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03880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6

B41J 2/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02월25일

10-0403880

2003년10월20일

(21) 출원번호 10-1995-0036100 (65) 공개번호 10-1996-0013663

(22) 출원일자 1995년10월19일 (43) 공개일자 1996년05월22일

(30) 우선권주장 94-256868

95-229543

1994년10월21일

1995년09월06일

일본(JP)

일본(JP)

(73) 특허권자 세이코 엡슨 가부시키가이샤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초메 4-1

(72) 발명자 마쯔하시구니히코

일본국나가노켄스와시오와3-3-5세코에푸손(주)내

(74) 대리인 이병호

심사관 : 공인복

(54) 잉크젯프린터및그것에사용하는기록매체및기록매체공급원

요약

본 발명은 잉크젯 프린터에 있어서, 기록 매체의 전체폭, 예를 들면 테이프의 전체폭을 모두 칠하는 인쇄를 그 양단에

미인쇄 영역이 없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잉크젯 프린터(1)는 인쇄 위치가 잉크젯식의 인쇄 헤드(5)에 대향 배치된 안내 부재(8)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안내 

부재(8)에는 잉크 회수 수단이 설치되고, 이것은 반송되는 테이프(T)의 폭(W1)을 포함하는 범위에 걸친 메시 스크린(

81)과, 이 스크린 이면측의 잉크 회수면(82)을 구비하고 있다. 테이프(T)의 민인쇄도는 인쇄 범위가 테이프폭(W1)보

다도 넓은 범위[W(p1)]로 설정된다. 따라서, 테이프(T) 양단(T1, T2)에 미인쇄 영역이 없도록 민인쇄할 수 있다. 테

이프의 양단을 벗어난 부분의 것은 색인 인쇄시에 인쇄 헤드(5)로부터 토출된 잉크 방울은 안내 부재(8)의 표면의 메

시 스크린(81)을 통해서 잉크 흡수부(82)에 흡수되는 내부에 유지되는 것으로, 민인쇄를 행해도 테이프 표면 등이 잉

크 방울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는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을 적용한 제 1 실시예인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의 외관 사시도.

제 2 도는 제 1 도의 프린터를 II-II 선에서 절단한 부분의 개략 단면도.

제 3 도는 제 1 도의 프린터의 주요 부분의 구성을 도시한 개략 구성도.

제 4 도는 제 1 도의 잉크젯 프린터의 주요 부분을 상측에서 본 상태의 구성을 도시한 개략 구성도.

제 5 도는 제 1 도의 프린터의 용지 안내 부재만을 취출하여 도시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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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도는 제 1 도의 잉크젯 프린터의 제어계를 도시하는 개략 구성도.

제 7 도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인 잉크젯 프린터의 주요 부분의 구성을 도시한 개략 구성도.

제 8 도는 제 7 도의 프린터의 잉크 회수 용기를 취출하여 도시한 구성도.

제 9 도는 제 7 도의 프린터의 인쇄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도.

제 10 도는 제 7 도의 프린터의 변형예인 잉크젯 프린터의 주요 부분을 도시한 개략 구성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잉크젯 프린터 2 : 베이스

3 : 테이프 카트리지 4 : 잉크 탱크

5 : 잉크젯식 인쇄 헤드 6 : 헤드 캐리지

7 : 리드 나사 8 : 안내 부재

38 : 테이프 폭 표시부 82 : 잉크 흡수부

120 : 테이프 폭 검출부 200 : 잉크젯 프린터

205 : 기록지 211 : 잉크 회수 기구

212 : 잉크 회수 용기 213 : 잉크 흡수재

215, 341 : 잉크 회수관 311 : 잉크 회수 기구

314 : 잉크 회수 기구의 캐리지 342 : 잉크 회수 펌프

343 : 잉크 탱크 P : 인쇄 위치

T : 테이프(기록 매체) W1 : 테이프폭

W(P1) : 민인쇄시의 인쇄 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잉크젯식의 인쇄 헤드를 구비한 프린터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테이프 등의 기록 매체

의 표면을 간극 없이 모두 칠하는 것이 가능한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 및 그것에 사용하는 기록 매체 공급원

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

잉크젯 프린터로서는 각종의 것이 공지되어 있다. 이들 프린터는 규정의 기록 매체 사이즈에 대해서 인쇄할 수 있는 

범위가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통상, 인쇄 범위는 기록 매체 사이즈로부터 약간 내측의 범위 내에 수용되도록 상

하 좌우 마진(margin; 여백)으로 규정되어 있다. 각 마진은 약 3mm 내지 13mm의 범위 내의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까지 인쇄 가능한 방법의 것은 제안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잉크젯 프린터로서는 기록 매체로서의 각각의 색의 테이프에 대해서 칼라 인쇄하도록 구성된 소형 프린터가 제

안되어 있다. 이 형식의 소형 잉크젯 프린터는 잉크젯식의 인쇄 헤드에 대해서 남색(cyan; C), 자홍색(magenta; M) 

및 황색(yellow; Y)의 각각의 색의 잉크 탱크로부터 잉크를 공급하는 것에 의해 테이프 상에 칼라 인쇄를 행할 수 있

다.

테이프로서는 테이프의 이면측에는 점착층이 형성되고, 그 점착층이 박리지에 의해 덮혀져 있고, 인쇄 후에 절단하여

일정의 길이로 하며 박리지를 벗기는 것에 의해 희망하는 장소에 라벨로서 붙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테이프로의 인

쇄를 행하는 프린터는 라벨 프린터, 라벨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칭하며, 최근에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러한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하여 기록 매체, 예를 들면 테이프에, 간극 없이 모두 칠할 수 있는 인쇄(민인쇄; solid p

rinting)를 행하는 경우에는 테이프의 가장자리단(예를 들면 폭방향)에 미인쇄 영역(non-printed area)이 있을 수 있

는 문제점이 있다.

즉, 인쇄 헤드를 예를 들면 테이프의 폭방향으로 왕복 이동시켜서 테이프 폭 방향의 가장자리단에 미인쇄 영역을 없

게 하도록 민인쇄를 행하도록 하면, 테이프의 폭방향의 인쇄 개시측의 가장자리단에 맞춰서 인쇄 헤드에 의한 인쇄 

동작을 개시하고, 동시에 테이프의 폭방향의 인쇄 종료측의 가장자리단에 맞춰서 인쇄 동작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쇄 헤드를 구동하여 그 인쇄 개시 위치에서 정확히 인쇄를 개시하거나, 또는 인쇄 정지 위치에 있어서 정확

히 인쇄를 정지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곤란하다. 테이프의 반송 위치가 폭방향으로 약간 벗어나거나 또는 인쇄 헤드

의 왕복 이동과 그 잉크 방울의 토출 동작의 벗어남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인쇄 동작을 실현할 수 없으면, 예를 들면 인쇄 동작의 개시는 인쇄 헤드가 테이프의 가장자리단에 위치한 시

점보다도 늦어지면, 테이프 폭방향의 가장자리 부분에 미인쇄 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본 발명의 과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테이프 등의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에 미인쇄 영역이 발생하지 않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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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가장자리단의 일부, 전체폭, 전장 또는, 전체면을 간극 없이 모두 칠하는 인쇄[이하에서, 이와 같은 인쇄 동작을 '

민인쇄(solid printing)'라고 총칭한다]를 행하는 것이 가능한 잉크젯 프린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에 더하여, 본 발명의 과제는 민인쇄에 있어서 토출한 잉크 방울이 안내 부재 등에 부착하여 반송되는 기록 매체

를 더럽히지 않는 잉크젯 프린터를 실현하 는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은 민인쇄를 적합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록 매체를 제안하는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반송되는 테이프 등의 기록 매체의 폭방향 또는 길이방

향의 가장자리단의 외측으로 벗어난 위치에서의 인쇄 동작[이하에선, 이 인쇄 동작을 '패싱오버 인쇄(passing-over 

printing)'로 표현한다]을 행하여 얻도록 잉크젯식 인쇄 헤드를 구동하는 구성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 구성에 의하면 

인쇄 헤드를 구동하여 기록 매체의 폭방향 또는 길이방향의 인쇄 동작을 패싱오버 인쇄 상태로 될 때까지 계속하여 

행하는 것에 의해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에 미인쇄 영역이 없는 민인쇄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상기 구성에 더하여 이와 같은 패싱오버 인쇄시에 인쇄 헤드로부터 토출하는 잉크 방울을 회수

하는 잉크 회수 수단을 갖는 구성을 채용하고 있다. 이 구성에 의하면 토출한 잉크 방출이 인쇄 헤드에 대치하고 있는

안내 부재 등에 부착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고, 따라서 후속의 기록 매체가 이들에 부착된 잉크 방울로 오염되는 일도

없다.

상세히 설명하면, 본 발명의 잉크젯 프린터는 기록 매체 공급원과, 상기 기록 매체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는 기록 매

체의 반송로와, 상기 반송로를 따라서 기록 매체를 반송하는 기록 매체 반송 수단과, 상기 반송로 상에 배치되고 반송

되는 기록 매체의 제 1 방향으로 왕복 이동 가능한 잉크젯식 인쇄 헤드와, 상기 인쇄 헤 드에 잉크를 공급하는 잉크 공

급 수단과, 상기 인쇄 헤드에 의한 상기 제 1 방향의 인쇄 범위를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보다 외측으로 벗어난 위치

까지 되도록 설정가능한 인쇄 구동 제어 수단, 및 상기 인쇄 헤드에 의한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에서 외측으로 벗어

난 위치에서의 상기 인쇄 헤드로부터의 토출 잉크 방울을 회수하는 잉크 회수 수단을 구비한 구성을 채용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제 1 방향의 인쇄 범위 즉, 민인쇄를 행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는 예를 들면, 기록 매체의 반송 방향과 직

교하는 상기 기록 매체의 폭방향이다. 이 대신에, 상기 제 1 방향을 기록 매체의 반송 방향과 평행한 상기 기록 매체의

길이방향으로 해도 좋다. 물론, 제 1 방향과 함께 이것과는 다른 제 2 방향에 있어서의 인쇄 범위도 기록 매체의 가장

자리단을 벗어나는 위치로 되도록 설정해도 좋다. 예를 들면, 제 1 및 제 2 방향을 직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면, 기록 

매체의 전체면의 민인쇄를 실현할 수 있다.

상기 잉크 회수 수단은 상기 인쇄 헤드에 대해서 상기 반송로를 사이에 개재하여 대향 배치하고 있음과 동시에, 상기 

인쇄 헤드에 의한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보다도 외측으로 벗어난 위치까지의 인쇄 범위를 포함하는 범위에 걸쳐서 

형성하면 좋다. 이와 같이 배치하기 위해서는 잉크 회수 수단을, 반송되는 기록 매체의 상기 인쇄 헤드에 의한 인쇄 위

치를 규정하는 안내 부재에 배치하면 좋다. 이 경우, 안내 부재에 있어서 기록 매체에 대향하는 면에는 스테인레스 스

틸제의 메시(mesh)를 설치하는 구성을 채용할 수가 있다.

또한, 잉크 회수 수단이 회수한 잉크로 가득채워지게 되고, 그 이상의 잉크 를 회수 불가능하게 하지 않도록, 잉크 회

수 수단에는 회수된 잉크를 배출하기 위한 잉크 배출 수단을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즈가 큰 기록 매체에 인쇄를 행하는 잉크젯 프린터에 있어서는 그 전체 폭 또는 길이에 걸쳐서 이와 같은 잉크 회

수 수단을 배치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또한 그 배치 장소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잉크 

회수 수단을 상기 인쇄 헤드와 일체로 되어 왕복 이동하도록 구성하면 좋다. 물론, 사이즈가 작은 기록 매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구성을 채용해도 좋은 것은 물론이다.

다음에, 상기 기록 매체로서는 일정 폭의 장척 형상의 테이프를 채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기 기록 매체 공급원

으로서, 테이프를 롤 형상으로 감긴 형태로 수납하고 있는 테이프 카트리지를 채용하고, 이것을 프린터 본체에 대해서

착탈 가능하게 하면 기록 매체의 장착 작업등이 간단하게 되어서 양호하다.

또한, 이 테이프 카트리지는 수납되어 있는 테이프의 폭이 다르므로, 그것에 따라서 민인쇄를 위한 인쇄 범위를 적절

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테이프 카트리지가 수납되어 있는 테이프의 폭 치수를 표시하기 위한 치수 표

시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인쇄 구동 제어 수단이 이 치수 표시 수단에 의해서 표시되는 폭 치수를 판독하기 위한 수

단을 구비한 구성을 채용하고, 판독된 폭 치수에 의거하여 상기 인쇄 헤드에 의한 상기 제 1 방향의 인쇄 범위를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보다 외측으로 벗어난 위치까지 되도록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한편, 상기 기록 매체로서는 투명한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투명 테이프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작 용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잉크젯 프린터에 의해 기록 매체의 폭방향 또는 길이 방향을 간극 없이 모두 칠하는 민인쇄를 

행하는 경우에는 인쇄 구동 제어 수단에 의해서 기록 매체의 폭 또는 길이보다도 넓은 인쇄 범위가 설정된다. 따라서, 

인쇄 헤드에 의한 인쇄가, 반송되는 기록 매체의 인쇄 개시측의 가장자리단에 도달하기 전부터 개시되고, 기록 매체의

인쇄 종료측의 가장자리단을 통과한 후의 시점에서 종료하도록 행한다. 인쇄 개시 위치를 인쇄 개시측의 가장자리단 

보다도 충분한 거리만큼 앞쪽 위치로 하고, 인쇄 종료 위치를 인쇄 종료측의 가장자리단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만큼 통

과한 위치로 하는 것에 의해 기록 매체의 쌍방의 가장자리단에 미인쇄 영역의 상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다.

여기서, 기록 매체의 앞쪽 및 그 통과 후에 있어서 인쇄 동작시에 인쇄 헤드로부터 토출한 잉크 방울을 잉크 회수 수

단에 의해서 회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패싱오버 인쇄시에 토출한 잉크 방울이 예를 들면, 인쇄 헤드에 대향 배치되

어 있는 안내 부재의 표면에 부착하고, 후속의 기록 매체를 더럽히는 등의 피해를 회피할 수 있다.

발명의 실시 형태

이하에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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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실시예

제 1 도는 본 발명을 적용한 잉크젯 프린터의 외관 사시도이고, 제 2 도는 제 1 도의 II-II 선에서 절단한 부분의 개략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의 잉크젯 프린 터(1)는 예를 들면 이면측에 박리지로 덮혀진 점착층을 구비한 테이프의 표면에

인쇄를 행하는 '라벨 프린터', '라벨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칭하고 있는 형식의 것이다.

제 1 도 및 제 2 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잉크젯 프린터(1)는 전체로서 얇은 직방체 형상의 케이싱(101)을 가지며, 

그 상면의 전방측 절반의 부분이 조작면(102)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각종 키이가 배열되어 있고, 인쇄 동작을 지시

하기 위한 인쇄 버튼(103), 전원 버튼(104) 등도 포함되어 있다. 케이싱(101)의 후방측 절반의 부분에는 개폐 덮개(1

05)가 부착되어 있다. 이 개폐 덮개(105)는 조작면(102)의 측으로부터 볼 때 내부가 개방되도록 그 후단을 중심으로 

하여 개폐할 수 있고, 조작면(102)에 배열된 덮개 개폐 버튼(106)을 조작하는 것에 의해 그 록크를 해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이 덮개(105)를 개방하면, 내부에는 후술하는 테이프 카트리지(3)의 장착부(23)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덮개를 

개방하는 것에 의해 테이프 카트리지(3)의 착탈을 행할 수가 있다. 덮개(105)에는 투명창(105a)이 부착되어 있고, 이

것을 거쳐서 테이프 카트리지(3)의 장착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덮개(105)의 인접 위치에는 조작면(102)의 키

이를 거쳐서 입력한 문자 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한 액정 표시부(107)가 배치되어 있다.

한편, 케이싱(101)의 이면측(101a)에는 테이프 배출구(101b)가 형성되어 있고, 인쇄 후의 테이프가 이것을 거쳐서 

외부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다. 이로부터 배출되는 테이프는 테이프 배출용 가이드판(108)에 의해 안내된다. 또한, 조

작면(102)의 이면측에 있어서 케이싱(101)의 내부에는 전원 유니트(112), 니켈-카드뮴 전지 등의 전지(113) 등이 탑

재되어 있다.

다음에, 제 3 도에는 케이싱(101) 내에 탑재되어 있는 잉크젯 프린터의 주요 부분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면

에서, 참조 부호 2는 각 부품을 탑재하기 위한 베이스이고, 케이싱(101)의 바닥판 상에 부착되어 있다. 이 위에는 테

이프 카트리지(3), 3개의 잉크 탱크(4; 4C, 4M, 4Y) 및, 잉크젯식 인쇄 헤드(5)가 배치되어 있다. 인쇄 헤드(5)는 헤드

캐리지(6)에 유지되고, 헤드 캐리지(6)는 베이스(2)의 좌우 양측벽(21, 22) 사이에 연장되어 있는 리드 나사(7)에 의

해 지지되어 있다. 캐리지(6)는 리드 나사(7)와 평행하게 배치된 가이드축(도시 생략)에 의해서 회전 불가능한 상태로

좌우(리드 나사의 축선 방향)로 이동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따라서, 리드 나사(7)를 회전하는 것에 의해 헤드 캐리

지(6) 및 그것에 유지되어 있는 인쇄 헤드(5)를 도면에 있어서 화살표 A, B로 도시하는 좌우 방향(제 1 방향)으로 왕

복 이동시킬 수가 있다.

인쇄 헤드(5)의 이동 범위의 중앙에는, 인쇄 헤드(5)에 대향하는 상태로 테이프 안내 부재(8)가 배치되어 있다. 이 테

이프 안내 부재(8)는 감열식 프린터(thermal printer) 등의 다른 인쇄 형식의 인쇄 헤드에 대향 배치되어 있는 플래튼

(platen)에 대응하는 부재이고, 인쇄 헤드(5)에 의한 인쇄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본 실시예에선 이 안내 부재(8)에 의해 잉크 회수 수단이 구성되어 있다. 제 5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

예의 안내 부재(8)의 표면은 잉크를 흡 수 통과 가능한 장방형의 잉크 필터(81)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이 잉크 필터(8

1)는 예를 들면 스테인레스 스틸제의 메시 필터로 구성할 수가 있다. 이 잉크 필터(81)는 잉크 흡수재로 구성한 직방

체 형상의 잉크 흡수부(82)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안내 부재(8)의 표면에 부착한 잉크는 잉크 필터(81)를 

통해서 잉크 흡수체(82)측에 흡수된다.

다시 제 3 도에서, 이 안내 부재(8)보다도 측벽(22)측의 위치에는, 헤드 캡 기구(9)가 배치되어 있다. 이 헤드 캡 기구(

9)는 인쇄 헤드(5)의 인쇄시의 왕복 이동 범위보다도 외측으로 벗어난 위치에 있다. 인쇄 헤드(5)는 비사용 상태에 있

어서는 헤드 캡 기구(9)의 위치까지 이동하고, 이 캡 기구(9)의 캡면(91)에 의해서 밀봉된 형상으로 유지된다. 테이프 

카트리지(3)의 측방 위치에는 인쇄 개시 이전 등에 있어서 잉크 탱크(4)로부터 인쇄 헤드(5)에 대해 수동으로 강제적

으로 잉크를 공급하기 위한 잉크 버튼(11)이 배치되어 있다.

다음에, 제 4 도에는 제 3 도의 잉크젯 프린터(1)의 주요 구성 부분을 위에서 본 경우의 배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이 도면도 참조하여 본 실시예의 잉크젯 프린터(1)의 주요 부분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테이프 카트리지(3)는 일정 두께의 케이스(31)와, 이 중심에 회전 가능하게 수용되어 있는 심축(core axis)(32)

과, 이 외주에 감겨 있는 일정 폭(W1)의 테이프(T)를 가지고 있다. 케이스(31)의 전방 단면의 상측 절반 부분은 전방

으로 돌출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PET 필름으로 형성된 테이프 가이드(33)와, 이 표면에 일정한 탄성력으로 누르는 

테이프 누름 롤러(34)로 구성되는 테이프 공급부(feeder)가 형성되어 있다. 테이프(T)의 선단은 이들 사이에 개재된 

상태로 초기 설정된다. 테이프 누름 롤러(34)의 지지 부재(35)는 코일 스프링(36)을 거쳐서 테이프 가이드(33)에 대

해서 상하로 이동 가능한 상태에서 케이스(31)의 측에 지지되어 있다. 또한, 이 지지 부재(35)는 레버(37)에 연결되어

있다. 이 레버(37)는 케이스(31)의 상면에서 외부로 돌출한 선단면(37a)을 가지고 있다. 이 선단면(37a)을 압입하면 

이것에 연동하여 테이프 누름 롤러(34)가 테이프 가이드(33)의 측으로 눌려진다. 더욱이, 케이스(31)의 상면에는 내

장 테이프(T)의 폭 치수를 표시하기 위해 6개의 표시부(38)가 형성되어 있다.

이 구성의 테이프 카트리지(3)가 착탈 가능하게 장착되는 잉크젯 프린터 본체측에는 이것을 장착하기 위한 장착부(23

)가 형성되어 있다. 이 장착부(23)에 있어서 테이프 카트리지(3)의 테이프 공급부를 규정하고 있는 테이프 가이드(33)

의 바로 아래 위치에는 테이프 반송 롤러(12)가 배치되어 있다. 이 롤러(12)는 대직경 부분과 소직경 부분이 교대로 

형성된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테이프 카트리지(3)의 바로 위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장착부(23)에 대해서 테이프 

카트리지를 착탈하기 위한 개폐 덮개(105)가 부착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기록 매체 공급원이, 테이프(T)가 수납된 테이프 카트리지(3)와 이것이 장착되어 있는 장

착부(23)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도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이 개폐 덮개(105)에는 덮개를 폐쇄할 때에 테이프 카트리지의 상면으로부터 돌출

되어 있는 레버(37)의 선단면(37a)을 압입 가능한 압입부(105b)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테이프 카트리지(3)의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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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상면에 형성되어 있는 테이프 폭 치수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38)에 대치하는 개폐 덮개(105)에는 이들을 검지하

기 위한 검지부(105c)가 형성되어 있다.

다음에, 테이프 카트리지(3)로부터 공급되는 테이프(T)의 반송로를 설명한다. 테이프(T)는 테이프 반송 롤러(12)를 

회전시키는 것에 의해 공급된다. 이 테이프 반송 롤러(12)에 소직경 부분의 외주에 접한 상태로 PET 필름으로 구성

되는 복수개의 테이프 가이드편(13)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테이프 가이드편(13)에 의해서 테이프(T)의 선단이 확실

히 반송 방향의 전방측을 향해서 안내된다. 이들 테이프 가이드편(13)의 반송 방향의 전방측에는 스테인레스 스틸제

의 테이프 가이드(14)가 배치되어 있다. 이 가이드(14)와 이들에 대치된 가이드(15)에 의해서 테이프(T)는 인쇄 위치

를 향해서 안내된다. 인쇄 위치는 인쇄 헤드(5)와 이들에 대치된 안내 부재(8)에 의해서 규정된다. 안내 부재(8)의 표

면은 메시 필터(81)로 되어 있고, 이것이 잉크 흡수재로 형성된 잉크 흡수부(82)의 표면에 배치되어 있다. 이 인쇄 위

치를 통과한 테이프(T)는 테이프 누름 롤러(15)에 의해서 테이프 가이드(16)측에 눌러붙이면서 테이프 절단 위치(17

)를 통과하여 테이프 배출구(101b)에서 외부로 반출된다.

상술한 테이프 반송 롤러(12), 및 인쇄 헤드(5)를 유지한 헤드 캐리지(6)의 구동력 전달계를 설명한다. 제 3 도 및 제 

4 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베이스(2)의 측벽(22)의 내측에는 테이프 반송 모터(18)가 설치되어 있다. 이 모터 출력

축(18a)은 치차열(181)을 거쳐서 테이프 반송 롤러(12)의 회전축(121)의 단부 에 연결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 치차열(181)은 동력 전환 기능을 구비하고 있고, 헤드 캐리지(6)가 측벽(22)의 측으로 이동하여 거기에서 내부로 

돌출하고 있는 돌기(182)를 누르면 동력 전달 경로가 전환되고 모터(18)의 동력이 캡 기구(9)의 측으로 전달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본 실시예에서는, 기록 매체인 테이프 반송 수단이 테이프 반송 롤러(12)와, 그의 구동원인 

모터(18)와, 모터(18)로부터 롤러(12)로의 동력 전달용의 치차열(181)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베이스 상의 다른쪽 측벽(21)의 내측에는 헤드 구동 모터(19)가 배치되어 있다. 이 모터 출력축(19a)은 치차열

로 구성되는 감속 기구(191)를 거쳐서 리드 나사(7)의 단부에 연결되어 있다.

다음에, 잉크 공급 수단은 잉크 탱크(4)와, 이로부터 잉크를 인쇄 헤드(5)의 측으로 공급하기 위한 3개의 잉크 튜브(4

1; 41Y, 41M, 41C)와, 잉크의 공급을 수동으로 강제적으로 행하기 위한 잉크 펌프(11)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잉크 탱크(4C, 4M, 4Y)에는 각각 남색, 자홍색, 황색의 각각의 색의 잉크가 저장되어 있고, 이들을 사용하여 

칼라 인쇄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본 실시예의 잉크젯 프린터(1)에 있어서는 착탈 가능한 테이프(T)의 최대폭은 제 4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W

(max)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인쇄 헤드(5)에 의한 테이프 폭방향[인쇄 헤드(5)의 이동 방향]의 인쇄 가능 범위[W

(p)]는 이 최대 테이프 폭[W(max)]보다도 좌우로 약간 넓은 범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인쇄 가능 범위에 걸쳐서 

상술한 안내 부재(8)의 표면을 규정하고 있는 메시 필 터(81)가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도면에 도시한 예의 경우에는, 장착된 테이프 폭이 W1 이므로 인쇄 헤드(5)에 의한 인쇄 가능 범위는 이것을 

포함하는 범위[W(p1)]로 설정된다.

장착된 테이프 카트리지(3)의 테이프 폭은 그 케이스(31)의 상면에 배치되어 있는 6개의 표시부(38)를 판독하는 것에

의해 검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표시부(38)에 구멍을 개방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테이프 폭 치수를 표시하고, 이들

표시부 구멍의 유무를 잉크젯 프린터측의 검출부(105c)를 구성하는 기계적 센서 또는 광학적 센서에 의해 검출하면 

좋다.

제 6 도에는 본 실시예의 잉크젯 프린터(1)의 제어계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면에서, 참조 부호 100은 마이

크로 컴퓨터로 구성되는 제어 회로이고, 그 입력측에는 잉크젯 프린터(1)의 조작면(102)에 배치되어 있는 키이 그룹

으로 구성되는 입력부(110)가 접속되어 있다. 또한, 테이프 폭을 검출하기 위한 검출부(105c)가 접속되어 있다. 제어 

회로(100)의 출력측에는 각종의 표시를 행하기 위한 액정 표시 장치 등의 표시부(107), 인쇄 헤드(5)에 의한 인쇄 동

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린터 콘트롤러(140), 각각의 모터(18, 19)를 구동 제어하기 위한 모터 드라이버(150, 160)가 

접속되어 있다. 제어 회로(100)의 ROM 내에 미리 격납된 제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이 제어 회로(100)의 제어하에,

장착된 테이프 카트리지(3)에 수납되어 있는 테이프 폭에 대응한 인쇄 가능 범위가 설정되고, 이하에 설명하는 민인

쇄 등의 동작이 행해진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제어 회로(100)를 중심으로 하여 인쇄 구동 제어 수단이 구성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한 본 실시예의 잉크젯 프린터(1)에 의해 테이프(T)의 전체폭을 잉크로 모두 칠하는 민인쇄를 설명한

다. 이 경우에는 테이프(T)의 폭방향의 양단에는 마진이 설정되지 않고, 인쇄 범위는 테이프 폭(W1)보다도 넓은 범위

[W(p1)]로 설정된다. 모터(18)를 구동하여 테이프 반송 롤러(12)를 회전함으로써 테이프(T)는 테이프 카트리지(3)로

부터 공급되어 인쇄 위치를 향해 반송된다. 테이프(T)의 반송 동작에 동기시킨 모터(19)에 의해서 리드 나사(7)를 회

전시키고, 캐리지(6)에 의해서 인쇄 헤드(5)를 이동시킨다. 인쇄 헤드(5)를 제 4 도의 화살표 A로 도시한 방향으로 이

동시키고, 인쇄 위치로 반송된 테이프(T)의 가장자리단(T1)에 도달하기 전의 시점, 제 4 도에서 T0의 시점으로부터 

인쇄를 개시한다. 또한, 이 왕복 이동에 의한 인쇄의 종료 시점은 테이프(T)의 다른쪽 가장자리단(T2)을 통과한 후의 

시점, 제 4 도에서 T3의 시점이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의 잉크젯 프린터(1)에 있어서는 반송되는 테이프 폭(W1)보다도 넓은 인쇄 범위에서 인쇄를 행

함으로써, 테이프(T)의 가장자리단(T1 또는 T2) 부분에 미인쇄 영역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

여기서, 이와 같이 인쇄를 행하면, 테이프(T)의 가장자리단(T1)의 앞쪽에서의 인쇄 동작 및, 테이프(T)의 가장자리단

(T2)을 통과한 후에서의 인쇄 동작에 있어서, 인쇄 헤드로부터 토출한 잉크 방울은 테이프(T) 상에 부착하는 일 없이,

안내 부재(8) 측으로 비상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안내 부재(8)의 표면(81)을 인쇄 가능 범위에 걸쳐서 배치함으로써, 

토출한 잉크 방울이 다른 부분으로 비상하여 그곳에 부착하는 일 없이 안내 부재의 표면(81)에 부착한다. 더욱이, 본 

실시예에서 는, 안내 부재(8)는 메시 필터(81)와, 이것에 연속한 잉크 흡수부(82)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안내 부재

의 표면(81)을 향해서 토출되고, 여기에 부착된 잉크 방울은, 이 메시 필터(81)를 통과하여 뒤쪽의 잉크 흡수부(8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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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고, 여기서 흡수 유지된다. 따라서, 안내 부재 표면에 잉크 방울이 부착된 그대로의 상태로 되고, 이후에 반송되

는 테이프(T)가 잉크 방울에 의해 더럽혀지는 일이 없다.

이와 같이 해서, 본 실시예의 잉크젯 프린터(1)를 사용하면 테이프 전체폭의 민인쇄를 미인쇄 영역을 발생하는 일 없

이, 또한 잉크 방울에 의해서 테이프의 다른 부분 등을 더럽히는 일 없이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쇄 종료 후에 인쇄 헤드를 유지하고 있는 헤드 캐리지(6)가 화살표 B 방향으로 이동하고,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부까지 되돌아가면, 캐리지(6)에 탑재되어 있는 회전 커터(61)가 구동되고, 이 상태에서 캐리지(6)가 화살표 A 방

향으로 이동한다. 이에 의해, 테이프(T)는 일정 길이로 절단되어, 외부로 배출된다.

그 후에는, 모터(18)에 의해 롤러(12)가 역회전하고, 테이프(T)의 선단이 인쇄 위치 바로 앞까지 되돌아간다. 또한, 

캐리지(6)가 다른쪽의 측벽(22)까지 이동하여 그 측면에 의해 돌기(182)를 외측으로 누른다. 이것에 의해, 모터(18)

와 테이프 반송 롤러(12)와의 연결이 해제되어 롤러(12)가 정지한다. 대신에, 캡 기구(9)가 구동되어 인쇄 헤드(5)에 

캡이 덮혀진 상태로 된다.

또한, 테이프 카트리지(3)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 장착부(23)를 덮고 있는 개폐 덮개(105)를 개방하면, 인쇄 위치 앞

에 선단이 위치하고 있는 테이프(T)가 감겨서 되돌아가고, 그 선단이 테이프 카트리지의 테이프 공급부를 규정하고 

있는 누 름 롤러(34)와 테이프 가이드(33) 사이까지 되돌아 가도록 되어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잉크젯 프린터(1)에 있어서는, 장착된 테이프 폭보다도 좌우로 넓은 인쇄 범위를

설정하여, 테이프 전체폭의 민인쇄를 실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내 부재로서, 인쇄 가능한 범위를 포함하는 범위에 

걸쳐서 잉크를 흡수 가능한 잉크 흡수면을 구비한 것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테이프의 양단 부분에 미인쇄 영역을 

발생시키는 일 없이 민인쇄를 행할 수 있다. 또한, 테이프의 양단으로부터 벗어난 위치에서의 인쇄에 의해 토출된 잉

크 방울은 안내 부재에 의해 흡수되므로, 반송되는 테이프가 더러워지는 일도 없다.

또한, 테이프 표면에서 폭방향 한쪽 가장자리단측만을 민인쇄하는 경우에는, 그 가장자리단의 앞쪽의 시점으로부터 

또는, 이 가장자리단을 통과한 시점까지 인쇄 동작을 행하도록 인쇄 범위를 설정하면 좋다.

또한, 이상의 설명에 있어서는 테이프의 양단에 미인쇄 영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인쇄를 행하는 동작을 설명하였

다. 물론, 테이프 전후의 가장자리단에도 미인쇄 영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쇄를 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테이프의

전단(前端)에도 미인쇄 영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테이프의 전단이 인쇄 헤드에 의한 인쇄 위치에 

도달하기 전으로부터 인쇄를 개시하면 좋다. 또한, 테이프의 후단에 미인쇄 영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테이프 후단(인쇄 종료단)이 인쇄 위치를 통과한 후까지 인쇄를 계속하고, 인쇄 종료단의 위치에서 테이프를 절단하

도록 하면 좋다. 또한, 이 경우에는 잉크 회수 수단으로서는 테이프 반송 방향으로 향해 필요한 폭을 구비한 잉크 회수

면을 갖는 것을 채 용하면 좋다.

제 2 실시예

제 7 도 내지 제 9 도에는 포스터 등의 큰 치수의 기록 매체에 대해서 민인쇄를 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잉크젯 프린터

의 주요 부분이 도시되어 있다. 단, 상기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테이프 등의 비교적 작은 치수의 기록 매체에 대해서

도 본 실시예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본 실시예의 잉크젯 프린터(200)는 기록 매체가 포스터 등의 지엽체(紙葉休)인 점, 인쇄 헤드의 캐리지 기구가 벨트 

플리식인 점 및, 용지 안내 부재에 형성한 잉크 회수 수단의 구성이 다른점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상기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에서는 이들의 상위 부분만을 설명한다.

먼저, 제 7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잉크젯 프린터(200)에 있어서는 그 인쇄 헤드를 하면에 유지하고 있

는 캐리지(202)는 3색의 잉크 카트리지(203Y, 203M, 203C)도 유지하고 있다. 이 카트리지(203)는 한쪽측이 캐리지

가이드판(204)의 표면을 따라서 기록지(205)의 폭방향을 향해서 왕복 이동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캐리지(200)의 

다른쪽측은 이 가이드판(204)과 평행하게 이어지고 있는 캐리지 가이드축(206)에 의해서 동일 방향으로 왕복 이동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지되어 있는 캐리지(202)는 구동 풀리(207) 및 종동 풀리(208) 사이에 걸쳐 있

는 타이밍 벨트(209)에 연결되어 있다. 구동 풀리(207)는 캐리지 모터(210)의 출력축에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모터(

210)를 구동하는 것에 의해 캐리지(202)에 유지되어 있는 인쇄 헤드를, 반송시키는 기록지(205)의 폭방향 으로 왕복 

이동시킬 수 있다.

인쇄 헤드가 유지되는 캐리지(202)에 대해서 기록지(205)의 반송 방향 앞쪽(상류)에는 용지 반송 롤러(221)와, 그의 

외주면에 가압되는 한 쌍의 용지 누름 롤러(222, 223)가 배치되어 있고, 기록지(205)는 이들 사이를 통해서 인쇄 헤

드에 의한 인쇄 위치를 향해서 반송된다.

인쇄 헤드의 하측에는 적어도 인쇄 헤드의 왕복 이동 범위에 걸쳐서 기록 매체(205)의 안내 부재가 설치되고, 그 안내

부재에는 잉크 회수 기구(211)가 배치되어 있다. 제 8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잉크 회수 기구(211)는 반송되는 기

록지 보다도 충분히 넓은 폭의 장방형의 잉크 회수 용기(212)와, 이 내부에 배치된 잉크 흡수재(213)와, 반송되는 기

록지를 안내하기 위한 복수개의 가이드 립(214)을 구비한다. 잉크 회수 용기(213)는 바닥판(212a)과, 이 주위로부터 

직립한 전후 좌우 측벽(212b, 212c, 212d, 212e)을 가지며, 상부측은 개방 상태로 되어 있다. 잉크 흡수재(213)는 잉

크 회수 용기(212)의 바닥면(212a) 상에 있어서 그 후측벽(212b)으로부터 좌우측벽(212c, 212d)을 따르도록 U자 형

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잉크 흡수재(213)의 3방향 내주 가장자리와, 잉크 회수 용기의 전방측벽(212e)으

로 에워싸인 바닥벽(212a)에는, 부채꼴 형상의 가이드 립(214)이 폭방향으로 동일한 피치로 수직으로 돌출한 상태로 

형성되어 있다. 이들 립(214)의 상단은 잉크 회수 용기(212)의 상단면 보다도 약간 상방으로 돌출되어 있고, 따라서 

이 잉크 회수 용기(212) 위를 통과하는 기록지(205)는 이들 립(214)의 상단 부분에 의해 안내된다.

여기서, 잉크 회수 용기(212)의 바닥벽(212a)에는 잉크 배출 수단이 구비되 어 있다. 즉, 잉크 흡수관(215)이 접속되

고 이들이 잉크 흡수재(213) 측으로 연통되어 있다. 잉크 회수관(215)의 다른쪽의 측은 잉크 흡인 펌프(도시생략)측

에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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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잉크 회수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본 실시예의 프린터에 있어서는, 제 9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좌우의 잉크

흡수재의 부분은 반송되는 기록지(205)의 양단 부분의 통과 위치를 포함함과 동시에, 기록지(205)의 최대폭[W(max

)] 보다도 넓게 설정되는 인쇄폭[W(p)]을 포함하는 폭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제 1 실시예와 동일하게, 반송되는 기

록지(205)의 폭방향에 대해서는 인쇄 헤드가 그 기록지의 단부(205L)에 도달하기 전의 시점에서 인쇄를 개시하여 기

록지의 단부(205R)를 통과한 후까지 인쇄를 계속함으로써, 양단에 미인쇄 영역 없이 민인쇄를 행한다. 이와 같이 인

쇄를 행하는 경우에, 기록지의 표면에 부착되지 않고 그 이면측까지 비상한 잉크 방울은 잉크 회수 기구(211)의 잉크 

흡수재(213)의 표면에 도달하여 그 내부에 흡수된다. 따라서, 후속 기록지가 더럽혀지는 등과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기록지(205)의 반송 방향의 전후단도 미인쇄 영역이 없도록 민인쇄를 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한다. 인쇄 헤드에 의한 인쇄 위치를 제 9 도에서 라인 P로 도시하고 있다. 이 인쇄 위치는 잉크 흡수재에서 반송 

방향의 폭(라인 L1과 L2 사이)의 거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기록지(205)의 전단(205F)이 라인 P에 도

달하는 앞쪽(상류)의 시점에서 인쇄 헤드에 의한 인쇄를 개시한다. 또한, 기록지(205)의 후단(205R)이 라인 P를 통과

한 후까지 인쇄를 계속 한다. 이와 같이 인쇄를 행하는 것에 의해 기록지(205)의 전후단(반송 방향의 하류측단 및 상

류측단)에도 미인쇄 영역의 발생이 없는 민인쇄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인쇄를 행한 것으로도 기록지에 부

착되지 않고 비상한 잉크 방울은 확실히 그 이면측의 잉크 흡수재에 의해서 보충되어 그 내부로 흡수된다. 따라서, 잉

크 방울이 소망하지 않는 부분에 부착하여 후속 기록지를 더럽히는 피해를 회피할 수 있다.

여기서, 본 실시예는 잉크 흡수재(213)를 U자형으로 배치하고 있다. 물론, 잉크 흡수 용기(212)의 바닥면의 전체면에

걸쳐서 직사각형의 잉크 흡수재(213)를 배치해도 좋다. 또한 틀 형상으로 배치해도 좋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는, 

잉크 방울이 비상하는 부분에만 잉크 흡수재(213)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량이 적으므로 경제적이다. 또한, 잉

크 흡수재의 설치 스페이스가 작게되어 경제적이다. 이와 같이 사용량을 적게하여도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잉크 배출 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없다.

즉, 본 실시예에서는 잉크 흡수재(213)에는 잉크 회수관(215)을 접속하고 여기에 축적된 잉크를 회수하여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잉크 흡수재(213)에 잉크가 많이 축적되어 그 회수 효율이 저하하는 등의 피해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기록지(205)의 폭 치수의 검출을 다음과 같이 행하고 있다. 즉, 헤드 캐리지(202)의 측면에 반

사형 광학 센서(231)를 부착하고, 이 센서(231)에 의해서 반송되는 기록지의 폭 치수 또는 기록지의 폭방향의 단부가

통 과하는 위치를 검출한다. 이 검출 결과에 의거하여 기록지의 양단보다도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인쇄 범위를 설정하

도록 되어 있다. 센서(231)는 캐리지의 양측에 설치하여 양쪽의 센서 검출 결과에 의거하여 양단부 위치를 검출하면 

좋다. 또는, 1개의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쇄 전에 캐리지를 폭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의해 기록지의 양단 위

치를 검출하도록 하면 좋다.

제 2 실시예의 변형예

제 10 도에는 상기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잉크 회수 기구의 변형예를 도시하고 있다. 본 실시예의 잉크 회수 기구(3

11)도 잉크 회수 용기(312)와, 이 내부에 배치된 잉크 흡수재(313)로 구성되지만, 그 자체가 캐리지(314)에 의해 인

쇄 헤드 캐리지(315)와 일체로 되어 왕복 이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잉크 회수 기구(311)는 캐리지(314)에 의해 지지되고, 이 캐리지(314)는 평행하게 연장하는 한쌍의 가이드축(31

6, 317)에 의해서 왕복 이동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이 캐리지(314)는 타이밍 벨트(318)에 연결되고, 타이밍 벨트(

318)는 구동 풀리(319) 및 종동 풀리(320) 사이에 걸쳐 있다. 구동 풀리(319)는 감속 치차열(321)을 거쳐서 캐리지 

모터(322)의 출력축에 연결되어 있다. 한편, 인쇄 헤드를 유지하고 있는 벨트 캐리지(315)는 상기 제 2 실시예의 경

우와 동일하게 가이드판(332), 가이드축(333)에 의해 왕복 이동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그리고, 구동 풀리(334), 종

동 풀리(335) 사이에 걸쳐진 타이밍 벨트(336)에 연결되어 있다. 구동 풀리(334)는 치차열(337)을 거쳐서 상기 캐리

지 모터(322)의 출력축에 연결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두 개의 타이밍 벨트(318, 336)를 동기시켜서 구동 하는 

것에 의해 잉크 회수 기구(311)를 인쇄 헤드와 일체로 왕복 이동시키도록 되어있다.

헤드 캐리지(315)와 잉크 회수 기구(314) 사이에는 최대 인쇄폭보다도 넓은 폭의 안내 부재(361)가 배치되어 있고, 

이 안내 부재(361)는 기록지(362)의 반송 방향 앞쪽(상류)으로 향해서 소정의 길이만큼 연장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의 잉크 회수 기구(311)는 인쇄 헤드와 함께 이동하므로 제 2 실시예와 같이 인쇄 헤드의 

왕복 이동 범위를 포함하는 범위에 걸쳐서 잉크 흡수재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잉크 회수 기구를 콤팩트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대형 포스터 등과 같이 폭이 1m 도 넘는 기록지를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제 2 실시예와 같

이 그 전체폭에 걸쳐서 잉크 회수 기구를 구성하는 것보다도, 본 실시예와 같이 잉크 회수 기구를 인쇄 헤드와 일체로

되어 이동하도록 구성하는 쪽이 유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도 잉크 흡수재(313)를 잉크 흡수관(341)을 거쳐서 잉크 회수 펌프(342)에 의해 흡인하여 잉크 

탱크(343)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실시 형태

이상 각 실시예에서는, 어느 것도 칼라 인쇄를 행하기 위해서 남색, 자홍색, 황색의 3색의 칼라 잉크가 각각 내장된 3

개의 잉크 탱크를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칼라 프린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흑색 잉크 탱크

만, 또는 1색의 칼라 잉크 탱크만이 탑재된 잉크젯 프린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다.

또한, 칼라 인쇄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각 실시예 대신에 남색, 자홍색, 황색의 3색 잉크에 더하여 백색 잉크 탱크도

사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면, 기록 매체의 바탕색이 백색 이외인 경우에 있어서도 각 색을 

재현성 좋게 인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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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색, 자홍색, 황색의 각 색을 혼합할 수 있는 색은 적, 녹, 청, 흑색만이고, 그 이외의 색은 디더법(Dither method

)에 의해 면적 계조(area gradation)를 더하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색은 통상의 인쇄로 표현되는 색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색 재현성이 나쁘다. 또한, 바탕색이 백색이 아닌 기록 매체에 인쇄를 행하는 경우에는 흑

색 문자는 3색을 혼합하는 것에 의해 인쇄할 수 있지만, 백색 문자는 남색, 자홍색, 황색의 3색을 사용하여 재현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3색에 더하여 백색 잉크를 사용하면 이와 같은 피해를 회피할 수 있다.

한편, 기록 매체로서는 그 바탕색에 대해선 특히 언급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어느색의 기록 매체도 본 발명의 프린

터에 사용할 수가 있다. 상기와 같이 남색, 자홍색, 황색 및 백색의 4색 잉크가 탑재된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에는 투명

한 기록 매체, 예를 들면 투명 테이프를 준비하면 모든 칼라를 재현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잉크젯 프린터에 있어서는 테이프 등의 기록 매체의 폭 또는 길이를 초과하는 인쇄 

범위를 설정하여 민인쇄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에 미인쇄 영역 없이 민인쇄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을 벗어난 위치에서의 인쇄시에 토출한 잉크 방울을 회수하는 잉크 회수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인쇄 시에 토출한 잉크 방울이 안내 부재 등에 부착하여 후속 기록 매체를 더럽히

는 등의 피해를 회피할 수 있다.

더욱이, 잉크 배출 수단에 의해 잉크 회수 수단으로 회수한 잉크를 배출할 수 있는 구성을 채용하면, 잉크 회수 수단이

회수한 잉크로 가득차게 되고, 그 이상의 잉크를 회수 불가능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더욱이, 잉크 회수 수단을 인쇄 헤드와 일체로 되어 이동시키도록 구성하면 사이즈가 큰 포스터 등의 기록 매체에 인

쇄를 행하는 잉크젯 프린트에 있어서는 기록 매체의 전체폭 또는 길이에 걸치도록 잉크 회수 수단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기록 매체로서 테이프를 채용하고, 이것을 테이프 카트리지 형태로 잉크젯 프린터의 본체측에 대해서 착탈 가

능하게 한 구성을 채용하면 희망하는 색 및 폭의 테이프를 간단히 착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경우, 테이프 카

트리지의 케이스 등에 테이프 폭 치수를 표시하기 위한 치수 표시 수단을 배치하면, 이것에 의해 장착된 테이프에 대

응한 인쇄 폭을 간단히 설정할 수 있다.

또는, 기록 매체로서 투명한 것, 예를 들면 투명한 테이프를 채용하면 민인쇄에 의한 칼라의 재현성을 높게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 매체 공급원과,

상기 기록 매체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는 기록 매체의 반송로와,

상기 반송로를 따라서 기록 매체를 반송하는 기록 매체 방송 수단과,

상기 반송로 상에 배치되며, 반송되는 기록 매체의 제 1 방향으로 왕복 이동 가능한 잉크젯식 인쇄 헤드와,

상기 인쇄 헤드에 잉크를 공급하는 잉크 공급 수단과,

상기 인쇄 헤드에 의한 상기 제 1 방향의 인쇄 범위를,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보다 외측으로 벗어난 위치까지 되도록

설정 가능한 인쇄 구동 제어 수단, 및

상기 인쇄 헤드에 의한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 보다도 외측으로 벗어난 위치에서 상기 인쇄 헤드로부터의 토출 잉크

방울을 회수하는 잉크 회수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젯 프린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 구동 제어 수단은 또한 상기 제 1 방향과 다른 제 2 방향의 인쇄 범위를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보다도 외

측으로 벗어난 위치까지 되도록 설정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젯 프린터.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방향은 기록 매체의 반송 방향과 직교하는 상기 기록 매체의 폭방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젯 프린터.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방향은 기록 매체의 반송 방향과 평행한 기록 매체의 길이방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젯 프린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 회수 수단은, 상기 인쇄 헤드에 대해서 상기 반송로를 사이에 개재하여 대향 배치함과 동시에, 상기 인쇄 

헤드에 의한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 보다도 외측으로 벗어난 위치까지의 인쇄 범위를 포함하는 범위에 걸쳐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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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젯 프린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 회수 수단은, 반송되는 기록 매체의 상기 인쇄 헤드에 의한 인쇄 위치를 규정하는 안내 부재에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젯 프린터.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안내 부재에서 상기 기록 매체와의 대향면은 스테인레스 스틸제의 메시를 설치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잉크젯 프린터.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 회수 수단은 회수된 잉크를 배출하기 위한 잉크 배출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젯 프린터.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 회수 수단은 상기 인쇄 헤드와 일체로 되어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젯 프린터.

청구항 10.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일정폭의 장척 형상의 테이프이고, 상기 기록 매체 공급원은 테이프를 롤 형상으로 감은 상태로 수

납하고 있는 테이프 카트리지이며, 상기 테이프 카트리지는 장치 본체에 대해서 착탈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

크젯 프린터.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 카트리지는, 수납되어 있는 테이프의 폭 치수를 표시하기 위한 치수 표시 수단을 또한 구비하며, 상기 인

쇄 구동 제어 수단은, 상기 치수 표시 수단에 의해서 표시되는 폭 치수를 판독하기 위한 판독 수단을 구비하며, 판독된

폭 치수에 의거하여 상기 인쇄 헤드에 의한 상기 제 1 방향의 인쇄 범위를 기록 매체 의 가장자리단보다 외측으로 벗

어난 위치까지 되도록 설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젯 프린터.

청구항 12.
기록 매체 공급원과,

상기 기록 매체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는 기록 매체의 반송로와,

상기 반송로를 따라서 기록 매체를 반송하는 기록 매체 반송 수단과,

상기 반송로 상에 배치되며, 반송되는 기록 매체의 제 1 방향으로 왕복 이동 가능한 잉크젯식 인쇄 헤드와,

상기 인쇄 헤드에 잉크를 공급하는 잉크 공급 수단과,

상기 인쇄 헤드에 의한 상기 제 1 방향의 인쇄 범위를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보다 외측으로 벗어난 위치까지 되도록

설정 가능한 인쇄 구동 제어 수단, 및

상기 인쇄 헤드에 의한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 보다도 외측으로 벗어난 위치에서 상기 인쇄 헤드로부터의 토출 잉크

방울을 회수하는 잉크 회수 수단을 갖는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하는 상기 기록 매체로서, 투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일정폭의 장척 형상의 투명한 테이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4.
기록 매체 공급원과,

상기 기록 매체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는 기록 매체의 반송로와,

상기 반송로를 따라서 기록 매체를 반송하는 기록 매체 반송 수단과,

상기 반송로 상에 배치되며, 반송되는 기록 매체의 제 1 방향으로 왕복 이동 가능한 잉크젯식 인쇄 헤드와,

상기 인쇄 헤드에 잉크를 공급하는 잉크 공급 수단과,

상기 인쇄 헤드에 의한 상기 제 1 방향의 인쇄 범위를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보다 외측으로 벗어난 위치까지 되도록

설정가능한 인쇄 구동 제어 수단, 및

상기 인쇄 헤드에 의한 기록 매체의 가장자리단 보다도 외측으로 벗어난 위치에서 상기 인쇄 헤드로부터의 토출 잉크

방울을 회수하는 잉크 회수 수단을 갖는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하는 기록 매체 공급원으로서,

상기 기록 매체인 일정폭의 장척 형상의 투명 테이프를 롤 형상으로 감은 상태로 수납함과 동시에, 상기 잉크젯 프린

터에 대해서 착탈 가능한 테이프 카트리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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