡핑 수단으로 잉크젯 헤드(14)의 노즐을 밀봉하고, 상기 흡입 수단으로 잉크나 기포 등을 튜

브를 통해 노즐 밖으로 빨아내며, 상기 클리닝 수단으로 노즐에 부착된 잉크나 먼지 등을 제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토출

불량이 회복된다. 또한, 흡입되는 잉크는 본체(2) 하부에 설치되는 잉크 폐기 탱크(미 도시)로 배출되고, 상기 잉크 폐기 탱

크 내의 잉크 흡수제에 흡수된다.

그 다음,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잉크젯 기록 장치의 잉크젯 헤드(14)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 3은 액실(ink

chamber)의 긴 쪽 방향을 따라 절단한 상기 기록 장치의 기록 헤드를 구성하는 잉크젯 헤드(14)의 일 예의 단면도이고, 도

4는 상기 액실의 짧은 쪽 방향을 따라 절단한 상기 잉크젯 헤드(14)의 단면도이다.

상기 잉크젯 헤드(14)는 단일 결정 실리콘(single-crystal-silicon) 기판에 의해 형성된 유로판(41), 상기 유로판(41)의 아

랫면에 접합한 진동판(42) 및 상기 유로판(41)의 윗면에 접합한 노즐판(43)을 구비하고, 이것들은 노즐 유로(45a)을 통해

잉크에 힘을 가하여 노즐(45)이 잉크방울을 토출하게 하는 가압 액실(46) 및 잉크 공급부(49)로부터 공급된 잉크가 있는

공통 액실(48)로부터 상기 가압 액실(46)에 잉크를 공급하기 위한 유체 저항부가 되는 잉크 공급로(47)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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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진동판(42)의 외면측(액실과 반대면측)에는 각각의 가압 액실(46)에 대응하는 상기 가압 액실(46) 내의 잉크를

가압하는 압력 발생 수단(엑츄에이터 수단)인 전기-기계 변환소자로서의 적층(laminated)형 압전소자(52)가 마련되어 있

다. 상기 압전소자(52)는 베이스(base) 기판(53)에 접합하고, 상기 압전소자(52) 내에는 상기 가압 액실(46)을 분리하는

칸막이벽부(41a)에 대응하는 지지부(54)가 형성되어 있다(바이피치 구조, bi-pitch structure). 여기에서, 하프-컷 다이싱

(half-cut dicing)의 슬릿(slit) 가공이 수행되어, 상기 압전소자는 콤 티스(comb teeth) 형상으로 분할되고, 인접한 티스

(teeth)가 교대로 상기 압전소자(52)와 지지부(54)를 형성하고 있다. 상기 지지부(54)의 재료와 구성은 상기 압전소자(52)

와 동일하지만, 상기 지지부(54)에는 구동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점에 차이가 있어, 상기 지지부(54)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

지가 된다.

또한, 상기 진동판(42)의 외주부는 갭-필링재(gap-filling material)을 포함하는 접착제(50)로 프레임(frame)부(44)에 접

합한다. 상기 프레임부(44)는 상기 공통 액실(48)이 되는 오목부(concavity) 및 외부로부터 상기 공통 액실에 잉크를 공급

하는 잉크 공급 구멍(미 도시)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프레임 부재(44)는 예를 들어 에폭시(epoxy)계 수지 또는 폴리페닐

렌 아황산염(polyphenylene sulfide)으로 사출 성형에 의해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유로판(41)은 예를 들면, 결정 면 방위(crystal-face direction)(110)의 단일 결정 실리콘 기판을 수산화칼륨

수용액(KOH) 등의 알칼리성 에칭액을 사용하여 이방성 에칭(anisotropic etching)을 하는 것으로, 노즐 유로(45a), 가압

액실(46) 및 잉크 공급로(47)이 되는 오목부와 구멍부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스테인리스(stainless) 기판이나 감광성 수지

등의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진동판(42)은 예를 들어 전기 주조법(electroforming method)에 의해 니켈 금속판으로부터 형성한 것이지만, 다른

금속판, 수지판, 금속과 수지의 접합부재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진동판(42)은 상기 가압 액실(46)에 대응하는 부분

의 변형을 용이하게 하는 얇은 부분(진동판부)(55) 및 상기 압전 소자(52)에 접합하는 두꺼운 부분(56)(섬(island) 형상)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상기 지지부(54)에 대응하는 부분 및 상기 프레임 부재(44)의 접합부에는 두꺼운 부분(57)이 형성되

어 있다. 상기 진동판(42)의 평탄면측은 접착제로 상기 압전 소자(52)에 고정되고, 상기 두꺼운 부분(57)은 상기 지지부

(54) 및 프레임 부재(44)에 접착제로 고정된다. 여기서는, 상기 진동판(42)은 전기 주조 등으로 형성된 니켈 도금층에 의해

형성되는데, 상기 얇은 부분(진동판부)(55)의 두께는 3㎛, 그 폭은 35㎛(한쪽) 이다.

상기 노즐판(43)은 각 가압 액실(46)에 대응하는 지름 10㎛ - 35㎛의 노즐(45)을 형성하고, 유로판(41)에 접합하고 있다.

상기 노즐판(43)으로서는 스테인리스, 니켈 등의 금속, 금속과 폴리이미드(polyimide) 수지 필름 등의 수지의 조합, 실리

콘 및 이들을 조합한 다양한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전기 주조법 등에 의한 니켈 도금 필름으로 상기 노즐판(43)

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상기 노즐(45)의 내부 형상(내측 형태)은 호른(horn) 형상이고(다르게는, 실린더에 가까운 형상

및 오른 원형 원뿔(right circular cone)에 가까운 형상), 상기 노즐(45)의 지름은 잉크방울 출구 측에서 20 ~ 35㎛이다.

또한, 각 노즐 열의 노즐 피치는 150dpi로 설정된다.

또한, 상기 노즐판(43)의 노즐 면(잉크 토출 방향의 표면)에는 방수 처리 층(미 도시)이 마련되어 있다. 상기 방수 처리 층

은 PTFE-니켈 공석(eutectoid) 도금, 불소 수지의 전착(electro-deposition) 도장, 불화 피치(fluoride pitch) 등의 증발

성 있는 불소 수지의 증착 코팅(evaporation-coating) 및 실리콘계 수지와 불소계 수지 용제 도포 후 베이킹(baking)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잉크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적절한 방수 처리 층을 선택하여, 고품위의 화상 품질을 얻기 위해

잉크방울 형성 및 잉크 비상(flight) 성질 등을 안정화시킨다.

상기 압전 소자(52)는 두께 10 ~ 50㎛의 티탄산 지르콘 납(lead zicrconate titanate)의 압전층(61)(PZT)과 두께 수 ㎛의

은-파라듐(AgPd)의 내부 전극층(62)을 적층함으로써 구성된다. 상기 내부 전극(62)은 개별 전극(63)과 공통 전극(64)에

교대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기 개별 전극(63)과 공통 전극(64)은 단면에 마련된 단면 전극(외부 전극)이다. 상기

배열으로, 압전 상수가 d33인 압전 소자(52)의 팽창과 수축에 의해 상기 가압 액실(46)이 각각 수축, 팽창된다. 상기 압전

소자(52)에 구동 펄스가 인가되면 상기 압전 소자(52)는 충전되고 팽창하고, 상기 충전이 제거되면 상기 압전 소자(52)는

수축한다.

상기 압전 소자(52)의 일단면의 단면 전극은 하프-컷 다이싱(half-cut dicing) 공정에 의해 분할되어 상기 개별 전극(63)

을 형성하는 반면에, 타단면의 단면 전극은 분할되지 않고 모든 압전 소자(52)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공통 전극(64)을 형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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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압전 소자(52)의 개별 전극(63)에 구동 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용접 접합, ACF(이방성 전도성 필름, anisotropic

conductivity film) 접합 및 와이어 본딩(wire bonding) 중의 하나로 상기 개별 전극(63)에 FPC 케이블(65)을 연결하고,

상기 FPC 케이블(65)의 타단을 구동 회로(구동 IC)에 연결하여 각각의 압전 소자(52)에 구동 펄스를 선택적으로 인가한

다. 또한, 상기 공통 전극(64)은 상기 FPC 케이블(65)의 그라운드(GND) 전극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구성의 잉크젯 헤드에 의하면, 인쇄 신호에 따라 상기 압전 소자(52)에 예를 들어 10 ~ 50V의 전압을 갖는 구동 펄스

가 인가되면, 상기 압전 소자의 적층 방향(즉, 본 실시예에서는 d33 방향)으로 변위가 발생하고, 가압 액실(46) 내의 잉크

가 진동판(42)을 통해 가압되어 잉크의 압력이 상승하고, 노즐(45)로부터 잉크방울이 토출된다.

그 후, 잉크 토출의 종료와 함께 상기 가압 액실(46) 내의 잉크 압력은 감소하고, 잉크 흐름의 관성과 구동 펄스의 방전 과

정으로 인해 상기 가압 액실(46) 내에 부압이 발생하고, 잉크 충전 과정이 시작된다. 이때, 잉크 탱크(미 도시)로부터 공급

된 잉크는 공통 액실(48)로 유입하고, 상기 공통 액실(48)로부터 잉크 공급부(49)를 통해 유체 저항부(47)를 통과하고, 가

압 액실(46) 내에 충전된다.

또한, 상기 유체 저항부(47)는 토출 후 잔류 압력 진동의 감쇠에 효과가 있는 한편, 표면 장력으로 인한 재충전(refilling)에

대해 저항이 된다. 따라서, 상기 유체 저항부(47)의 유체 저항값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잔류 압력의 감쇠와 재충전 시간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다음 토출까지의 시간인 구동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본 잉크젯 기록 장치의 제어부 개요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도 5는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의 제어부의 개요를 나타내는 블럭도이고, 도 6은 상기 잉크젯 헤드의 구동 제어와 관련되는 상기 제어부의 일부

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상기 제어부는 프린터 컨트롤러(70), 주 스캐닝 모터(17) 및 부 스캐닝 모터(27)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 드라이버(81) 및 잉

크젯 헤드(14)를 구동하기 위한 헤드 드라이버(82)를 구비하는데, 상기 헤드 드라이버(82)는 헤드 구동 회로, 드라이버 IC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프린터 컨트롤러(70)는 호스트 컴퓨터 등으로부터 케이블 및/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인쇄 데이터를 수신하는 인터페

이스(I/F)(72), CPU 등으로 구성되는 주 제어부(73), 데이터를 저장하는 램(RAM)(74), 데이터 처리를 위한 루틴

(routines)을 저장하기 위한 롬(ROM)(75), 발진(oscillation)부(76), 잉크젯 헤드(14)에 대한 구동 펄스를 발생시키기 위

한 구동 펄스 발생 수단으로서의 구동 신호 발생부(77), 상기 헤드 드라이버(82)에 도트 패턴 데이터(비트맵 데이터) 형태

의 인쇄 데이터, 구동 펄스 등을 송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I/F)(78) 및 상기 모터 드라이버(81)에 모터 구동 데이터를 송

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I/F)(79)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램(74)은 각종 버퍼, 워크 메모리 등으로 이용하고, 상기 롬(75)은 주 제어부(73)에 의해 수행되는 각종 제어 루틴, 폰

트 데이터, 그래픽 함수, 각종 프로세스 등을 저장한다.

상기 주 제어부(73)는 I/F(72)에 포함되는 수신 버퍼 내의 인쇄 데이터를 판독하고, 이를 중간 코드로 변환한다. 상기 중간

코드는 램(74)의 소정의 영역에 의해 구성되는 중간 버퍼 내에 저장되고, 롬(75) 내에 저장된 폰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트

패턴 데이터로 변환된다. 상기 도트 패턴 데이터는 상기 램(74)의 다른 소정의 영역 내에 저장된다. 상기 인쇄 데이터가 호

스트 컴퓨터의 프린터 드라이버에 의해 비트맵 데이터로 변환되는 경우에는, 상기 램(74)은 상기 변환이 필요없고 단지 인

쇄 데이터를 비트맵 형식으로 저장한다.

도 6에 나타나듯이, 상기 주 제어부(73)는 상기 인쇄 데이터에 따르는 2 비트(bit) 계조(gradation) 신호 0 및 1, 클록 신호

CLK, 래치(latch) 신호 LAT 및 제어 신호 MN0 내지 MN3을 헤드 드라이버(82)에 제공한다.

도 6에 나타나듯이, 상기 구동 신호 발생부(77)는 증폭기(92) 및 파형 발생부(91)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파형 발생부(91)

는 구동 펄스 Pv의 패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롬(상기 롬(75)의 일부로 구성할 수도 있다) 및 상기 롬으로부터 판독된

구동 펄스 데이터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D/A 변환기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헤드 드라이버(82)는 주 제어부(73)으로부터의 계조 신호 0 및 클록 신호 CLK를 입력하는 시프트 레지스터(shift

register)(103), 주 제어부(73)로부터의 계조 신호 1 및 클록 신호 CLK를 입력하는 시프트 레지스터(103), 주 제어부(73)

로부터의 래치 신호 LAT에 의해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103)의 레지스터 값을 래치하는 래치 회로(105), 주 제어부(73)로

부터의 래치 신호 LAT에 의해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104)의 레지스터 값을 래치하는 래치 회로(106), 상기 래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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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의 출력값 및 상기 래치 회로(106)의 출력값에 근거하여 주 제어부(73)로부터의 제어 신호 MN0 내지 MN3 중의 하

나를 선택하는 셀렉터(selector)(107), 상기 셀렉터(107)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셀렉터(107)로부터의 출력값의 레벨을

변화시키기 위한 레벨 변환 회로(레벨 시프터)(108) 및 상기 레벨 시프터(108)에 의해 ON/OFF 상태가 제어되는 아날로그

스위치 어레이(스위치 수단)(109)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스위치 어레이(109)는 구동 신호 발생부(77)로부터 제공되는 구동 펄스 Pv에 대한 스위치 AS1 내지 ASm의 어레이

로 구성된다. 각각의 스위치 AS1 내지 ASm는 기록 헤드(잉크젯 헤드)(14) 중의 하나의 노즐 중의 하나에 대응하는 압전

소자(52) 중의 하나에 연결된다.

상기 주 제어부(73)로부터 시리얼(serial)로 전송되는 2 비트 계조 신호 0 및 1은 인쇄 주기의 시작에서 상기 래치 회로

(105, 106)에 의해 래치되고, 상기 계조 신호에 근거하여 제어 신호 MN0 내지 MN3로부터 선택된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스위치 어레이(109)의 스위치 AS1 내지 ASm 중의 선택된 하나는 온(ON) 상태가 된다.

상기 스위치 어레이(109)의 스위치 AS1 내지 ASm 중의 대응하는 하나가 온(ON) 상태인 동안, 상기 압전 소자(52)에 구

동 펄스 Pv가 인가되고, 상기 압전 소자(52)는 상기 구동 펄스에 따라 팽창, 수축한다. 반면에, 상기 스위치 AS1 내지

ASm 중의 대응하는 하나가 오프(OFF) 상태인 동안에는, 상기 압전 소자(52)에 대한 구동 펄스의 공급은 차단된다. 여기

서, 상기 스위치 AS1 내지 ASm에 제공되는 신호를 "구동 펄스", 상기 압전 소자(52)에 인가되는 신호를 "구동 신호"라 한

다.

여기서,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103, 104)와 래치 회로(105, 106)는 논리 회로에 의해 구성되고, 상기 레벨 변환 회로(108)

와 스위칭 회로(109)는 아날로그 회로에 의해 구성된다. 또한, 상기 계조 신호(계조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기 스위치 수단

을 스위칭하기 위한 회로 배열은 상기의 구성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스위치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임의의 구성

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도 7 내지 도 18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

른 구동 펄스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상기 구동 펄스는 제1 실시예의 구동 신호와 동일하다. 상기 구동 펄스는 시계열적

으로 출력되는 제1 구동 펄스(P1), 제2 구동 펄스(P2), 제3 구동 펄스(P3) 및 제1 구동 펄스(P4)를 포함한다. "a"로 표시되

는 상승 주기에서 각각의 구동 펄스는 가압 액실(46)을 수축시키고, 잉크방울을 토출시킨다.

제1 실시예에 의하면, 제1 구동 펄스(P1)에 의해 토출되는 제1 잉크방울과 제2 구동 펄스(P2)에 의해 토출되는 제2 잉크

방울 사이의 시간 간격(토출 간격)은 1.5×Tc로, 제2 구동 펄스(P2)에 의해 토출되는 제2 잉크방울과 제3 구동 펄스(P3)

에 의해 토출되는 제3 잉크방울 사이의 시간 간격(토출 간격)은 1.5×Tc로, 제3 구동 펄스(P3)에 의해 토출되는 제3 잉크

방울과 제4 구동 펄스(P4)에 의해 토출되는 제4 잉크방울 사이의 시간 간격(토출 간격)은 2×Tc로 설정된다. 여기서 Tc는

상기 가압 액실(46)의 고유 진동 주기(specific vibration cycle)를 나타낸다.

비교를 위해, 도 8은 제1 비교예의 구동 펄스를 나타낸다. 제1 비교예는 시계열적으로 출력되는 구동 펄스(P101), 구동 펄

스(P102) 및 구동 펄스(P103)을 포함한다. 이들 구동 펄스는 "a"로 표시되는 펄스 상승 주기에서 가압 액실(46)을 수축시

키고, 잉크방울을 토출시킨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구동 펄스(P101)의 펄스 상승 주기는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P1)

와 동일하고,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P2)는 제거되고(즉, 제1 비교예에서는 구동 펄스(P2)의 펄스 상승 주기가 존재하지

않음), 상기 구동 펄스(P102)는 구동 펄스(P3)과, 상기 구동 펄스(P103)는 구동 펄스(P4)와 동일하다.

따라서, 제1 비교예의 경우, 구동 펄스(P101)에 의해 토출되는 제1 잉크방울과 구동 펄스(P102)에 의해 토출되는 제2 잉

크방울 사이의 시간 간격은 대략 3Tc(즉, 1.5Tc×2)이고, 구동 펄스(P102)에 의해 토출되는 제2 잉크방울과 구동 펄스

(P103)에 의해 토출되는 제3 잉크방울 사이의 시간 간격은 대략 2Tc가 된다.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 및 제1 비교예의 구동 펄스를 이용하여 잉크방울 토출에 대한 실험을 하였는데, 도 9 및 도 10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도 9는 구동 펄스(수평축)의 최대 전압에 대응하는 잉크방울 속도(Vj)(수직축)의 결과를 나타내고, 도

10은 구동 펄스(수평축)의 최대 전압에 대응하는 잉크방울 체적(Mj)(수직축)의 결과를 나타낸다. 도 9 및 도 10의 목적을

위해, 도 7 및 도 8의 구동 펄스 파형을 상사 변환하였다. 즉, 게인(gain) 조정을 실행하였다. 또한, 반복 주파수는 8kHz로

설정된다. 여기서, 도 9 및 도 10에서 실선은 제1 실시예의 결과를, 점선은 제1 비교예의 결과를 나타낸다.

도 9 및 도 10에 나타나듯이, 제1 비교예의 경우, 구동 전압 22V에서 잉크방울 토출이 불안정해졌다. 22V에 대한 수직축

값이 "0"으로 표시되지만, 이것은 토출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출이 불안정함을 의미하고, 정확한 수치값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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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토출 현상은 최종 잉크방울(제3 잉크방울)의 토출 후 잔류 압력(또는 매우 느린 토출 속

도)로 인해 메니스커스(meniscus)가 크게 상승하고 잉크가 노즐로 다시 끌려들어가지 않아 야기되는 더러워진 노즐 표면

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의 경우, 구동 전압이 24V까지 증가한 경우에도 잉크방울 토출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은 없었

다. 또한, 동일한 전압에 대해서,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는 4개의 잉크방울을 토출하고 있음에도 제1 비교예 보다 더 큰

잉크방울 체적(Mj)을 토출하였다.

이것은 제1 실시예가 큰 잉크방울을 더 안정적으로 토출했음을 의미한다. 제1 토출에서 최종 토출까지의 시간이 동일하였

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잉크방울을 크게 할 수 있었고, 최종 잉크방울이 제1 잉크방울에 머지(merge)하

기가 용이했다.

도 11은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대응하는 잉크방울 토출 상태을 나타내고, 도 12은 제1 비교예의 구동 펄스에 대응하는

잉크방울 토출 상태을 나타낸다. 여기서, 양쪽 모두 동일한 잉크방울 속도(Vj = 7m/s)가 되도록, 도 9에 도시된 특성에 근

거하여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의 최대 전압은 16.9V로, 제1 비교예의 최대 전압은 15.3V로 설정되었다. 스트로보스코프

(stroboscope)를 사용하여, 구동 신호 발생으로부터 80㎲ 후 노즐 부근의 상황을 관찰하였다. 여기서, 반복 주파수는

4kHz 이었다.

도 12(제1 비교예)에서 토출 후 잔류 압력 진동으로 인한 메니스커스(M)가 현저한 반면에, 제1 실시예(도 11)의 경우에는

메니스커스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가 잔류 압력 진동을 성공적으로 억제하였음을 입증한다.

또한, 잔류 압력 진동은 토출의 주파수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도 13은 제1 실시예 및 제1 비교예의 경우 잉크방울 속도

(Vj)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4는 제1 실시예 및 제1 비교예의 경우 잉크방울 체적(Mj)의 주파수 특성

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3에서 수직축은 잉크방울 속도(Vj), 도 14에서 수직축은 잉크방울 체적(Mj)를 나타낸다. 도

13 및 도 14의 수평축은 반복 주기(T)를 나타낸다. 여기서, 양쪽 모두 동일한 잉크방울 속도(Vj = 7m/s)가 되도록, 도 9에

도시된 특성에 근거하여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의 최대 전압은 16.9V로, 제1 비교예의 최대 전압은 15.3V로 설정되었

다. 실선은 제1 실시예의 결과를, 점선은 제1 비교예의 결과를 나타낸다.

도 13에 나타나듯이,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가 제1 비교예 보다 우수한 평탄성(flatness)을 갖는다. 이것은 잔류 압력이

작으면, 반복 주기가 짧아져도 토출 특성에 대한 영향이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잉크방울 속도(Vj)의 주파수 특성이

평탄하다는 것은 도달 위치(잉크방울이 기록 매체에 도달하는 위치)가 화상 패턴에 따라 빗나가지 않아 토출 안정성이 향

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 14에 나타나듯이, 잉크방울 체적(Mj) 주파수 특성의 변동 폭(ΔMj)에 있어서는 제1 실시예와 제1 비교예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가 제1 비교예의 구동 펄스 보다 큰 잉크방울을 토출하였

다.

다음으로, 도 15 및 도 16은 제1 비교예의 최대 전압을 18.5V로 올려 잉크방울 체적(Mj)이 제1 실시예의 잉크방울 체적

(Mj)과 동일해지도록 했을 때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도 15에서 수직축은 잉크방울 속도(Vj)를 나타내고, 도 16에서 수

직축은 잉크방울 체적(Mj)을 나타낸다. 여기서, 도 15 및 도 16의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 데이터는 각각 도 13 및 도 14의

"Vj : 제1 실시예"에 의한 데이터와 동일하다.

도 15 및 도 16으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듯이, 토출되는 잉크방울 체적(Mj)이 동일하게 하였을 때, 제1 비교예의 잉크방울

속도(Vj)의 변동이 도 13의 경우 처럼 15.3V 전압이 인가될 때 보다 커졌고,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는 잉크방울 체적(Mj)

의 변동 폭(ΔMj)이 더 작았다.

도 17 및 도 18을 참조하여 제1 실시예의 메카니즘을 설명한다. 도 17은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대응하는 잉크방울 토

출 상태를 나타내고, 도 18은 제1 비교예의 구동 펄스에 대응하는 잉크방울 토출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양쪽 모두 동

일한 잉크방울 속도(Vj = 7m/s)가 되도록, 도 9에 도시된 특성에 근거하여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의 최대 전압은 16.9V

로, 제1 비교예의 최대 전압은 15.3V로 설정되었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를 사용하여, 구동 신호 발생으로부터

43㎲ 후 노즐 부근의 상황을 관찰하였다. 여기서, 타이밍 43㎲는 최종 잉크방울이 노즐로부터 토출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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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실시예의 경우, 도 17에 나타나듯이 제2 잉크방울 및 제3 잉크방울은 제1 잉크방울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한편, 제1

비교예의 경우는 도 18에 나타나듯이 제2 잉크방울이 제1 잉크방울과 머지(merge)하였다. 즉,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의

경우, 1.5Tc 간격에서 토출은 잔류 압력과 토출 압력을 서로 취소하게 하고, 제2 잉크방울과 제3 잉크방울의 속도가 늦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낮은 경우라도 토출이 정확하게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제1 잉크방울 후 잔류 압력 진동을 억제하려고 소위 감쇠 파형(damping wave)처럼 구동 펄스의 전압을 낮추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차라리 제2 잉크방울을 정확하게 토출하게 할 수 있는 압력을 발생시킴으로써, 본 실시예와

같은 효과를 얻는다.

또한, 최종 잉크방울(제4 잉크방울)은 속도가 늦은 제2 및 제3 잉크방울에 모이고, 제1 잉크방울과 머지할 필요가 있기 때

문에, 최종 잉크방울은 선행 잉크방울과 (n+1/2)×Tc 간격이 아니라, n×Tc 간격에서 토출되어야 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

면, 최종 잉크방울에 대해서 상기 n×Tc 간격이 사용되고, 잉크방울 속도는 더 빨라진다.

이처럼, 복수의 잉크방울을 연속적으로 토출할 때, 최종 잉크방울 이외의 잉크방울을 대략 (n+1/2)×Tc 간격으로(n은 1

이상의 정수) 토출하는 것으로 가압 액실의 압력 진동을 억제하고, 최종 잉크방울을 대략 n×Tc 간격으로 토출하는 것으로

큰 잉크방울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행 잉크방울로 인한 잔류 압력의 감쇠를 기다리지 않고 이후 잉크방울을 그 전보다 용이하게 토출할

있고, 큰 잉크방울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 인쇄 속도가 빨라진다. 또한, 제1 잉크방울에서 최종 잉크

방울까지의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최종 잉크방울이 선행 잉크방울과 머지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최종 잉크방울의 속도

를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 매체에 도달하는 것이 주 잉크방울 보다 늦은 새틀라이트(SATE, satellite)(흩

어진 잉크방울, 도 15 및 도 17 참조)가 머지 후 바로 기록 매체에 도달될 수 있다.

이 경우, n=1, 즉 선행 잉크방울 후 대략 1.5×Tc의 간격으로 압력 진동 억제용 잉크방울을 토출하게함으로써, 잉크방울

형성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선행 잉크방울에 대하여 대략 (n+1/2)×Tc 간격으로 토출되는 잉크방울 이외의 잉크방울은 선행 잉크방울에 대하

여 대략 n×Tc 간격으로 토출된다. 상기 n×Tc 간격은 압력 진동의 피크(peak)와 일치하기 때문에, 헤드에서 변동이나 외

부환경으로 인한 고유 진동 주기가 시프트한 경우에도 토출 특성, 즉 Vj 및 Mj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즉 최종 잉크방울을 제외하고, 선행 잉크방울에 대하여 대략 (n+1/2)×Tc 간격으로 잉크방울을 토출함

으로써, 가압 액실의 압력 진동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잉크젯 헤드의 엑츄에이터로서 d33 방향으로 변위하는 압전 진동자(vibrator)를 이용하지만, d31 방향으

로 변위하는 압전 진동자 등의 다른 엑츄에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단, 2 이상의 잉크방울을 용이하게 머지할 수 있도록 고유 진동 주기 Tc를 짧게하고, 가압 액실을 구성하는 유로판을 단단

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헤드 구조에 있어서는, 소위 바이피치(bi-pitch) 구조가 바람직한데, 구동되지 않는 엑츄

에이터의 빗살모양의 슬라이스된 부분(comb-like sliced portions)은 상기 가압 액실의 칸막이벽을 지지한다.

또한, 엑츄에이터로서 압전 소자는 빠른 응답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이유로 상기 압전 소자의 높이를 낮게 구성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압전 상수가 d31 보다 d33이 크기 때문에, d33 방향으로 변위하는 압전 소자를 엑츄에

이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도 19 및 도 2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구동 펄스에 대해 설명한다. 구동 펄스(P1)에 의해 토

출되는 제1 잉크방울과 구동 펄스(P2)에 의해 토출되는 제2 잉크방울 사이의 간격은 1.5Tc로, 구동 펄스(P2)에 의해 토출

되는 제2 잉크방울과 구동 펄스(P3)에 의해 토출되는 제3 잉크방울 사이의 간격은 2Tc로, 구동 펄스(P3)에 의해 토출되는

제3 잉크방울과 구동 펄스(P4)에 의해 토출되는 제4 잉크방울 사이의 간격은 2Tc로 설정되도록, 제2 실시예의 구동 펄스

가 설계된다. 제2 실시예의 전압 특성은 도 20에 나타나고, 헤드 구조는 제1 실시예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 구동 펄스에서는, 제1 잉크방울에 대하여 1.5Tc 간격으로 제2 잉크방울을 토출하는데, 이는 제2 잉크방울이 잔류 압력

진동을 취소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제3 잉크방울과 제4 잉크방울을 각 선행 잉크방울에 대하여 2Tc 간격으로 토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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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간격은 잔류 압력 진동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갖고, 제1 실시예와 비교해서 토출 후 약간의 메니스커스가 보

였다. 그러나 도 20에 나타나듯이 구동 전압이 24V까지 상승하는 경우에도 토출이 불안정해지는 일은 없었다. 또한, 동일

한 전압에 대해 제1 실시예 보다 제2 실시예의 잉크방울 체적(Mj)이 커졌다.

다음으로, 도 2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구동 펄스에 대해 설명한다. 구동 펄스(P1)에 의해 토출되는 제

1 잉크방울과 구동 펄스(P2)에 의해 토출되는 제2 잉크방울 사이의 간격은 2Tc로, 구동 펄스(P2)에 의해 토출되는 제2 잉

크방울과 구동 펄스(P3)에 의해 토출되는 제3 잉크방울 사이의 간격은 1.5Tc로, 구동 펄스(P3)에 의해 토출되는 제3 잉크

방울과 구동 펄스(P4)에 의해 토출되는 제4 잉크방울 사이의 간격은 2Tc로 설정되도록, 제3 실시예의 구동 펄스가 설계된

다. 여기서, 헤드 구조는 제1 실시예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3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따르면, 제2 잉크방울 후 대략 1.5Tc 간격으로 제3 잉크방울을 토출하는데, 제3 잉크방울은 잔

류 압력 진동을 취소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도 22를 참조하여, 제4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대해 설명한다. 제4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따르면, 구동 펄스(P1)

에 의해 토출되는 제1 잉크방울과 구동 펄스(P2)에 의해 토출되는 제2 잉크방울 사이의 간격은 2.5Tc(즉, n=2)로, 구동

펄스(P2)에 의해 토출되는 제2 잉크방울과 구동 펄스(P3)에 의해 토출되는 제3 잉크방울 사이의 간격은 2Tc로, 구동 펄스

(P3)에 의해 토출되는 제3 잉크방울과 구동 펄스(P4)에 의해 토출되는 제4 잉크방울 사이의 간격은 2Tc로 설정된다. 여기

서, 헤드 구조는 제1 실시예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 구동 펄스에서는, 제1 잉크방울 후 대략 2.5Tc 간격으로 제2 잉크방울을 토출하는데, 제2 잉크방울은 잔류 압력 진동

을 취소하는 역할을 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 내지 제4 실시예는 잔류 압력으로 인한 필요 이상의 진동없이 안정적으로 작동 가능한 전압 범위를

넓혀주는 구동 펄스(즉, 큰 잉크방울을 형성하기 위한 구동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 4개의 잉크방울을 모두 머지한 관점에서는, 제4 실시예에 비해 제2 실시예가 바람직한데, 이는 제4 실시예의 제1 잉크

방울에서 제4 잉크방울까지의 전체 간격이 6.5Tc로 전체 간격이 5.5Tc인 제2 실시예 보다 길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 23을 참조하여 제5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대해 설명한다. 제5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따르면, "당기기-치기"

에 의해 제1 잉크방울을 토출한다. 즉, 가압 액실이 먼저 팽창되고, 그 후 수축되어 제1 잉크방울을 토출한다. 이러한 목적

을 위해서, 기준 전압 Vref으로부터 떨어지는 전압의 파형 요소(b) 및 가압 액실의 팽창 상태를 유지하는 파형 요소(c)를

구동 펄스(P1) 앞에 삽입하고 있다.

제5 실시예에서, 구동 펄스(P1)에 의해 토출되는 제1 잉크방울과 구동 펄스(P2)에 의해 토출되는 제2 잉크방울 사이의 간

격은 1.5Tc로, 구동 펄스(P2)에 의해 토출되는 제2 잉크방울과 구동 펄스(P3)에 의해 토출되는 제3 잉크방울 사이의 간격

은 2Tc로, 구동 펄스(P3)에 의해 토출되는 제3 잉크방울과 구동 펄스(P4)에 의해 토출되는 제4 잉크방울 사이의 간격은

2Tc로 설정된다.

이 구동 펄스에서는, 제1 잉크방울 후 대략 1.5Tc 간격으로 제2 잉크방울을 토출하는데, 제2 잉크방울은 잔류 압력 진동

을 취소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당기기-치기"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는데, 단점으로는, 가압 액실의 팽창시 메니스커스가 끌리기 때문에 제1 잉

크방울이 작아지고, 팽창시와 수축시의 압력이 겹치기 때문에 전압 변화에 대한 잉크방울 속도의 변화가 커서(즉, 전압 특

성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장점으로는, 기준 전압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이 필요 없어 전체 파형

시간이 짧아지고, 노즐이 더러워진 경우 메니스커스를 다시 끌어들여 분사 방향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있다.

이처럼, "당기기-치기"에 의해 제1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2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대해 설명한다. 제6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따르면, 제1

잉크방울을 토출하기 위해 가압 액실은 먼저 팽창되고 그 후 수축되지만, 팽창 체적 보다는 수축 체적이 커서 제5 실시예

의 "당기기-치기"와 제1 내지 제4 실시예의 "밀기-치기"의 중간의 토출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가압 액실(46)을 팽창시

키는 파형 요소(b) 및 상기 가압 액실(46)의 팽창 상태를 유지하는 파형 요소(c)가 구동 펄스(P1) 앞에 삽입되어 있는데,

상기 파형(b)는 기준 전압 Vref 보다 낮은 전압(Va)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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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펄스(P1, P2, P3 및 P4) 사이의 간격은 제5 실시예와 동일하다.

따라서, 제1 잉크방울 후 대략 1.5Tc 간격으로 제2 잉크방울을 토출하는데, 제2 잉크방울은 잔류 압력 진동을 취소하는

역할을 한다.

제5 실시예의 장점을 보유하면서 큰 잉크방울을 토출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제6 실시예는 특징을 갖는다. 적은 펄스 수

로 잉크방울 체적(Mj)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밀기-치기"에 의해 제1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제2 실시예와 수축 체적이 팽

창 체적보다 크게 하여 "당기기-치기"에 의해 제1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제6 실시예가 유리하다.

다음으로, 도 25를 참조하여 제1 잉크방울을 토출하기 위한 구동 펄스와 제2 잉크방울을 토출하기 위한 구동 펄스 사이의

간격에 대해 설명한다. 도 25는 제2 실시예의 구동 펄스("밀기-치기")의 경우, 펄스 수의 증가에 따라 잉크방울 체적(Mj)의

증가 경향을 나타낸다. 펄스를 전송할 때마다, 전체 "토출 체적(Mj)"을 측정하고, 그 차분, 즉 증가량을 계산함으로써 각각

의 잉크방울의 체적을 구하였다.

제2 잉크방울의 체적이 작은 것은 큰 체적의 제1 잉크방울을 토출한 후 가압 액실(46)이 잉크로 충분히 재충전되지 못했

고, 메니스커스가 끌린 상태이었기 때문이다. 제3 잉크방울과 제4 잉크방울로 진행함에 따라 메니스커스가 회복하기 때문

에, 제3 잉크방울과 제4 잉크방울의 체적은 커졌다.

도 26은 참고를 위해 "밀기-치기"의 경우 1 펄스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도 26에 명확히 나타나듯이, 토출 간격이 짧

아지면(즉, 주파수가 높으면), 메니스커스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잉크방울 체적(Mj)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도 25의 결과

는(제2 잉크방울이 작은 것) 메니스커스가 적절히 회복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

동일한 에너지에 대해, 잉크방울 체적(Mj)이 작아지면, 잉크방울 속도(Vj)가 커진다. 따라서, 제2 실시예("밀기-치기") 및

제6 실시예("당기기-치기")의 경우, 제2 잉크방울에 대해서, 잉크방울 속도(Vj)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도 25에 나

타나듯이 메니스커스가 끌리고, 잉크방울 체적(Mj)이 작기 때문이다.

잉크방울 속도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2 실시예 및 제6 실시예의 구동 펄스처럼, 제1 잉크방울 후

대략 Tc×(n+1/2) 간격으로 제2 잉크방울을 토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토출이 가능한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다음으로, 도 27 및 도 28을 참조하여 선행 잉크방울에 이어지는 잉크방울의 잉크방울 속도에 대해 설명한다. 도 27에 나

타나듯이, 구동 펄스(P2)의 전압(Vp2)을 파라미터로 하여,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의 잉크방울 속도(Vj)와 잉크방울 체적

(Mj)을 측정하였다. 도 28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도 28에 나타나듯이, 구동 펄스(P2)의 전압이 상승함에 따라, 잔류 압력 진동이 조금씩 취소되고, 잉크방울 속도(Vj)와 잉

크방울 체적(Mj) 모두 작아진다. 또한, 12V 미만의 전압에서는 제2 잉크방울을 토출하지 않고, 12V 약간 넘는 전압에서

제2 잉크방울을 토출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분사 방향이 휘어지는데(아래 방향으로부터 편향되는데), 이는 구동 펄스(P2)

의 전압이 너무 낮아, 제2 잉크방울이 흐리기 보다 부유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3 잉크방울 및 이 후 잉크방

울이 편향된 각도로 머지(merge)하는 것을 초래했다. 따라서, 제2 잉크방울은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다.

방향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2 잉크방울은 2m/s 보다 큰 속도가 필요했는데, 이것은 제3 및 제4 잉크방울을

토출함 없이 제2 잉크방울이 1㎜ 앞쪽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었다.

한편, 제2 잉크방울 속도를 너무 크게 하면, 주 잉크방울로부터 분리되는 새틀라이트가 발생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

다. 따라서, 제2 잉크방울의 최고 속도는 제한된다. 본 실시예의 경우, 잉크방울 속도가 7m/s를 초과할 때 새틀라이트가

발생했다.

도 27에 나타난 전체 구동 펄스가 위로 이동되고(전압 오프셋), 구동 펄스(P2)의 전압(Vp2)이 더 증가했을 때, 제2 잉크방

울에 의해 발생하였던 새틀라이트 주변으로부터 토출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선행 잉크방울에 대해 Tc×(n+1/2) 간격으로 토출되는 잉크방울은 3m/s 보다 크게, 그리고 새틀라이트가 발생하

여 잉크방울이 분리되는(머지하지 못하는) 속도 보다 작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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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행 잉크방울 후 대략 (n+1/2)×Tc 간격으로 토출되는 잉크방울의 잉크방울 속도(Vj)를 3m/s 보다 크게 설정함

으로써, 토출 불량으로 인한 노즐 면의 손상과 불안정한 작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시 말해서, 간격이 대략 (n+1/

2)×Tc로 설정되면 잉크방울 속도(Vj)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속도가 작으면 노즐이 손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노즐이

손상되지 않는 높은 전압을 설정한다. 또한, 새틀라이트가 발생하는 전압보다 낮게 전압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잉크방울의

토출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도 2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대해 설명한다. 제7 실시예에 따른 구동 펄스는 각각 제

1 잉크방울 내지 제5 잉크방울을 토출하기 위한 제1 구동 펄스 내지 제5 구동 펄스(P1 ~ P5)를 포함한다. P1과 P2 사이의

간격 및 P3과 P4의 간격은 1.5Tc로 설정되고, P2과 P3 사이의 간격 및 P4과 P5의 간격은 2Tc로 설정된다.

따라서, 5개의 잉크방울 모두 토출하고, 각각의 선행 잉크방울 후 1.5Tc 간격으로 제2 잉크방울과 제4 잉크방울을 토출한

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를 포함하고 4개 이상의 잉크방울을 토출하고 머지하는 경우에 특히 유효하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압 액실의 고유 진동 주기(Tc)는 대략 6.5㎲ 이었고, n×Tc 간격으로 잉크방울을 토출하

는 경우, 적어도 n은 3 이상, 즉 19.5㎲ 간격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40의 종래예를 참조하면, 대략 20㎲ 간격에서 피크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상기 피크는 불충분한 감쇠 때문에 발생하는 잔류 압력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2Tc

간격으로 잉크방울을 반복적으로 토출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

3개의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예의 경우, 제1 잉크방울 후 2×19.5=39㎲부터 제3 잉크방울이 시작하게 된다. 제1 잉크방울

의 속도를 6m/s로 설정하면, 1㎜ 거리를 이동하면서 제3 잉크방울이 제1 잉크방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7.8m/s 속도가

필요하다. 4개의 잉크방울의 경우, 3×19.5=58.5㎲ 후 제4 잉크방울이 뒤쫓기 때문에, 제4 잉크방울의 속도는 적어도

9.2m/s가 되어야 한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압력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잔류 압력 진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토출을 위

한 마진(margin)을 좁힌다. 5개의 잉크방울의 경우, 제1 잉크방울 후 78㎲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5 잉크방울의 속도는

적어도 11.3m/s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속도에서는 신뢰성있고 안정적으로 토출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대해, 제7 실시예는 진동 억제 효과를 갖는 1.5Tc 간격을 포함하고 있어,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필요 이상

의 압력 진동 없이 제1 잉크방울 후 대략 48.8㎲로 제5 잉크방울을 토출하고 선행 잉크방울과 성공적으로 머지시킬 수 있

다.

다음으로, 도 3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대해 설명한다. 제8 실시예에 따른 구동 펄스는 최종 잉

크방울 토출 후 감쇠를 위한 파형 요소(e)를 갖는 파형(Pe)을 포함하는데, 1.5Tc 간격으로 제2 잉크방울을 토출한다.

Pe의 상승선은 가압 액실(46)을 수축하고, 잉크방울을 토출하고, 고유 진동에 의해 상기 가압 액실(46)은 팽창한다. 대략

Tc/2 간격의 기간 후 상기 가압 액실(46)은 고유 진동에 의해 수축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상기 가압 액실(46)에 감쇠를

위한 상기 파형 요소(e)가 인가되어, 상기 가압 액실(46)의 수축 경향은 상기 파형 요소(e)의 팽창력에 의해 균형이 맞추어

진다. 즉, 상기 가압 액실(46)이 다시 수축할 때, 상기 파형 요소(e)가 가압 액실(46)을 팽창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기

가압 액실(46)의 진동은 억제된다. 즉, 상기 파형 요소(e)가 머지하기 위해 높은 속도가 설정되는 경향이 있는 최종 잉크방

울의 압력 감쇠를 수행한다.

이처럼, Tc (n+1/2) 주기의 토출 간격 및 최종 잉크방울 직후, Tc 주기 이내에 감쇠 파형 요소(e)를 제공함으로써, 압력

진동을 억제하고, 넓은 작동 범위에서 안정적인 잉크방울 토출이 수행된다.

다음으로, 도 31 및 도 3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도 32는 도 31에서 Pf

로 표시된 영역의 확대도이다. 제9 실시예에 따른 구동 펄스는 1.5Tc 간격으로 제2 잉크방울을 토출하고, 상기 파형 요소

(e) 이외에 최종 잉크방울 토출 후, Tc(가압 액실의 고유 진동 주기) 이내에 잔류 압력 진동을 감쇠시키는 파형 요소(f)를

포함하는 파형(Pf)을 포함하고 있다.

토출 직후 Tc 간격 이내의 감쇠 구동은 고유 진동 주기 Tc의 압력 진동을 억제하는 데 있어 통상의 감쇠에 비해 매우 효과

적이다. 구체적으로, 감쇠용 파형 요소(f)는 가압 액실(46)을 한번 수축하고 잉크방울을 토출한 후 고유 진동에 의해 상기

가압 액실(46)이 팽창하려 할 때, 상기 가압 액실(46)에 인가되고, 상기 가압 액실(46)을 수축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

기 가압 액실(46)의 진동을 억제하는데, 이것은 머지하기 위해 높은 속도로 토출하는 경향이 있는 최종 잉크방울의 압력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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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Tc (n+1/2) 주기의 토출 간격 및 최종 잉크방울 직후, Tc 주기 이내에 감쇠 파형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압력 진동

을 억제하고, 넓은 작동 범위에서 안정적인 잉크방울 토출이 수행된다.

다음으로, 도 33 내지 도 38을 참조하여 계조 인쇄에 대해 설명한다. 앞서 설명한 실시예 관련해서는 2 이상의 잉크방울을

안정적으로 토출하여 큰 잉크방울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면, 이하에서는, 1 인쇄 주기 내의 구동 펄스를

스위칭함으로써 계조 인쇄를 수행하기 위한 예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도 33에 나타나듯이, 파형 발생부(91)(도 6 참조)는 구동 펄스를 발생시키고 출력한다. 이 구동 펄스는 6개의 구동

펄스(P20 ~ P25)를 포함하는데, 구동 펄스(P24)는 가압 액실(46)의 고유 진동 주기(Tc) 내의 압력-억제 신호(Pf)를 포함

한다.

도 34 내지 도 36은 주 제어부(73)으로부터 계조 데이터에 대응하는 큰 잉크방울, 중간 잉크방울 및 작은 잉크방울에 대한

압전 소자에 인가되는 구동 펄스를 나타낸다. 또한, 도 37은 인쇄 주기 내에서 인쇄가 수행되지 않을 때의 구동 펄스를 나

타낸다.

도 34 내지 도 37에 나타낸 스위칭 신호는 스위칭 타이밍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전압의 절대값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상기

스위칭 신호는 "낮은 것이 실행(active)"으로 정의된다. 즉, 스위칭 신호의 전압이 낮을 때, 아날로그 스위치 ASm이 온

(ON)이 된다.

도 34에 나타나듯이, 큰 잉크방울을 형성할 때, 4개의 잉크방울을 토출하기 위해 구동 펄스(P21 ~ P24)의 상승선을 이용

한다. 구동 펄스(P21)에 의해 토출되는 제1 잉크방울과 구동 펄스(P22)에 의해 토출되는 제2 잉크방울 사이의 간격은

1.5Tc로, 상기 제2 잉크방울과 구동 펄스(P23)에 의해 토출되는 제3 잉크방울 사이의 간격은 1.5Tc로 설정된다. 앞서 언

급했듯이, 제4 잉크방울에서는 P24에 대해 Tc 간격 이내의 압력-억제 신호(Pf)가 있다.

이 효과는 상기 실시예와 동일하다. 즉, 고유 진동 주기(Tc)의 공진이 적절히 억제되고, 큰 잉크방울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다.

도 35는 중간 잉크방울을 형성하기 위한 파형을 나타내는데, 상기 구동 펄스(P23)(상기 큰 잉크방울의 제3 잉크방울과 동

일)가 이용된다. 단, 인쇄 주기의 시작에서 잉크를 토출하지 않게 하는 경사(inclination)에 의해 전압을 올려줄 필요가 있

기 때문에, 상기 구동 펄스(P20)의 상승 파형 요소(a1)가 사용된다. 여기서, 상기 파형 요소(a1)의 경사는 잉크가 토출되지

않도록 설정된다.

도 36은 작은 잉크방울을 형성하기 위한 구동 신호를 나타내는데, 상기 구동 신호는 큰 잉크방울의 형성시 사용되지 않은

구동 펄스(P25)를 포함한다. 큰 잉크방울을 형성하기 위한 구동 펄스의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본 예에서는, 작은 잉

크방울을 형성하기 위해 독립적인 파형 요소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큰 잉크방울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단축된다. 이것은 인쇄 속도를 감소시키지 않고(즉,

인쇄 주기를 연장하지 않고), 다른 파형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한다. 2 이상의 크기의 잉크방울을 형성하기 위한 2 이상의 구

동 펄스를 포함하는 구동 펄스 시퀀스로부터 1 이상의 구동 펄스를 선택하는 것은 종전부터 활용되고 있었지만, 인쇄 속도

의 고속화에 따라서 1 인쇄 주기 내에 다른 크기의 잉크방울을 형성하기 위한 많은 수의 구동 펄스를 편성하는 것이 어려

워졌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도 37에 나타나듯이, 비 인쇄(non-printing) 주기에 대한 스위칭 신호가 높게 머물러 있어, 인쇄 주기의 최종 단계를 제외

하고 등전위 레벨(즉, 펄스가 없음)이 제공되고, 상기 스위칭 신호는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아날로그 스위치 ASm

을 온(ON)으로 하고, 상기 압전 소자로부터 리크(leak)된 전하를 회복시키고, 변할 수 있는 전위를 재조정하기 위해, 압전

소자를 재충전하는 동작이다.

본 예의 구동 펄스의 최후에서 재충전 펄스를 제공하였지만, 다른 곳에 상기 재충전 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위치 수단을 온(ON) 상태로 하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압력 발생 수단으로서 압전 소자를 이용하

는 경우, 압전 소자의 리크(leak)에 의한 전위 변위를 방지한다. 따라서, 재현성이 좋은 작동 및 안정적인 잉크 토출이 실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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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 인쇄 주기를 위한 구동 펄스는 잉크방울을 토출하지 않게 하는 전압을 인가하는 도 38의 파형을 취할 수 있다. 이

것은 노즐의 잉크 건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 인쇄 채널의 메니스커스를 진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아날로그 스위치

가 온(ON) 상태에 있기 때문에, 리크되었던 전하를 회복시킬 수 있다. 또한, 파형의 길이에 따라서는, 전압을 올린 후부터

전압을 떨어뜨리기 전에 재충전 기간을 둘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했듯이, 본 발명의 화상 형성 장치에 의하면, 선행 잉크방울 후 대략 (n+1/2)×Tc 간격으로 최종 잉크방울 이외

의 적어도 하나의 잉크방울을 토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압 액실의 압력 진동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최종 잉크방울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큰 잉크방울을 형성할 수 있으며, 잉크방울 체적(Mj)을 넓

은 범위에서 변화시킬 수 있고, 안정적인 잉크방울 토출이 실현된다. 그 결과, 고화질 화상을 고속으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남 없이 다양한 변경과 수정이 가능하다.

본 출원은 2003.6.26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일본우선권출원 JPA 2003-183158호에 근거하며, 그 전체 내용을 참조용으

로 첨부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화상 형성 장치로서의 잉크젯 기록 장치의 메카니즘부의 일 예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는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의 메카니즘부의 측면도이다.

도 3은 액실의 긴 쪽 방향을 따라 절단한 상기 기록 장치의 기록 헤드를 구성하는 잉크젯 헤드의 일 예의 단면도이다.

도 4는 상기 액실의 짧은 쪽 방향을 따라 절단한 상기 잉크젯 헤드의 단면도이다.

도 5는 상기 잉크젯 기록 장치의 제어부의 개요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6은 상기 잉크젯 헤드의 구동 제어와 관련되는 상기 제어부의 일부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구동 신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8은 제1 비교예의 구동 신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9는 제1 실시예 및 제1 비교예의 경우 잉크방울 속도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이다.

도 10은 제1 실시예 및 제1 비교예의 경우 잉크방울 체적과 전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이다.

도 11은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대응하는 잉크방울 토출 상태를 나타낸다.

도 12은 제1 비교예의 구동 펄스에 대응하는 잉크방울 토출 상태를 나타낸다.

도 13은 제1 실시예 및 제1 비교예의 경우 잉크방울 속도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4는 제1 실시예 및 제1 비교예의 경우 잉크방울 체적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5는 제1 실시예 및 제1 비교예의 경우 동일한 잉크방울 체적에 대해 잉크방울 속도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이다.

도 16은 제1 실시예 및 제1 비교예의 경우 동일한 잉크방울 속도에 대해 잉크방울 체적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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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대응하는 잉크방울 토출 상태를 나타낸다.

도 18은 제1 비교예의 구동 펄스에 대응하는 잉크방울 토출 상태를 나타낸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구동 신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0은 제2 실시예에 따른 구동 펄스의 전압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구동 신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2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구동 신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3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구동 신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4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구동 신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5는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에 대응하는 잉크방울 체적과 펄스 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6은 제1 실시예의 구동 펄스의 구동 주기에 대응하는 잉크방울 체적과 잉크방울 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이다.

도 27은 제2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구동 펄스의 전압 파형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8은 제2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구동 펄스의 잉크방울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9는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따른 구동 신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0는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따른 구동 신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1는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따른 구동 신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2는 도 31의 주요 부분의 확대도이다.

도 33은 계조(gradation) 기록을 설명하는 구동 펄스의 그래프이다.

도 34는 큰 잉크방울을 형성하는 구동 펄스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5는 중간크기의 잉크방울 형성하는 구동 펄스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6은 작은 잉크방울 형성하는 구동 펄스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7은 비 토출 채널에 인가되는 전압 파형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8은 비 토출 채널에 인가되는 메니스커스(meniscus) 진동을 발생시키는 전압 파형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9는 2개의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전압 파형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40은 2개의 잉크방울을 토출하는 경우 타이밍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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