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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윤전기에서 인쇄물의 자동 레지스터 설정 방법 및 이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다수의 컬러 잉크를 사용하는 윤전기에서 플레이트 실린더 (6, 7, 8, n1) 에 의하여 인쇄되는 인쇄물의 자동

레지스터 설정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인쇄기는 연속적인 인쇄 유닛 (3, 4, 5, n), 적어도 하나의 펄스 

생성기 (23), 상기 인쇄 유닛 (3, 4, 5, n) 의 하류에 위치한 두 개의 풀 롤러 (14, 15), 레지스터 에러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 수단 (7, 8, n1, 12, 13, n3), 인쇄 유닛 (4, 5, n) 각각에 인접하여 하류로 각각 위치한 스캐닝 헤드 (24, 25, n6) 

를 포함한다. 특히, 인쇄 유닛 (3, 4, 5, n) 각각은 하나의 상기 가압 실린더 (9, 10, 11, n2) 와 하나의 상기 플레이트 

실린더 (6, 7, 8, n1) 를 포함한다. 각 가압 실린더 (9, 10, 11, n2) 는 하나의 제어 장치 (20, 21, 22, n5) 에 의하여 제

어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윤전기, 레지스터 마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보상 롤러 (compensating rollers) 를 구비한 윤전기 (rotary printing machine) 의 구성 요소의 개략도.

도 2 는 보상 롤러가 없는 윤전기의 구성 요소의 개략도.

도 3 은 자동 레지스터 설정 동작의 초기에 윤전기의 구성요소의 개략도.

도 4 는 자동 레지스터 설정 동작의 제 1 페이즈 (phase) 에서의 윤전기의 구성요소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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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는 페이징 동작의 선도.

도 6 은 자동 레지스터 설정 동작의 제 2 페이즈에서의 윤전기의 구성요소의 개략도.

도 7 은 자동 레지스터 설정 동작의 제 3 페이즈에서의 윤전기의 구성요소의 개략도.

도 8 은 자동 레지스터 설정 동작의 제 4 페이즈에서의 윤전기의 구성요소의 개략도.

도 9 는 "마크-대-실린더 (mark-to-cylinder)" 모드에서의 레지스터 에러의 연산 선도.

도 10 은 자동 레지스터 설정 동작의 제 5 페이즈에서의 윤전기의 구성요소의 개략도.

도 11 은 "마크-대-마크 (mark-to-mark)" 모드에서의 레지스터 에러의 연산 선도.

도 12 는 자동 레지스터 설정 동작의 제 6 페이즈에서의 윤전기의 구성요소의 개략도.

도 13 은 자동 레지스터 설정 동작의 마지막 페이즈에서의 윤전기의 구성요소의 개략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명칭 *

3, 4, 5, n ; 인쇄 유닛 6, 7, 8, n1 ; 플레이트 실린더

9, 10, 11, n2 ; 가압 실린더 12, 13, n3 ; 보상 롤러

14, 15 ; 풀 롤러 18, 19, n4 ; 모터

23 ; 펄스 발생기 24, 25, n6 ; 스캐닝 헤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윤전기 (rotary machine) 에서 인쇄물의 자동 레지스터 설정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에 관

한 것이다.

특히, 본 방법은 종이, 판지 (cardboard), 폴리에틸렌 (polythene) 같은 유연한 (flexible) 재질의 두루말이 용지 (web

) 를 인쇄하는 윤전기 즉, 힐리오그래픽 (heliographic), 플렉소그래픽 (flexographic) 또는 기타 인쇄기에서, 플레이

트 실린더 (plate cylinder) 에 의해 인쇄되는 인쇄물의 자동 레지스터 설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기계는 차례 차례 놓인 각각 다른 컬러를 인쇄하는 몇 개의 인쇄 유닛 (printing units) 을 포

함한다. 인쇄 유닛 각각은 하나의 플레이트 실린더 (plate cylinder) 및 하나의 가압 실린더 (pressing cylinder) 를 

포함하고, 인쇄될 재료는 이 두 실린더 사이를 이동한다. 플레이트 실린더는 오목 실린더 (engraved cylinder), 또는 

인쇄 패턴을 복사하는 인쇄 플레이트 (printing plate) 를 구비한 실린더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쇄 유

닛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인쇄들이 정확히 중첩될 (superimposed) 필요가 있다. 각 인쇄 유닛은 두루말이 용지의 

재료에 레지스터 마크를 인쇄하고, 인쇄 유닛 사이에 정렬된 하나 이상의 보상 롤러로 이러한 두루말이 용지의 장력 (

tension) 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두루말이 용지를 연장시켜 (lengthening) 여러 가지 레지스터 마크를 중첩시킴으

로써 여러 가지 컬러의 레지스터 설정 (register setting) 을 달성한다. 이와 같은 레지스터 설정 방법은 스위스특허 

제 539,509 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 방법은 인쇄 스테이션 (printing station) 에서 레지스터 에러 (register error) 를

결정한 후, 이 결정된 결과로부터 두루말이 용지의 이동에 따라서, 관련 인쇄 스테이션과 선행하는 스테이션 사이에 

있는 이 두루말이 용지의 기준 장력 (tension) 이나 연장 (lengthening) 을 계산하고, 이 장력이나 연장으로 레지스터 

에러를 적절히 보정한다. 다음 동작은 기준 장력이나 연장을 해당 인쇄 스테이션과 이전 인쇄 스테이션 사이의 실제 

장력이나 연장과 비교하고, 이 비교 결과에 따라 두루말이 용지에 동작하여서 기준 장력이나 연장 값으로 두루말이 

용지의 장력이나 연장을 맞춘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다른 인쇄 부분을 제외한 두루말이 용지에 이전에 인쇄된 레지스터 마크만을 스캔하기 위하여 

스캐닝 게이트의 생성을 필요로 하는 레지스터 마크 스캐닝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레지스터 마크는 다른 인쇄가

없는 공간상에 인쇄되는 데, 예를 들면 두 개의 인쇄된 패턴이나 이미지들 사이에, 또는 "뱅크 에지 (bank edge)" 로 

불리는 두루말이 용지의 에지들 중의 하나에 인쇄된다. 스위스특허 제 548,933 호에서 스캐닝 게이트를 얻는 방법을 

상세히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레지스터 설정 방법은 생성 페이즈 (production phase) 에서와 같이 인쇄기가 일정한 속도로 동작할 때에만 

정확히 기능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기계를 구동할 때, 우선 여러 가지 플레이트 실린더를 서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동작은 기계 오퍼레이터에 의해 수동으로 실행되거나 사전 배치 시스템 (system of prepositionin

g) 에 의하여 실행된다. 이를 위하여, 오퍼레이터는 플레이트 실린더 각각에 의하여 인쇄된 모든 레지스터 마크를 스

캐닝 게이트 (scanning gate) 로 정의된 공간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플레이트 실린더 및/또는 보상 롤러의 수동 프리

셋팅 (manual presetting) 을 실행할 것이다. 그 후, 오퍼레이터는 동일한 작업을 반복할 때 이 동작을 반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 지 않도록 레지스터 설정 장치의 연산기 메모리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가령, 플레이트 실린더의

각위치 (angle position) 와 관련된 데이터, 보상 롤러의 위치와 관련된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한다.

또한, 이러한 프리셋팅 (presetting) 은 두 인쇄 유닛 사이의 두루말이 용지 길이 및 인쇄 사이즈에 해당하는 플레이트

실린더의 원주 (circumference) 에 따라서, 플레이트 실린더의 각위치를 계산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이 계산에서, 

비율은 반드시 정수 (integral number)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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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프리셋팅 후에, 레지스터 마크의 위치가 다소 스캐닝 게이트 범위밖에 있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페이징 (

phasing)" 으로 불리는 추가 동작에 의하여 이 레지스터 마크를 스캐닝 게이트 안에 가져오기 위하여 재배치가 수행

되어야 한다. 프리셋팅이 잘못 행하여 진 경우, 레지스터 마크는 인쇄 안에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페이징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래 기술에서 실린더 및/또는 보상 롤러를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는 적어도 다음 동작을 필요로 

한다: 우선, 오퍼레이터 (operator) 는 플레이트 실린더를 그들의 기준 지점에 따라서 그들의 개별 위치에 정렬한다. 

그 후, 오퍼레이터는 인쇄 유닛 사이의 두루말이 용지 길이를 수정함으로써 실린더 및/또는 보상 롤러를 미리 배치할 

것이다. 그 후, 오퍼레이터는 오실로스코프에 의해서 또는 코드에 의해서 자동으로 페이징 동작을 진행하기 전에, 느

린 속도로 개략적인 수동 설정을 수행한다. 이 마지막 단계의 결과로써, 생성 페이즈 (production phase) 를 착수할 

수 있기 전에 순환 효과 (recurrence effect) 에 의하여 정확한 조정이 수반되는 새로운 페이징 동작을 포함하는 새로

운 수동 레지스터에서 필요한 보정이 수행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상술한 동작의 응용은 생성 페이즈에서 기계를 시작 페이즈로부터 일정한 동작 속도로 가져오기 위

해 두루말이 용지의 많은 소비를 수반한다.

이러한 두루말이 용지의 많은 소비는 몇가지 요인에서 기인하지만, 특히 플레이트 실린더 및/또는 보상 롤러의 프리

셋팅이 기계 오퍼레이터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수행되고 오퍼레이터가 즉시 모든 플레이트 실린더를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식별 에러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사실, 잘못된 설정은 레지스터 마크가 스캐닝 게이트 내에 인쇄

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가능한 페이즈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프리셋팅이 올바르지 않으

면 시작의 시점에 설정 에러의 가능성은 최대로 대략 인쇄 크기의 반이 될 수 있고, 레지스터 마크가 인쇄 이미지에 

해당하는 영역에 인쇄되어 레지스터 마크의 검출과 페이징이 불가능해지는 위험성이 있다. 많은 다른 문제들은 특히 

실린더를 삽입하는 데 있어서 정밀성, 사용되는 기판 (substrates) 의 다양성, 인쇄 유닛들 간이나 때때로 가변 두루

말이 용지들 간의 두루말이 용지의 상이한 장력 레벨에 의존하는 플레이트 실린더의 설정 동작에 영향을 미친다. 예로

든 이러한 파라미터는 종종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 파라미터들은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인쇄 유닛 사

이에서 하류로 갈수록 강해지는 부정확을 유발하여, 최종적으로는 자동 레지스터 설정을 위해 특정된 허용치를 초과

한다.

산업 그래픽 기술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생산 열 (production series

) 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 이것은 잦은 작업 (job) 변경을 유발한다. 이러한 변경은 많은 종이의 낭비를 가져오고 준비 

페이즈 (preparation phase) 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최종 생산물의 비용에 반영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고, 특히 윤전기를 설정할 때 시간과 두루말이 용지의 소비를 현저하

게 감소시키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청구항 제 1 항에 있어서 기술된 방법 및 청구항 제 9 항에 있어서 기술된 장치에 의하여 달성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후술할 본 발명은 가장 효과적인 초기 레지스터 에러를 인정하는 간단한 자동 레지스터 설정을 제시한다. 본 방법은 

새로운 작업이나 대략 지난 작업의 준비에 있어서 동일하다. 두루말이 용지 및 유닛 사이의 길이에 대한 데이터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 페이징 및 레지스터 설정은 몇 개의 거듭 인쇄 (overprintings) 로 인하여 레지스터 마크의 겹침 (ov

erlapping) 이나 오해 (misunderstanding) 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지 하나의 컬러로 행해진다. 레지스터 에러의 보정

은 두루말이 용지 장력에서의 어떤 변화도 유발시키지 않고 보상 롤러를 빠른 속도, 통상적으로 약 15 mm/s 로 이동

시킴으로써 매우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루말이 용지를 건조시킬 때와 같이, 인쇄 유닛들 사이에서 사용되

는 많은 공전 롤러 주위에서 움직일 때의 두루말이 용지 경로의 가능한 에러는 영향 없이 두루말이 용지 경로의 길이

를 수정한다. 본 발명에 따라서, 레지스터 설정 방법은 플레이트 실린더나 가압 실린더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동작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방법으로 인하여 인쇄 유닛은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유지를 위하여 어떤 인쇄 유닛이 윤전기의 중앙에 기능을 상실하도록 설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기능 

상실 설정은 자동 레지스터 설정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본 발명은 권리의 제한 없이 단지 예시로서만 제시되고 첨부 도면에서 도시된 일 실시예로부터 더 명확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 은 보상 롤러 (compensating rollers) 를 구비한 윤전기의 구성 요소들의 개략도이다.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 (w

eb; 1) 는 화살표 (2) 가 표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 (1) 는 인쇄 유닛 (printing units;

3, 4, 5, n) 을 통해 연속적으로 이동한다. 윤전기가 다수의 연속적인 인쇄 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기

에서 참조 번호 (n) 를 사용한다. 각각의 인쇄 유닛 (3 내지 n) 은 가압 실린더 (pressing cylinders; 9, 10, 11, n2) 와

함께 플레이트 실린더 (plate cylinders; 6, 7, 8, n1) 를 포함한다. 도 1 에서 도시된 실시예에서, 보상 롤러 (12, 13, 

n3) 각각은 인쇄 유닛 (3, 4, 5, n) 각각의 사이에 배치된다. 마지막 인쇄 유닛 (n) 다음에는, 두 개의 풀 롤러 (pull roll

ers; 14, 15) 를 제어하고 댄서 롤러 (dancer roller), 장력 검출기 (tension detector), 또는 이와 동등한 장치로 구성

된 장력 센서 (tension sensor; 16) 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두루말이 용지 장력 제어 장치 (control device of web t

ension; 17) 가 위치한다. 보상 롤러 (12, 13, n3) 각각은 자체의 개별 모터 (18, 19, n4) 에 의해 제어된다. 가압 실린

더 (9, 10, 11, n2) 는 제어 장치 (20, 21, 22, n5) 에 의해 수직으로 이동한다. 플레이트 실린더 (6, 7, 8, n1) 는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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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생성기 (23) 와 결합한다. 인쇄 유닛 (4, 5, n) 의 출력에는 스캐닝 헤드 (scanning heads; 24, 25, n6) 가 구비되

어 플레이트 실린더 (6, 7, 8, n1) 각각에 의해 두루말이 용지 (1) 에 인쇄된 레지스터 마크의 위치를 스캐닝한다. 가압

실린더 (9, 10, 11, n2) 의 제어 장치 (20, 21, 22, n5) 는 한 쪽으로는 레지스터 에러 연산 회로 (27) 와 연결되고 다

른 쪽으로는 플레이트 실린더 (6, 7, 8, n1) 의 각위치 연산 회로 (28) 와 연결된 제어 회로 (26) 에 의해 제어된다. 각

위치 연산 회로 (28) 는 플레이트 실린더 (6, 7, 8, n1) 각각에 연결된 펄스 생성기 (23) 로부터 오는 정보를 추가로 수

신한다. 각위치 연산 회로 (28) 는 스캐닝 헤드 (24, 25, n6) 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레지스터 에러 연산 회로 (27) 

에 연결된다. 레지스터 에러 연산 회로 (27) 는 모터 (18, 19, n4) 가 보상 롤러 (12, 13, n3) 의 이동을 유발하게 하는

제어 회로 (32) 의 정보를 생성하는 레지스터 조절기 (31) 에 송신되는 정보를 생성한다.

도 2 는 보상 롤러가 없는 윤전기의 구성 요소의 개략도이고, 이것은 다른 종류의 윤전기의 자동 페이징 방법의 한 응

용을 나타낸다. 이 도면에 도시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는 도 1 에 관련하여 사용된 도면 부호와 동일한 도면 부호로 정

의되지만, 레지스터 설정 동작은 보상 롤러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플레이트 실 린더 (6, 7, 8, n1) 회전의 제어 회

로 (33) 에 의하여 플레이트 실린더 (6, 7, 8, n1) 의 회전에 직접 작동함으로써 수행되기 때문에, 플레이트 실린더 (6,

7, 8, n1) 의 회전 제어에 관련된 구성 요소는 참조 번호를 달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펄스 생성기 (23) 를 플레이트 

실린더 (6, 7, 8, n1) 각각과 관련시키는 것도 적절하다. 불필요하게 도면을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 단지 하나의 펄

스 생성기 (23) 가 여기에 도시되지만, 플레이트 실린더의 수만큼 펄스 생성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통상

적으로 이러한 펄스 생성기는 플레이트 실린더의 구동 샤프트의 한쪽 단부에 배열된다.

도 3 은 자동 레지스터 설정 동작의 초기에 윤전기의 구성요소의 개략도이다. 이 초기 구성에서, 모든 가압 실린더 (9,

10, 11, n2) 는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 (1) 가 한 쌍의 풀 롤러 (14, 15) 에 의해 하류로 핀치되도록 (pinched) 하게끔 

상승된 지점 (raised position) 에 위치한다. 플레이트 실린더 (6, 7, 8, n1) 는 자체의 각위치의 어떤 레지스터도 없이

자체의 위치에 삽입된다. 가압 실린더가 상승됨으로 해서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는 플레이트 실린더 위로 이동할 때조

차도 여전히 공백 (blank) 이고 어떤 인쇄도 포함하지 않는다. 유닛 사이의 두루말이 용지 경로 길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보상 롤러 (12, 13, n3) 는 어떤 위치도 점유할 수 있지만, 우선 이것들을 중앙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쇄될 기판의 경제적 이유로, 인쇄의 레지스터 설정에 필요한 모든 페이즈 동안 바람직하게 두루

말이 용지는 감소된 속도로 이동한다. 스캐닝 헤드를 고정시킬 필요는 없고, 이것은 레지스터 마크의 실행선 (running

line) 상에서 두루말이 용지의 두루말이 용지 이동 방향에 관하여 가로질러 이동될 수 있다.

도 4 는 자동 레지스터 설정 동작의 제 1 페이즈에서의 윤전기의 구성요소의 개략도이다. 바람직하게, 인쇄될 두루말

이 용지 (1) 가 낮은 속도로 움직이는 제 1 페이즈에서,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 (1) 를 대응하는 플레이트 실린더 (n1) 

에 대하여 가압할 때까지 마지막 가압 실린더 (n2) 를 하강시킨다. 그 후, 스캐닝 헤드 (n6) 는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 (

1) 에서의 인쇄를 스캔할 수 있고 인쇄 플레이트 또는 오목 실린더의 이미지로 동시에 인쇄되는 대응하는 인쇄 유닛 (

n) 의 레지스터 마크를 검출할 수 있다. 일단 검출되면, 이 레지스터 마크의 위치측정 (localization) 은 검출 시간에 

대응하는 펄스 생성기의 증분을 기록함으로써 쉽게 저장될 수 있다. 이 레지스터 마크가 스캐닝 헤드에 의해 검출되지

않았다면, 레지스터 마크의 런닝 라인과 일치할 때까지 스캐닝 헤드를 가로질러 이동시키기 위해 신호가 내보내질 것

이다. 스캐닝 헤드가 정확한 위치에 있을 때 제 2 신호가 수신될 것이다. 전체 인쇄 범위 동안에, 단지 레지스터 마크

가 스캐닝 헤드에 의해 검출될 것이다. 레지스터 마크의 위치가 인쇄 플레이트 또는 오목 실린더에 대하여 이동할 수 

없고 상기 표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캐닝 게이트는 나머지 인쇄 스캐닝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배경 잡음을

피하기 위해 이 레지스터 마크 주위에 생성될 수 있다. 스캐닝 게이트를 레지스터 마크 주위에 위치시키는 이러한 동

작을 페이징 동작 (phasing operation) 이라 부른다.

도 5 는 모든 인쇄 유닛이 개별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상류로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이러한 페이징 동작의 선도를 나

타낸다. 구체적으로, 인쇄 유닛 (n) 의 페이징은 다음의 방법으로 실행된다. 펄스 생성기 (23) 에 의해 생성되는 펄스

의 수는 상기 레지스터 마크 (36) 가 스캐닝 헤드 (n6) 에 의해 검출될 때까지, 대응하는 플레이트 실린더에 속하는 상

대 원점 (relative origin) 으로부터 먼저 계산된다. 상기 레지스터 마크 (36) 가 스캐닝 헤드 (n6) 앞에 나타날 때까지,

펄스 수는 플레이트 실린더 (n1) 의 필요한 회전에 대응한다. 이러한 레지스터 마크의 검출은 즉시 이 시점에서 펄스 

생성기의 증분, 즉 펄스 생성기가 가령 3600 의 실린더 회전을 포함한다면, 증분 수 200 의 저장을 포함할 것이다. 전

자 회로로써, 스캐닝 게이트 (35) 는 인쇄 유닛 (n) 의 레지스터 마크 (36) 주위에 생성될 것이고 스캐닝 게이트 (35) 

의 위치는 스캐닝 게이트 (35) 의 시작 지점 (37) 과 끝 지점 (38) 에 대응하는 증분 수, 즉 펄스 생성기의 증분 수 150

및 증분 수 250 을 기록함으로써 저장될 것이다. 따라서, 자동 페이징은 레지스터 마크가 항상 대응하는 스캐닝 게이

트의 안에 있을 것을 보장하는 동안에 달성될 것이다.

도 6 및 도 7 은 각각 자동 레지스터 설정 동작의 제 2 및 제 3 페이즈에서 윤전기의 구성 요소의 개략도이다. 이 두 

개의 페이즈는 자동 레지스터 설정의 제 1 페이즈에 대하여 기술된 방법과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가압 실린더 (11, 10) 는 일단 이들 각각에 대하여 이전 페이즈가 완전히 달성되면 연속적으로 하강된다. 그럼으로써,

스캐닝 헤드 (24, 25) 를 구비한 다음의 인쇄 유닛 (4, 5) 각각에 대하여 페이징 동작은 문제되는 페이즈의 인쇄 유닛

의 단지 하나의 인쇄를 포함하는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 (1) 로 실행된다. 이러한 장점은 반대 방향으로부터 생기는데,

이것에 따라 가압 실린더는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의 이동 방향에 따라 연속적으로 하강된다. 스캐닝 헤드는 해당 유

닛의 레지스터 마크 (36) 를 쉽게 검출할 수 있고, 페이징 동작 및 레지스터 마크 (36) 주위의 스캐닝 게이트 (35) 의 

위치 저장은 이러한 인쇄 유닛의 각각에 대하여 레지스터 마크가 운 나쁘게 인쇄의 겹침으로 손실될 위험 부담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모든 스캐닝 헤드가 제 1 자동 레지스터 설정 동작의 시작 단계부터 이미 정확히 위치하고 있다면, 페이징 동작은 관

련되는 모든 인쇄 유닛의 가압 실린더 (10, 11, n2) 를 동시에 하강시킴으로써, 단지 하나의 유일한 페이즈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스캐닝 헤드가 이미 정확히 위치하고 있다면, 관련된 인쇄 유닛의 레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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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마크를 반드시 검출할 것이다.

하나 이상의 인쇄 장치가 바니시 같은 안료 없이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에 연속적으로 필림을 위치시킨다면, 상기 스

캐닝 헤드가 레지스터 마크를 볼 수 없거나 검출할 수 없을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페이징 동작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간단한 해결책은 정해진 각위치, 가령 12 시 방향에 이러한 바니시 유닛의 플

레이트 실린더를 초기에 위치시킴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바니시 유닛의 플레이트 실린더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인쇄 유닛의 페이징 동작은 부족에 의해 달성되고, 그 후 이 인쇄 유닛의 가압 실린더를 하강시키는 단계

는 상류에 위치한 다음의 인접한 인쇄 유닛의 가압 실린더를 하강시키는 것과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도 8 은 제 4 페이즈 동안의 윤전기의 구성 부품을 나타낸다. 이 페이징이 달성되고 난 후, 가압 실린더 (10, 11, n2) 

는 상승되고, 이것은 인쇄 유닛 (4, 5, n) 의 인쇄를 제거하고,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 (1) 에 자신의 인쇄 플레이트나 

자신의 오목 실린더의 패턴을 더 이상 인쇄할 수 없을 것이다. 상류에에 위치한 제 1 가압 실린더 (9) 만이 바람직하게

동시에 하강되지만, 다른 가압 실린더가 상승되기 전에는 하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인쇄 유닛 (3) 의 레지스터 

마크만이 두루말이 용지 (1) 에 인쇄될 것이다. 이전에 인쇄 유닛 (4, 5, n) 각각에 대하여 정의된 스캐닝 게이트에서, 

가상의 레지스터 마크 (39) 가 스캐닝 게이트 (35) 중앙에 전자적으로 (electronically) 생성되어 위치할 것이다.

도 9 는 "마크-대-실린더 (mark-to-cylinder)" 로 칭하는 모드에서 레지스터 에러 (41) 의 연산 선도에서 가상의 레

지스터 마크 (39) 의 유틸리티를 나타낸다. 가상의 레지스터 마크 (39) 의 위치는 페이징 동작 동안에 저장되고, 스캐

닝 게이트 (35) 의 시점과 종점에 해당하는 알려진 증분 (37, 38) 으로 계산된다. 그런 다음, 인쇄 유닛 (4) 의 스캐닝 

헤드 (24) 에 의해, 최상류에 위치한 제 1 인쇄 유닛 (3) 에 의해 인쇄된 레지스터 마크 (40) 는 검출될 것이다. 따라서

, 제 1 인쇄 유닛 (3) 의 가상 마크 (39) 와 레지스터 마크 (40) 사이의 레지스터 에러 (41) 는 저장된 증분을 감산함으

로써 쉽게 결정될 수 있다. 이 보정의 목적은 제 1 인쇄 유닛 (3) 의 레지스터 마크 (40) 를 가상의 레지스터 마크 (39)

와 같게 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레지스터 에러 (41) 의 보정은 인쇄 유닛 (4) 에 대하여 이 인쇄 유닛 (4) 의 단지 

상류에 위치한 보상 롤러 (12) 를 이동함으로써 수행한다. 이 보정은 댄서 롤러의 반대 방향으로의 이동 또는 장력 유

닛 (16) 에 첨부된 다른 제어 유닛 상에서의 다른 보상 결과를 포함한다.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 (1) 가 인쇄 유닛 (3) 

만에 의해서는 상류로 핀치되고 한 쌍의 풀 롤러 (14, 15) 만에 의해서는 하류로 핀치되어, 레지스터 에러 (41) 의 보

정은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 (1) 장력의 증가나 감소를 유발함이 없이 일정한 장력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동작은 두루

말이 용지가 해당 보상 롤러 (12) 와 풀 롤러 (14, 15) 사이의 경로를 따라 핀치에 의해 이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

에 가능하다. 인쇄 유닛 (4) 에 대하여, 따라서 이러한 소위 "마크-대-실린더" 레지스터가 실현된다.

도 10 은 자동 레지스터 설정 동작의 제 5 페이즈에서 윤전기의 구성 요소를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제 1 인쇄 유닛 (3) 에 의해 인쇄되는 제 1 레지스터 마크 (40) 는 인쇄 유닛 (4) 과 인쇄 유닛 (5) 사이에 위치한 제 2 

보상 롤러 (13) 에 도달한다. 제 2 인쇄 유닛 (4) 의 가압 실린더 (10) 는 하강되고, 플레이트 실린더 (7) 의 이미지는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 (1) 에 인쇄 유닛 (4) 에 의해 인쇄되는 해당 레지스터 마크 (36) 로 인쇄된다.

도 11 은 "마크-대-마크 (mark-to-mark)" 로 칭하는 정확한 모드에서 잔여 레지스터 에러 (42) 연산에 관한 선도를 

나타낸다. "마크-대-실린더" 모드에서 레지스터 에러 (41) 의 페이징 및 연산이 모든 인쇄 유닛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서, 유닛 (3, 4) 각각의 레지스터 마크 (40, 36) 는 스캐닝 헤드 (24) 에 의해 검출되는 동일한 스캐닝 게이트 (35) 에 

나타난다. 그러나, 인쇄된 기판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변수 (습도, 두루말이 용지의 동질성, 및 다

른 주위 작업 조건) 때문에 이 두루말이 용지는 조금 연장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참고로 이용되는 제 1 인쇄 유닛 (3)

의 레지스터 마크 (40) 에 대하여 레지스터 마크 (36) 를 조금 이동시키게 한다. 예를 들면, 스위스특허 제 539,509 

호에 기술된 종래의 레지스터 제어 시스템은 가령, 보상 롤러의 이동을 제어하는 모터의 제어 회로 (32) 에 따라 작용

함으로써 또는 플레이트 실린더의 회전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 (33) 에 따라 작용함으로써 이 잔여 레지스터 에러 (res

idual register error; 42) 를 보정하도록 한다.

도 12 는 자동 레지스터 설정 동작의 제 6 페이즈에서 윤전기의 구성 요소의 선도이다. 제 6 페이즈는 도 10 및 도 11

과 연결하여 미리 기술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 1 인쇄 유닛 (3) 에 의해 인쇄되는 제 1 레지스터 마크

(40) 는 바로 옆의 인쇄 유닛 (5) 에 도달한다. "마크-대-실린더" 에러의 연산 및 보정은 인쇄 유닛 (5) 에 의해 선행하

는 인쇄 유닛에 대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인쇄 유닛 (4) 으로부터 발생된 선행 인쇄

는 제 2 보상 롤러 (13) 의 레벨에 위치된다. 따라서, 동작의 동일한 연속으로 가압 실린더 (11) 가 하강될 때, 선행 플

레이트 실린더 (7) 에 의해 인쇄된 인쇄는 해당 인쇄 유닛 (5) 의 레벨에 아직 도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해당 플레이

트 실린더 (8) 의 이미지는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 (1) 에 레지스터 마크 (36) 를 가지고서 인쇄되는 데, 이 위치에 단지

제 1 인쇄가 제 1 플레이트 실린더 (6) 에 의해 인쇄되는 레지스터 마크 (40) 를 포함하고서 인쇄된다. "마크-대-마크

" 모드에서의 잔여 레지스터 에러 (42) 의 연산 및 보정이 해당 유닛 (5) 의 기준 레지스터 마크 (40) 및 기준 레지스터

마크 (36) 의 스캐닝 헤드 (25) 에 의한 검출 후에 일어날 수 있다.

도 13 은 자동 레지스터 설정의 마지막 페이즈에서 윤전기의 구성 요소의 개략도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제 1 플레이

트 실린더 (6) 의 레지스터 마크 (40) 와 페이징 후에 결정되어 저장된 가상의 레지스터 마크 (virtual register error;

39) 사이에 "마크-대-실린더" 연산이 진행될 것이다. 보상 롤러 (n3) 에 보정값을 적용하고 난 후, 제 1 플레이트 실

린더 (6) 의 레지스터 마크 (40) 및 해당 인쇄 유닛 (n) 의 레지스터 마크 (36) 사이의 "마크-대-마크" 모드에서의 잔

여 레지스터 에러 (42) 의 연산과 보정이 진행될 것이다. 일단 이 보정이 수행되고 난 후, 모든 컬러는 서로 레지스터 

내에 있게 되고 자동 레지스터 설정 방법은 달성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윤전기는 일정한 속도로 동작할 수 있고, 그

후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 (1) 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명백히, 본 설명에서 소정의 페이즈나 단계의 수는 원하는 인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쇄 유닛의 수에 

의존한다. 그러나 본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는다. 다수의 동일 컬러의 인쇄가 존재한다면, 본 방법의 과정

에 레지스터 마크의 신뢰할 만한 검출을 보장받기 위하여 표의 컬러나 패턴 검출 방법의 사용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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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의 주제에 많은 개선이 있을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윤전기에서 인쇄물의 레지스터를 자동으로 설정함으로써 윤전기 설정시에 소비되는 시간과 종이의 낭비를 막고, 작

업 변경에 따른 시간과 종이를 절약할 수 있어 종국적으로 생산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 (web; 1) 의 이동 방향 (2) 에 대하여 하류로 각각 위치한 연속적인 인쇄 유닛 (printing units; 

3, 4, 5, n) 과,

하나이상의 펄스 생성기 (pulse generator; 23) 와,

상기 인쇄 유닛 (3, 4, 5, n) 의 하류에 위치한 두 개의 풀 롤러 (pull rollers; 14, 15) 와,

가압 실린더 (pressing cylinders; 9, 10, 11, n2) 를 플레이트 실린더 (plate cylinders) 에 대하여 하강시킬 때 두루

말이 용지 (1) 에 인쇄되는 레지스터 마크 (regiser marks; 36, 40) 에 의해 결정되는 레지스터 에러 (register error

s; 41, 42) 를 보정하기 위하여 플레이트 실린더 (7, 8, n1) 와 함께 사용되는 보상 롤러 (compensating rollers; 12, 

13, n3) 와,

상기 개별 인쇄 유닛 (4, 5, n) 에 인접하여 하류로 각각 위치한 스캐닝 헤드 (scanning heads; 24, 25, n6) 를 구비하

며,

특히, 상기 인쇄 유닛 (3, 4, 5, n) 각각은 제어 장치들 (control devices; 20, 21, 22, n5) 중의 하나의 제어 장치에 의

해 제어되는 상기 가압 실린더들 (9, 10, 11, n2) 중의 하나의 가압 실린더 뿐만 아니라 상기 플레이트 실린더들 (6, 7,

8, n) 중의 하나의 플레이트 실린더를 포함하며 또한, 다수의 컬러 잉크를 사용하는 윤전기 (rotary machine) 에서 플

레이트 실린더 (6, 7, 8, n1) 에 의해 인쇄되는 인쇄물의 자동 레지스터 설정 방법에 있어서,

a) 최종 가압 실린더 (n2) 를 하강시키는 단계와,

b) 플레이트 실린더 (n1) 에 의해 인쇄되는 레지스터 마크 (36) 의 연속적 통과에 수직으로 위치하도록 인쇄 유닛 (n) 

의 스캐닝 헤드 (n6) 를 정렬하는 단계와,

c) 인쇄 유닛 (n) 의 페이징 (phasing) 으로 칭하는 동작 단계와,

d) 최상류에 위치한 제 1 인쇄 유닛 (3) 을 제외한 모든 인쇄 유닛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상류로 연속적 단계 a), b), c)

를 반복하는 단계와,

e) 상기 하강시켰던 모든 가압 실린더 (10, 11, n2) 를 상승시키고, 상기 모든 가압 실린더 (10, 11, n2) 가 상승시키

자마자 제 1 가압 실린더 (9) 를 하강시키는 단계와,

f) "마크-대-실린더 (mark-to-cylinder)" 로 칭하는 모드에서 레지스터 에러 (41) 를 결정하는 단계와,

g) 보상 롤러 (12, 13, n3) 또는 플레이트 실린더 (7, 8, n1) 로써 일정한 두루말이 용지 (1) 장력으로 레지스터 에러 (

41) 를 보정하는 단계와,

h) "마크-대-마크 (mark-to-mark)" 로 칭하는 모드에서 잔여 레지스터 에러 (42) 를 결정하는 단계와,

i) 보상 롤러 (12, 13, n3) 또는 플레이트 실린더 (7, 8, n1) 로써 잔여 레지스터 에러 (42) 를 보정하는 단계와,

j) 제 2 인쇄 유닛 (4) 에서 시작하여 모든 인쇄 유닛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하류로 연속 단계 f), g), h), i) 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물의 자동 레지스터 설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징 동작은, 펄스 생성기 (23) 에 의하여 제공되는 증분으로써 상기 레지스터 마크 (36) 주위에 스캐닝 게이

트 (scanning gate; 35) 를 전자적으로 (electronically) 위치시키고, 가상 레지스터 마크 (39) 를 정의하기 위하여 레

지스터 마크 (36) 의 위치에 대응하는 증분값을 결정하고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물의 자동 레지스터 설정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마크-대-실린더" 로 칭하는 모드에서 상기 플레이트 실린더 (7, 8, n1) 의 레지스터 에러 (41) 의 결정은 관련 인쇄 

유닛의 스캐닝 헤드로써 제 1 인쇄 유닛 (3) 에 의하여 인쇄된 레지스터 마크 (40) 를 검출한 후, 기준으로 사용되는 

상기 레지스터 마크 (40) 와 상기 가상의 레지스터 마크 (39)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물의 자동 레지스터 설정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마크-대-마크" 모드에서 플레이트 실린더 (7, 8, n1) 의 잔여 레지스터 에러 (42) 의 결정은 상기 관련 인쇄 유닛의 

가압 실린더를 하강시킨 후, 대응하는 스캐닝 헤드로써 제 1 인쇄 유닛 (3) 에 의해 인쇄된 레지스터 마크 (40) 를 검

출하고, 최종적으로 기준으로 사용되는 레지스터 마크 (40) 와 상기 관련 인쇄 유닛에 의해 인쇄된 레지스터 마크 (36

) 사이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물의 자동 레지스터 설정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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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마크-대-마크" 모드에서 잔여 레지스터 에러 (42) 를 결정하는 동안, 관련 인쇄 유닛의 레지스터 마크 (36) 와 제 1 

인쇄 유닛 (3) 의 레지스터 마크 (40) 만이 상기 관련 인쇄 유닛의 스캐닝 헤드에 의해 검출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레지스터 설정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단계 a), b), c) 는 대응하는 가압 실린더를 하강시키기 전에 스캐닝 헤드가 미리 정렬된 모든 인접 인쇄 유닛 (4, 5, n)

에 대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물의 자동 레지스터 설정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인쇄될 두루말이 용지 (1) 상에 판독할 수 없는 필름을 배치하는 플레이트 실린더가 가늠된 각위치 (angular position

) 에 초기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물의 자동 레지스터 설정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하나의 플레이트 실린더당 하나 이상의 레지스터 마크 (36, 40) 를 사용하는 것은 상기 레지스터 마크 (36, 40) 를 구

별하기 위하여 이들에 관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물의 자동 레지스터 설정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가압 실린더 (9, 10, 11, n2) 의 제어 장치 (20, 21, 22, n5) 가 레지스터 에러의 연산 회로 (27) 에 연결된 자동 제어 

회로 (26) 에 의하여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보상 롤러 (12, 13, n3) 만이 레지스터 에러 (41, 42) 를 보정하는 데 사용될 때, 모든 플레이트 실린더 (6, 7, 8, 

n1) 가 단일 및 동일한 펄스 생성기 (23) 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 실린더 (7, 8, n1) 만이 레지스터 에러 (41, 42) 를 보정하는 데 사용될 때, 플레이트 실린더 (6, 7, 8, n

1) 각각이 펄스 생성기 (23) 를 구비하고 여기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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