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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잉크 제트 헤드를 이용하여,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양단, 또는 전후단에 칠하고 남는 것이 발생하지 않고,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미리 폭이 정해져 있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T)의 표면은 그폭보다도 좁은 폭의 부분이 실제의 수상면(311)으로 되

고, 그 양측은 더미용 수상면(313a, 314a)으로 되어 있다.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에 있어서는, 수상면(311) 단에서부

터 그폭방향의 외측 더미용 수상면(313a, 314a)에 걸쳐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한다. 전체면바름 인쇄후에, 박리지(30

3)로부터 좌우의 불필요한 더미 부분(313, 314)을 남기고, 절입선(315, 316)을 따라서 중앙의 수상면 부분(312)만을

절단한다. 절단된 수상 부분(312)은 양단이 빈틈없이 칠해진 전체면바름 인쇄가 실시된 인쇄가 끝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부로써 임의의 장소에 붙일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을 적용한 잉크 제트 프린터의 외관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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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도는 제 1 도의 프린터 주요부분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 구성도.

제 4 도는 제 3 도에 도시한 잉크 제트 프린터의 주요부분을 상측에서 본 상태의 구성을 나타낸 개략 구성도.

제 5A 도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일례를 나타낸 부분 사시도.

제 5B 도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일례를 나타낸 횡단면도.



등록특허  10-0388374

- 2 -

제 5C 도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일례를 나타낸 부분 평면도.

제 6 도는 제 1 도의 잉크 제트 프린터의 제어계를 나타내는 개략 구성도.

제 7A 도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부분 사시도.

제 7B 도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횡단면도.

제 8 도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양단부를 절단하는 기구를 나타내는 설명도.

제 9 도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의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도.

제 10 도는 전체면바름 인쇄의 개시단 부분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의 폭을 조정하는 동작을 나타내기 

위한 설명도.

제 11 도는 전체면바름 인쇄의 개시단 부분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의 폭을 조정하는 동작을 나타내기 

위한 설명도.

제 12 도는 전체면바름 인쇄의 종료단 부분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의 폭을 조정하는 동작을 나타내기 

위한 설명도.

제 13 도는 전체면바름 인쇄의 종료단 부분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의 폭을 조정하는 동작을 나타내기 

위한 설명도.

제 14 도는 연속적인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에 있어서 절단되어 폐기되는 테이프량을 적게하기 위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도.

제 15 도는 연속적인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에 있어서, 전회(前回)의 전체면바름 인쇄폭 모드에 대한 다음번 전체면바

름 폭의 각각의 모드 설정시에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후퇴량을 나타내는 대응도.

제 16 도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또다른 예를 나타내는 부분 사시도.

제 17 도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양단에 형성된 눈금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잉크 제트 프린터 2 : 베이스

3 : 테이프 카트리지 4 : 잉크 탱크

5 : 잉크 제트식 인쇄 헤드 6 : 헤드 캐리지

7 : 리드 나사 8 : 종이 안내부

38 : 테이프폭의 표시부 120 : 테이프폭의 검출부

301 : 수상층 302 : 점착층

303 : 박리지 311 : 수상면

313, 314 : 더미 부분 313a, 314a : 더미용 수상면

315, 316 : 절단면선 T : 테이프(테이프형상 기록 매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잉크 제트 헤드를 사용해서 일정한 폭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표면을 잉크에 의해 빈틈없이 칠하는 전

체면바름 인쇄를 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그와 같은 전체면바름 인쇄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잉크 제트 프린터로서는 다양한 것이 알려져 있고, 이들 가운데에는 각색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대해서 칼라 인

쇄하도록 구성된 소형 프린터가 제안되어 있다. 이런 형식의 소형의 잉크 제트 프린터는 잉크 제트 헤드에 대하여, 시

안(C), 마젠다(M) 및 황(Y)의 각색의 잉크 탱크로부터 잉크를 공급함으로써 테이프형상 기 록 매체상에 칼라 인쇄를 

행할 수 있다.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서는, 이면(裏面)측에 박리지로 덮힌 점착층이 형성되어, 인쇄후에 절단하여 일정의 길이로 

하고, 박리지를 벗기게 함으로써 희망하는 장소에 라벨로서 붙힐 수 있다. 이와 같은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를 행하는 프린터는, 라벨 프린터, 라벨 워드프로세서등으로 불리며 근래 시장에 나돌고 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이러한 잉크 제트 프린터를 사용해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전체면을 빈틈없이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테이프의 폭방향을 향해 인쇄 헤드를 왕복 이동시켜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할 경우에는, 테이프폭 방향의 단(端)

으로부터 단까지, 꽉차게 인쇄를 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테이프의 폭방향의 단에 맞춰서 인쇄 헤드를 구동하여 인

쇄를 정확히 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때문에, 예컨데, 인쇄 동작의 개시가 인쇄 헤드가 테이프의 단에 위치한 시점보

다도 늦은 경우에는, 테이프의 폭방향의 테두리의 부분을 칠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역으로, 인쇄 동작의 개시

가 인쇄 헤드가 테이프의 단에 위치하는 시점보다 빠른 경우에는, 인쇄 헤드로부터 배출한 잉크 방울이 인쇄 헤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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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하게 배치되어 있는 용지 안내부에 부착되어 버린다. 용지 안내부에 잉크 방울이 부착되면 이것을 반송되는 테이

프가 잉크 방울로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에 있어서도, 그 전후단에는 빈 틈없이 인쇄를 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즉,

반송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전방단에 맞춰서 인쇄 헤드에 의한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하는 것은 상기와 같이 테

이프폭 가득히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곤란하며, 또한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테이

프형상 기록 매체는 인쇄후에 소정의 길이로 절단되서 사용된다. 이 때문에 절단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후단에도

꽉찬 상태로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하고자 하면,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반송 및 인쇄 헤드의 구동을 정밀도가 양호

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절단 위치도 정확히 제어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 발명의 과제는 이와 같은 점에 비춰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좌우의 테두리를 칠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는 일

없이, 또한, 배출된 잉크 방울이 용지 안내부등에 부착되어 반송되는 기록 매체를 오염시키는 일없이, 기록 매체의 양

단을 빈틈없이 칠할 수 있는 전체면바름 인쇄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과제는 인쇄후에 절단해서 얻어지는 소정 길이의 인쇄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편(片)에 있어서, 그 

전후단을 칠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는 일없이 전체면을 칠할 수 있는 전체면바름 인쇄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과제는 상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구성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제안하는데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미리 폭이 정해져 있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수상면(受像面)에 있어

서, 그 보다도 좁은 폭의 부분을 실제의 수상면으로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이외의 부분을 더미(dtmmy)용 수상면으로

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면바름 인쇄의 동작에 있어서는, 이런 좁은 수상면의 단부로부터 그 폭 방향의 외측의 

더미용 수상면의 부분에까지 걸쳐서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면바름 인쇄후에 불필요한 

더미용 수상면의 부분을 절단하여 단부가 빈틈없이 칠해진 전체면바름 인쇄가 실시된 인쇄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편

을 얻을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전체면바름 인쇄 방법에서는,

일정한 폭의 수상면과, 이 수상면의 적어도 한쪽 측에 형성된 소정의 폭의 더미용 수상면을 갖춘 테이프형상 기록 매

체를 준비하고,

그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잉크 제트식의 인쇄 헤드에 의한 인쇄 위치를 지나는 반송 경로에 의해 반송하고,

상기 인쇄 위치를 통과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대한 표면의 상기 수상면에 있어서,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 인접

해 있는 테두리 부분을 빈틈없이 칠하는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하기 위해, 수상면의 테두리 단부분으로부터 인접한 상

기 더미용 수상면에 걸쳐서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하고,

전체면바름 인쇄가 행하여진 후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상기 수상면과 상기 더미용 수상면의 경계선을 따라 길이 

방향으로 절단함으로써, 적어도 상기 더미용 수상면의 측의 테두리단 부분이 빈틈없이 전체면을 칠하는 인쇄된 수상

면을 갖는 기록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얻도록 하고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는 표면이, 상기 수상면 및 상기 더미용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수상층(受

像層)과, 이런 수상층의 이면에 형성된 점착층과, 이런 점착층을 덮고 있는 박리지를 구비하는 구성의 것을 채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더미용 수상면은 양측에 형성된다.

이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사용하면, 인쇄후에 박리지를 벗김으로써 희망하는 장소에 부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여기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수상면과 상기 더미용 수상면의 경계에는 절단면을 형성해 둘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면, 전체면바름 인쇄후에 상기 수상면이 형성된 수상층 부분만을 그 한쪽의 측 혹은 양측의 더미용 

수상면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으로부터 절단하는 조작을 절단기등을 사용하지 않고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또한, 절입 부분에 손가락등을 사용하여 간단히 수상면이 형성된 수상층의 부분만을 박리지의 측부로부터 벗길 수 있

다.

물론 이와 같은 절단면을 형성해 두는 대신에 절단기를 사용해 테이프 기록 매체를 절단함으로써, 더미용 수상면의 

부분을 수상면의 부분으로부터 절단해도 된다. 예컨데 잉크 제트 헤드에 의한 인쇄 위치보다도 반송 방향의 하류쪽에

절단기를 배치해 두고, 이런 절단기를 사용하여 인쇄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절단해도 된다.

또한,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을 향하여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을 형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와 같이하면, 인쇄후에 사용자가 눈금에 따라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정확히 절단할 수 있다. 눈금

은 미리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인쇄해 두어도 좋고, 잉크 제트 헤드를 사용해서 필요 에 따라 인쇄해도 좋다.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는 상기와 같이 수상층 자체가 넓은 폭의 것을 사용하는 대신에, 표면이 상기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수상층과, 수상충의 이면에 형성된 점착층과, 이런 점착층을 덮고 있는 박리지를 가지며, 박리지에 있어서, 상기 

점착층에 면하는 쪽의 표면에는 상기 수상층 및 상기 점착층이 적층되어 있지 않은 노출면이 형성되어, 노출면이 상기

더미용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구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은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인쇄하여 소정의 길이로 절단하여 인쇄된 일정한 길이의 테이프형상 기

록 매체를 얻는 경우에, 그 전후단에 칠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는 일없이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이때문에, 본 발명의 방법에서는 절단 위치보다도 앞의 시점으로부터, 혹은 절단위치보다도 이후의 시점까지 전

체면바름 인쇄를 행하고, 그러한 후에 전후의 불필요한 바름 부분을 절단함으로써 절단에 의해 형성된 전후 단을 칠

하지 못한 부분없는 전체면바름 인쇄가 형성된 상태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본 발명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에서는,

일정한 폭의 수상면을 갖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준비하고,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잉크 제트식의 인쇄 헤드에 의해 인쇄 위치를 지나는 반송 경로를 따라 반송되고,

상기 인쇄 위치를 통과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대해 소정의 길이로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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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후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전체면바름 인쇄의 개시 위치보다도 반송 방향 상류쪽의 위치, 혹은 전체면바름 인

쇄의 종료 위치보다도 반송 방향 하류쪽의 위치에서 폭방향으로 절단하여,

상기 절단 위치의 부분에 빈틈이 없는 상태로 전체면바름 인쇄가 실시된 일정한 길이의 인쇄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

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인쇄후에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절단하기 위한 기구는, 일반적으로 인쇄 위치보다도 반송 방향의 하류쪽에

배치된다. 이런 경우에, 인쇄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지지되어 있는 전체면바름 인쇄의 개시 위치가 상기 절단 위치

를 통과한 후에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그후에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절단한다. 이러한 

절단을 위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정지 시점을 제어하면 얻어진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편에 지지된 전체면바름 인

쇄의 개시 끝부분에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의 칠하는 폭을 조정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쇄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지지되어 있는 전체면바름 인쇄의 종료 위치가 상기 절단 위치를 통과하는

시점 보다도 바로 이전인 시점에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절단함과 동시에, 이러한 절단을 

위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반송 정지 시점을 제어하면, 얻어진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편에 지지된 전체면바름 인쇄

의 종료 끝부분에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의 칠하는 폭을 조정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방법에서는, 전후단의 칠한 부분을 절단해서, 얻어진 전후단에 칠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전체면

바름 인쇄를 얻고 있다. 따라서, 전후단의 전체면바름 부분을 절취하는 분만큼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소비량이 증

가한다. 특히, 연속해서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할 경우에는, 낭비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양이 증가된다. 이와 같

이 낭비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 1 회째의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을 끝낸후에 테이프형

상 기록 매체를 후퇴시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전방 단에 남아 있는 전회의 전체면바름 인쇄에 의한 칠한 부분의 

사이에 상기 인쇄 위치가 위치하도록 설정된다. 그 후에, 제 2 회째의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을 개시한다. 그 결과, 제 

1 회째의 전체면바름 인쇄의 남겨진 부분과, 제 2 회째의 전체면바름 인쇄의 부분이 부분적으로 겹쳐진다. 따라서 그 

양만큼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낭비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제 1 회째의 전체면바름 인쇄의 폭에 따라 제 2 회째의 전체면바름 인쇄 개시 위치를 조정하면, 다시 낭비되는 

테이프량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제 1 의 형태는, 일정한 폭의 수상면과 그 수상면의 적어도 한쪽의 측부에 형성된 

소정의 폭의 더미용 수상면을 갖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서, 표면이 상기 수상면 및 상.기 더미용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수상층과, 이 수상층의 이면에 형성된 점착층과, 그 점착층을 덮고 있는 박리지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상기 수상

면의 양쪽에 각각 상기 더미용 수상면이 형성된다.

이러한 구성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있어서, 그 수상면의 부분만을 간단 히 절단해낼 수 있도록, 상기 수상면과 상

기 더미용 수상면의 경계에 절입부가 미리 형성된 구성으로 하면 양호하다.

또한, 인쇄후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희망하는 길이로 정확히 절단할

수 있도록,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으로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을 형성해 두는 것

이 바람직하다.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제 2 의 형태는, 일정폭의 수상면과, 이 수상면의 적어도 한쪽의 측에 형성된 소정의 폭의 더

미용 수상면을 갖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서, 표면은 상기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수상층과, 이 수상층의 이면에 형

성된 점착층과, 이 점착층을 덮고 있는 박리지를 가지며, 상기 박리지에 있어서, 상기 점착층에 면하는 쪽의 표면에는 

상기 수상층 및 상기 점착층이 적층되지 않은 노출면이 형성되고, 상기 노출면이 상기 더미용 수상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도, 더미용 수상면에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을 향해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을 형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용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양단에 빈틈이 없는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할 경우에는, 잉크 제트 헤드에 의해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표면의 수상면과 함께 더미용 수상면에 대해 연속하여 전체면바름 인쇄가 행해진다. 이와 같이 더미용 

수상면에 소용없는 인쇄를 행한 후에 당해 더미용 수상면의 부분을 절취하면, 좌우단에 칠하지 못한 부분이 전혀없는

전체면바름 인쇄가 되는 수상면으로 된 기록된 테이 프형상 기록 매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인쇄후에 소정의 길이로 절단해서, 인쇄가 끝난 소정의 길이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얻을 경우에, 그 전후단에 칠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할 경우에는, 전체면바름 인쇄의 개시단이 

절단 위치를 통과한 후의 시점에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절단하고, 또한, 전체면바름 인쇄의 종료단이 절단 위치를

통과하기 직전의 시점에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절단한다. 그 결과 빈틈없이 칠해지는 전체면바름 인쇄 영역의 칠

하는 도중의 위치가, 얻어지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전후단이 된다. 따라서, 전후단에 칠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 전

체면바름 인쇄가 지지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편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는 전체면바름 위해 쓸모없게 된 한쪽의 측부 혹은 양측부의 더미용 수상면의 

부분을 간단히 중앙의 수상면 부분으로부터 절단해낼 수 있다. 또한, 더미용 수상면에 눈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는, 눈금을 따라서 사용자가 정확히 인쇄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절단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발명의 실시 형태

이하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 1 의 실시예

제 1 도는 본 발명을 적용한 잉크 제트 프린터의 외관 사시도이며, 제 2 도는 제 1 도의 II-II 선에서 절단한 부분의 개

략 단면도이다. 본 예의 잉크 제트 프 린터(1)는 예컨데 이면쪽에 박리지에 덮힌 점착층을 갖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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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단지 「테이프」라 한다)의 표면에 인쇄를 행하는「f라벨 프린터」, 「라벨 워드 프로세서」등으로 불리는 형

식이다.

제 1 도 및 제 2 도를 참조해서 설명하면, 잉크 제트 프린터(1)는 전체적으로 얇은 직사각형상의 케이싱(101)을 갖고 

있으며, 그 상부면의 전방쪽 반부분이 조작면(102)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각종의 키(key)가 배열되어 있고, 인쇄 

동작을 지시하기 위한 인쇄 버튼(103), 전원 버튼(104)도 포함되어 있다. 케이싱(101)의 후방쪽 반부분에는, 개폐 뚜

껑(105)이 장착되어 있다. 이런 개폐 뚜껑(105)은 그 후단부를 중심으로 해서 개폐할 수 있고, 조작면(102)에 배열된 

뚜껑 개폐 버튼(106)을 조작함으로써 그 록크를 해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이런 뚜껑(105)을 열면, 내부에는 후술하는 테이프 카트리지(3)의 장착부(23)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뚜껑을 개

방함으로써 테이프 카트리지(3)의 착탈을 행할 수 있다. 뚜껑 (105)에는 투명한 창(105a)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를 거

쳐서 테이프 카트리지(3)의 장착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뚜껑(105)의 인접 위치에는, 조작면(102)의 키를 거

쳐서 입력한 문자 정보등을 표시하기 위한 액정 표시부(107)가 배치되어 있다. 한편, 케이싱(101)의 이면쪽 단면에는,

테이프 배출구(101b)가 형성되어 있고, 인쇄후의 테이프가 여기를 거쳐서 외부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로부터 

배출된 테이프는, 테이프 배출용 가이드판(108)에 의해 안내된다. 또한, 조작면(102)의 이면쪽에서 케이싱(101)의 내

부에는, 전원 유닛(112)과 니켈 카드늄 전지등의 전지(113)가 탑재되어 있다.

다음, 제 3 도에는 케이싱(101)내에 탑재되어 있는 잉크 제트 프린터(1)의 주요부분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

면에 있어서, 도면부호 2 는 각 부품을 탑재하기 위한 베이스이며, 케이싱(101)의 하부면에 형성되어 있다. 그 위에는

테이프 카트리지(3)와, 3 개의 잉크 탱크(4C, 4M, 4Y) 및 잉크 제트식의 인쇄 헤드(5)가 배치되어 있다. 인쇄 헤드(5)

는 헤드 캐리지(6)에 지지되어 있고, 헤드 캐리지(6)는 베이스(2)의 좌우 양측 벽(21, 22)의 사이에 걸쳐 있는 리드 나

사(7)에 의해서 지지된다. 캐리지(6)는 리드 나사(7)와 평행하게 배치된 가이드축(도시 않음)에 의해 회전불가능한 상

태로 좌우(리드 나사의 축 선방향)로 이동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따라서, 리드 나사(7)를 회전시킴으로써 헤드 캐리

지(6) 및 그곳에 지지되어 있는 인쇄 헤드(5)를 좌우로 왕복 이동시킬 수 있다. 인쇄 헤드(5)의 이동 범위의 중앙에는 

인쇄 헤드(5)에 대치하는 용지 안내부(8)가 배치되어 있다.

이런 용지 안내부(8)에 대해, 측벽(22)쪽에 위치에는 헤드캡 기구(9)가 배치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쇄 

헤드(5)는 이런 캡 기구(9)의 캡면(91)에 의해 봉쇄된 상태로 유지된다. 테이프 카트리지(3)의 측면에는 인쇄 개시전

에 잉크 탱크(4)로부터 인쇄 헤드(5)에 대해서 수동에 의해 강제적으로 잉크를 공급하기 위한 잉크 펌프(11)가 배치

되어 있다.

다음으로, 제 4 도에는 제 3 도의 잉크 제트 프린터(1)의 주요 구성부분을 위에서 본 경우의 배치 구성을 나타내고 있

다. 제 4 도를 참조하여 본 예의 잉크 제트 프린터(1)의 주요부분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테이프 카트리지(3)는 일정한 두께의 케이스(31), 그 가운데에 회전이 자유롭게 수용되어 있는 심축(芯軸, 32)

과, 그 외주에 권취되어 있는 일정한 폭(W1)의 테이프(T)를 갖는다. 케이스(31)의 전방면의 윗쪽의 반부분은 전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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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누름 롤러(34)로 구성되는 테이프 공급부가 형성되어 있다. 테이프(T)의 선단은 이들 사이에 끼워진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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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동가능한 상태로 케이스(31)측에 지지되어 있다. 또한, 이런 지지 부재(35)는 레버(37)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레버(37)는 케이스(31)의 상면으로부터 돌출한 선단면(37a)을 갖는다. 이런 선단면(37a)을 가압하고, 이에 따라서, 

테이프 누름 롤러(34)가 테이프 가이드(213)의 쪽에 밀어붙혀진다. 또한, 케이스(31)의 상부면에는 내장된 테이프(T)

의 폭치수를 표시하기 위한 6 개의 표시부(38)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의 테이프 카트리지(3)는 분리가능하게 장착된 잉크 제트 프린터 본체의 쪽에는, 이것을 장착하기 위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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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32)의 바로 아래에는, 테이프 이동 롤러(12)가 배치되어 있다. 롤러(12)는 지름이 큰 부분과 지름이 작은 부분이

교대로 형성된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테이프 카트리지(3)의 바로 위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착부(23)에 대해

테이프 카트리지를 착탈하기 위한 개폐 뚜껑(105)이 설치되어 있다.

제 2 도로부터 알 수 있듯이, 개폐 뚜껑(105)에는 이것을 닫었을때에, 테이 프 카트리지의 상부면으로부터 돌출된 레

버(37)의 선단면(37a)을 가압하여 삽입가능한 가압 삽입부(105b)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테이프 카트리지(3)의 케이

스 상부면에 형성되어 있는 테이프폭 치수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38)에 대치하는 개폐 뚜껑(105)에는 이것을 검지

하기 위한 검지부(105c)가 형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테이프 카트리지(3)로부터 공급되는 테이프(7)의 반송로를 설명한다. 테이프(7)는 테이프 이동 롤러(12)를

회전함으로써 공급된다. 테이프 이송 롤러(12)에 있어서, 직경이 작은 부분의 외주에 접한 상태에서, PET 필름으로 

된 복수의 테이프 가이드편(13)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테이프 가이드편(13)에 의해, 테이프(T)의 선단이 확실히 

반송 방향의 전방쪽을 향해 안내된다. 이러한 테이프 가이드편(13)의 반송 방향의 전방쪽에는, 스테인레스 스틸제의 

테이프 가이드(14)가 배치되어 있다. 이런 가이드(14)와, 이에 대치된 가이드(15)에 의해서, 테이프(T)는 인쇄 위치를

향해서 안내된다. 인쇄 위치는 인쇄 헤드(5)와, 이에 대치된 용지 안내부(8)에 의해 규정된다. 이런 인쇄 위치를 통과

한 테이프(T)는 테이프 누름 롤러(15)에 의해 테이프 가이드(16)의 쪽으로 밀어붙혀지면서, 테이프 절단 위치(17)를 

통과하여 테이프 배출구(101)로부터 외부로 반출된다.

상술된 테이프 이동 롤러(12) 및, 인쇄 헤드(5)를 지지하는 헤드 캐리지(6)의 구동력 전달계를 설명한다. 제 3 도 및 

제 4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베이스(2)의 측벽(22)의 내측에는 테이프 이송 모터(18)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모터 출

력축(18a)은 치차열(181)을 거쳐서 테이프 이송 롤러(12)의 회전축(121) 단에 연결되어 있다. 본 예에서, 상기 치차

열(181)은 동력 전환 기능을 갖추어 있고, 헤드 캐리지(6)가 측벽(22)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내부로 돌출된 돌기(182)

를 가압하면, 동력 전달 경로가 전환되어 모터(18)의 동력이 캡기구(9) 쪽으로 전달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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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베이스상의 다른쪽 측벽(21)의 내측에는, 헤드 구동 모터(19)가 배치되어 있다. 이 모티 출력축(19a)은 치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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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잉크 공급계는, 잉크 탱크(4)와, 거기로부터 잉크를 인쇄 헤드(5)쪽으로 공급하기 위한 3 개의 잉크 튜브(41; 41

Y, 41M, 41C)와, 잉크 공급을 수동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행하기 위한 잉크 펌프(11)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개의 잉크 탱크(4C, 4M, 4Y)에는 각각 시안, 마젠다, 황의 각색의 잉크가 저장되어 있고, 이들을 사용하여 칼라 인쇄

가 가능토록 한다.

여기서, 본 예의 잉크 제트 프린터(1)에 있어서, 장착 가능한 테이프(T)의 최대폭은 제 4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W(m

ax)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인쇄 헤드(5)에 의한 테이프폭 방향[인쇄 헤드(5)의 이동 방향]의 인쇄가능 범위 W(p)

는, 최대 테이프폭[W(max)]보다도 좌우로 약간 좁은 범위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도면에 나타낸 예의 경우에는 장착된

테이프폭이 W1이기 때문에, 인쇄 헤드(5)에 의한 인쇄가능 범위는 그 보다도 약간 좁은 범위 W(p1)로 설정된다.

장착된 테이프 카트리지(3)에 있어서 테이프폭은, 그 케이스(31)의 상부면에 배치되어 있는 6개의 표시부(38)를 판독

함으로써 검출할 수 있다. 예컨데, 각 표시부(38)의 구멍의 개방 유무에 의해, 테이프폭 치수를 표시하고, 이러한 표시

부의 구멍의 유무를 잉크 제트 프린터쪽의 검출부(105c)를 구성하는 기계적 센서 또는 광학적 센서에 의해 검출하면 

된다.

테이프(T)의 구조

제 5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예의 테이프 카트리지 (3)에 의해 공급되는 테이프(T)는 표면쪽에 수상층(301)을 갖

고, 그 이면쪽에 점착층(302)이 형성되고, 이런 점착층(302)이 박리지(303)에 의해 박리가능한 상태로 덮힌 3층 구조

로 되어 있다. 표면쪽의 수상층(301)은 그 중앙에 실제로 인쇄가 실시되는 수상면(311)을 갖는 수상부분(312)과 그 

좌우 양측에 형성된 동일폭의 더미용 수상면(313a, 314a)을 갖는 더미용 부분(313, 314)을 구비하고 있다. 본 예에

서는 수상부분(312)과, 좌우의 더미용 부분(313, 314)의 경계에는, 절입선(315, 316)이 미리 형성되어 있다. 이들의 

절입선(315, 316)은 더미부분의 표면쪽으로부터 이면쪽의 점착층(302)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수상부분(312)만을 

좌우의 더미 부분으로부터 잘라내서 벗겨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상부분(312)의 폭

은 W3 이며, 좌우의 더미 부분(313, 314)의 폭은 Wb 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테이프(T)의 폭은

, 6, 9, 12, 18, 24mm 등의 종류가 있고, 수상면(311)의 폭은 이들 값으로 설정된다. 이런 경우에, 더미 수상면(313a,

314a)으로서는 일반적으로는 약 0.5 에서 5mm 의 폭으로 하면 된다.

따라서, 양측에 더미 수상면(313a, 314a)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폭이 동일한 값 Wb 인 경우에, 테이프(T)의 전체

폭(W1)은, 수상면 치수 Wa(6, 9, 12, 18, 24mm 등) + 2 x (더미 수상면 치수(Wb))(약 0.5 에서 약 5mm)가 된다. 좌

우의 더미 수상면 치수가 다른 경우에, 한쪽의 더미용 수상면(313a)의 폭을 Wb로 하고 다른쪽의 더미용 수상면(314

a)의 폭을 Wc 로 하면, 테이프(7)의 전체폭(W1)은 Wa + Wb + Wc 로 된다. 여기서, 더미 수상면은 수상면(313)의 

양쪽에 형성되는 대신에, 한쪽에만 형성해도 좋다. 이런 경우에 테이프(T)의 전체폭(W1)은 Wa + Wb 혹은 Wa + W

c 의 어느 하나의 값으로 된다.

또한, 수상층(301)으로서는 예컨데 특개평 4-115984호 공보, 특개평 4-115985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구성의 기

록용 시트를 채용할 수 있다. 이런 기록용 시트는 투명한 기재(基材) 위에 주로 알루미늄 알루코키시드의 가수(加水)

분해에 의해 생성한 의(擬)베마이트로서 되는 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주로 다공성 실리카로 된 층을 형성하는 구성으

로 되어 있다. 이런 구성의 기록용 시트는 용제가 많은 잉크를 사용해서 인쇄를 행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인쇄

에 적합하다. 물론, 그 이외의 구성의 수상층을 사용해도 된다.

제어계의 구성

제 6 도에는, 본 예의 잉크 제트 프린터(1)의 제어계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면에서, 도면부호 100은 마이크

로 컴퓨터로 구성되는 제어 회로이며, 그 입력측에는 잉크 제트 프린터(1)의 조작면(102)에 배치되어 있는 키(key)군

으로 구성되는 입력부(110)가 접속되어 있다. 또한, 테이프의 폭을 검출하기 위해 검출부(105c)가 접속되어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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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린터 제어기(140), 각각의 모터(18, 19)를 구동 제어하기 위한 모터 구동기(150, 160)가 접

속되어 있다. 제어 회로(100)의 ROM 내에 미리 수용된 제어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그 제어 회로(100)의 제어에 의해

장착된 테이프 카트리지(3)에 수납되어 있는 테이프폭에 대응한 인쇄가능 범위가 설정되어, 이하에 기술하는 전체면

바름 인쇄등의 동작이 행하여진다.

테이프폭 방향의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

이와 같이 구성한 본 예의 잉크 제트 프린터(1)에 의해, 테이프(T)의 전체폭을 잉크로 칠하는 인쇄 동작을 설명한다.

제 5C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 인쇄 범위는 테이프 인쇄폭인 수상 부분(312)의 수상면(311)의 폭(Wa)보

다도 넓고, 좌우의 더미 부분(313, 314)의 더미용 수상면(313a, 314a)의 폭을 더한 테이프 전체폭(W1)보다도 좁은 

범위 W(p1)로 설정된다.

모터(18)를 구동하여 테이프 이송 롤러(12)를 회전함으로써 테이프(T)는 테이프 카트리지(3)로부터 공급되어 잉크 

제트 헤드에 의한 인쇄 위치로 향하여 반송된다. 테이프(T)의 반송 동작에 동기(同期)시켜서 모터(19)에 의해 리드 나

사(7)를 회전시켜, 캐리지(6)에 의해 인쇄 헤드(5)를 이동시킨다.

제 5C 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인쇄 헤드(5)를 도면의 화살표 A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인쇄 위치로 반

송된 테이프(T)의 테두리판(T1)을 통과한 후에서, 더미용 수상면(313a)을 통과하기 직전의 시점(T2)으로부터 인쇄

를 개시한다. 또한, 이런 왕복운동에 의한 인쇄의 종료 시점은 테이프(T)의 다른 방향의 단부(T4)를 통과하기 직전이

며, 더미용 수상면(314a)을 통과하고 있는 동안의 시점(T3)이다.

인쇄 종료후에, 테이프(T)에 지지되어 있는 인쇄 화상의 후단이 테이프 절단 위치(17)에 도달 때까지 테이프의 반송

을 계속한다. 그 후에 일시적으로 테이프 반송을 멈춘다. 여기서 인쇄 헤드(5)를 지지하고 있는 헤드 캐리지(6)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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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표 B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제 4 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단부까지 귀환하면, 캐리지(6)에 탑재되어 있는 로터리 

커터(61)가 구동되어 그 상태에서 캐리지(6)가 화살표 A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에 의해 테이프(T)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된 테이프편으로서 외부로 배출되어, 상기와 같이 수상 부분(312)만을 벗겨내어, 희망하는 부분에 발라붙힐 수 

있다. 본 예에서는 절입선(315, 316)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수상 부분(312)을 절입선(315, 316)의 테두리단에 손가

락등을 사용하여 간단히 벗길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와 같이, 본 예의 잉크 제트 프린터(1)에 있어서 반송되는 테이프(T)의 수상면(31)의 양단부분으로부터 그 양측에 

연속적인 더미용 수상면(313a, 314a)에도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상면(311)의 양단부는 칠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 전체면바름 인쇄 상태로 된다. 따라서, 인쇄후에 수상면(311)을 갖는 수상 부분(312)만을 벗기면, 

양단에 칠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 전체면바름 인쇄가 형성된 라벨을 얻을 수 있다.

그 후에, 모터(18)에 의해 롤러(12)가 역회전하여서 테이프 (7)의 선단이 예컨데 인쇄 위치의 직전까지 귀환된다. 또

한, 캐리지(6)가 다른 방향의 측벽(22)까지 이동하여 그 측면에 의해 돌기부(182)를 외측부로 가압한다. 이에 의해 모

터(18)와 테이프 이동 롤러(12)와의 연결이 끊기어서 롤러(12)가 정지된다. 대신에 캡기구(9)가 구동되어 인쇄 헤드(

5)에 씌워지는 상태가 된다.

또한, 테이프 카트리지(3)를 교환하기 위해서, 장착부(23)를 덮고 있는 개폐 뚜껑(105)을 열면, 인쇄 위치 직전에 선

단부에 위치되어 있는 테이프(T)가 권취되고, 그 선단이 테이프 카트리지의 테이프 공급부를 규정하고 있는 누름 롤

러(34)와 테이프 가이드(33)의 사이까지 귀환되도록 되어 있다.

테이프(T)의 변형예

여기서, 테이프(T)로서는 상기의 구조 이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의 대표예를 아래에 설명한다.

제 7A 도 및 제 7B 도에 도시한 테이프(T10)에서, 박리지(323)의 폭은 W1 이지만, 그위의 수상층(321)과 점착층(32

2)은 그보다도 폭이 좁은 Wa 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예의 테이프(T10)에서는 상기 예에 있어 더미용 수상면(313a, 

314a)에 상당하는 더미용 수상면(334, 335)이 박리지(323)의 좌우의 노출 표면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테이프(T10)를 사용할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하여 폭방향의 전체면바름 인쇄가 행해진다. 수상층(321)의 수상면

(321a)의 폭을 초월하는 부분에서 쓸모없음에 의해 배출한 잉크 방울은 박리지(323)의 양측의 더미용 수상면(334, 3

35)에서 막아진다. 이러한 쓸모없는 잉크방울이 주위의 부분에 부착되지 않도록 좌우의 더미용 수상면(334, 335)도 

잉크방울을 흡착 가능한 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제 8 도에서는, 또다른 구성의 테이프(T20)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예의 테 이프(T20)는 종래로부터 사용되고 있는 

테이프이며, 동일한 폭의 수상층(341), 점착층(342) 및 박리지(343)가 이 순서로 테이프 표면측으로부터 겹쳐진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테이프(T20)를 이용할 경우에는, 중앙의 수상면(353a)으로 이루어진 수상 부분(353)과, 

좌우의 쓸모없는 더미용 수상면(354a, 355a)으로 된 더미 부분(354, 355)을 절단하기 위한 한쌍의 커터(356, 357)를

장착해 두고, 테이프를 폭방향으로 절단하기 위한 커터(61)의 배치 위치보다도 테이프 반송 방향 상부쪽의 위치에서,

수상층(341)에 절단면선(345, 346)을 부착하면 좋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더미용 수상면은 수상면(353a)의 한쪽에만 형성된 구성의 테이프를 채

용할 수 있다. 한쪽에만 더미용 수상면이 형성된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 8 도에서 도시한 한쌍의 커터(356, 35

7) 대신에 단일의 커터(356) 혹은 커터(357)중의 어느 하나를 장착하여 두고, 하나의 커터를 이용하여 테이프의 한쪽

에 형성되어 있는 더미용 수상면을 절단하면 된다.

테이프 길이 방향의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

다음으로, 제 9 도를 참조하여 본 예의 잉크 제트 프린터(1)에 의한 테이프 길이 방향의 전후단에 대한 전체면바름 인

쇄 동작의 개요를 설명한다.

본 예에서는, 테이프 길이 방향의 전체면바름 인쇄가 지정되면, 테이프 길이 방향의 인쇄 범위로서 실제의 전체면바름

인쇄 개시 위치(P1)보다도 반송방향 하류쪽의 위치에서 전체면바름 인쇄를 개시하도록 구동제어된다. 즉, 도면의 인

쇄 개시 위치 (P0)에서 인쇄를 개시한다. 또한, 실제의 전체면바름 인쇄 종료 위치(P2)보다 도 반송 방향의 상류쪽 위

치까지 전체면바름 인쇄를 계속하도록 구동제어된다. 즉, 도면의 인쇄 종료 위치(P3)까지 전체면바름 인쇄가 계속된

다.

이렇게 전체면바름 인쇄가 시행된 테이프(T)의 수상면 (311)에 있어서, 도면의 망 모양으로 나타내는 목표로 하는 전

면 인쇄 길이의 영역(A)에 더하여, 그 전후에 소정의 폭의 인쇄 개시쪽 전체면바름 영역(B) 및 인쇄 종료쪽 전체면바

름 영역(C)이 형성된다. 이들의 영역을 사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물론, 본 예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상면(31

1)의 양측을 초월한 부분에서도 전체면바름 인쇄가 실시됨으로써 이 부분도 사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쇄후의 테이프(T)의 반송은 그 인쇄 개시 위치(P1)가 로터리 커터(61)에 의한 절단 위치(17)에 도달하면 일시적으

로 정지된다. 그리고 로터리 커터(61)가 구동되어 테이프(T)는 그 전면 인쇄 개시 위치(P1)에서 절단된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전체면바름 인쇄가 개시된 위치(P0)보다도 반송 방향 상류쪽이므로, 전체면바름의 도중 위치에서 절단되게 

된다. 따라서 그 절단된 테이프(T)의 전방 테두리 부분은 칠하여 지지않은 곳이 없는 완전한 전체면바름 상태로 된다.

절단후에 테이프(T)의 반송이 재개되고, 그 표면의 전체면바름 인쇄 종료위치(P  2 )가 절단 위치에 이르기까지 반송

이 계속된다. 이 위치(P  2 )가 절단위치에 이르면, 반송이 다시 일시 정지되어 로터리 커터(61)가 구동되어 테이프(T)

가 절단된다. 이 절단위치도 상기 전방단과 같이 전체면바름의 도중위치이므로, 그 절단된 테두리 단은 칠하여지지 

않는 곳이 없는 완전한 전체면바름 상태로 된다.

따라서, 이렇게 전후단이 절단된 후에 얻어진 일정한 길이의 테이프편에 있어서는, 그 수상면(311)의 전후단이 남는 

곳이 없는 전체면바름 상태로 된다.

또한, 상기 설명에서는 전면 인쇄의 종료후에 테이프(T)의 반송을 정지하여 절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면바

름 길이가 길고, 테이프 인쇄 위치와 절단 위치 사이의 거리보다도 전체면바름 길이가 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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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면 인쇄 종료후에 테이프(T)를 후퇴시키고 그 전방 단쪽을 절단하고, 그런후에 테이프를 전진시켜 그 후방단을 

절단하도록 반송을 제어하면 좋다. 또는, 전면 인쇄 개시위치(P1)의 시점이 절단 위치를 통과할 때에, 인쇄 및 반송을 

함께 정지하고 테이프의 절단을 행하며, 다음에 인쇄 및 반송 동작을 재개하여 인쇄 종료후에 테이프를 전진시켜 후

방단부를 절단하도록 하여도 된다.

테이프 길이방향에 있어 전체면바름폭의 조정 동작

다음으로, 본 예의 잉크제트 프린터(1)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 테이프 길이 방향에서 전후단의 전체면바름 인

쇄(테이프 길이 방향에 있어 전면 인쇄 부분 길이)를 조정하고 있다. 예를들면, 인쇄 형태로서 전면 인쇄틀을 만들고 

그 중에 백발의 문자(염색인쇄에 있어서 문자, 표지등을 바탕과 달리하여 흰색으로 함)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

한 경우에는 그 전면 인쇄틀의 폭을 조정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이점에 비추어, 본 예에서는 키 입력에 의해 테이프 길이 방향의 전방단의 전면 인쇄폭이 넓은 폭의 넓은 폭 모드, 보

통 폭의 보통 폭 모드 및 좁은폭의 미세한 모드의 3종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 10 도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예에 있어서 인쇄 헤드(5)에 의한 테이프 반송 방향의 인쇄 개시위치, 즉 인쇄헤

드(5)에 있어 테이프 반송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다수의 노즐(5A)내의 반송방향의 선두에 위치하고 있는 노즐(5a)

에서, 로터리 커터(61)의 절단위치(61a)까지의 거리[y1(m)]로 한다. 또한 제 11 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넓은 폭 

모드(M1)가 지정된 경우에는 전면 인쇄 개시위치(P0)로부터 반송방향 상부쪽을 향해 x1(m)의 거리 위치가 절단위치

(C1)로 지정된다. 이에 대하여 보통폭 모드(M2)가 지정되면, 전체면바름 인쇄 개시위치(P0)로부터 반송 방향 상부쪽

을 향해서 x2(>x1)의 거리위치가 절단위치(C2)로 되고, 미세한 폭 모드(M3)가 지정되면 전체면바름 인쇄 개시 위치(

P0)로부터 반송방향 상부쪽을 향해 x3(>x2)의 거리위치가 절단위치(C3)로 된다. 또한, 본예의 경우에 당연히 거리(Y

1)가 절단위치(C3)까지의 거리(x3)보다도 충분히 긴 거리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실제상에 있어서 상기 각 절단 위치까지의 거리는 인쇄 헤드(5)에 의한 인쇄 속도, 즉 테이프(T)의 반송 속도를 v(m/s

)로 하여 인쇄 개시위치(5a)로부터의 인쇄 계속시간, 혹은 반송시간에 의해 제어된다. 즉, 넓은 폭 모드(M1)가 지정된

경우에는 인쇄 개시 시점으로부터[(y1+x1)/v]초후에 테이프 반송이 일시 정지되어, 로터리 커터(61)에 의해서 테이

프(T)가 절단된다. 마찬가지로 보통폭 모드(M  2 )의 경우에는, [(y1+x2)/v]초후, 또한 미세한폭 모드(M3)의 경우에

는 [(y1+x3)/v]초후에 각각 테이프(T)가 절단된다.

이 결과, 제 11 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넓은폭 모드(M1)에서는 좁은폭의 전면 인쇄 부분이 잘리고, 미세한 폭 모드(

M3)에서는 넓은폭의 전면 인쇄부분이 잘리며, 보통폭 모드(M2)에서는 그 중간의 폭부분이 잘린다. 이와같이, 넓은폭

모드(M1)에서는 잘린 부분이 작으므로 넓은폭의 전체면바름 인쇄틀이 전방단에서 얻어진다. 마찬가지로, 보통폭 모

드(M2)에서는 보통폭의 전체면바름 인쇄틀이 전방단에 얻어지고, 미세한폭 모드(M3)에서는 가는 폭의 전체면바름 

인쇄틀이 전방단부에 얻어진다.

이상과 같이 본예에 있어서는 전면 인쇄의 개시위치가 절단 위치를 통과한 후에 테이프를 절단하는 절단시점을 제어

함에 따라 전체면바름 인쇄의 전방단부쪽의 전체면바름 인쇄틀의 폭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와 같이 모드 설정한 경우의 테이프 길이 방향의 후방단 전체면바름 인쇄폭도 다음에 설명하는 동일한

폭으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다.

제 12 도에서 나타내듯이, 본 예에 있어서 인쇄 헤드(5)에 의한 테이프 반송 방향의 인쇄 개시위치, 즉 인쇄헤드(5)에 

있어 테이프 반송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다수의 노즐중의 반송방향의 후방단에 위치하고 있는 노즐(5b)에서, 로터

리 커터(61)의 절단 위치(61a)까지의 거리를 y2(m)로 한다. 또한, 제 13 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넓은 폭 모드(M1)

가 지정된 경우에는, 전면 인쇄 종료위치(P3)로부터 반송방향 하류쪽으로 향하여 x1(m)의 거리위치가 절단위치(C11

)로 지정된다. 이에 대하여 보통폭 모드(M2)가 지정되면, 전면 인쇄 종료위치(P3)로부터 반송 방향 하류쪽 향해 x2(>
x1)의 거리위치가 절단위치(C12)로 되고, 미세한 폭 모드(M3)가 지정 되면 전체면바름 인쇄 종료위치(P3)로부터 반

송방향 하류쪽으로 향해 x3(>x2)의 거리 위치가 절단위치(C13)로 된다. 또한, 본 예의 경우에는, 당연히 거리(y2)가 

절단위치(C3)까지의 거리(x3) 보다도 충분히 긴 거리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상기 각 절단 위치까지의 거리는 인쇄 헤드(5)에 의한 인쇄 속도, 즉 테이프(T)의 반송 속도를 

v(m/s)로 하고, 인쇄 개시 위치(5b)에서 인쇄 계속 시간, 혹은 반송 시간에 의해 제어된다. 즉, 넓은 폭 모드(M1)가 지

정된 경우에는, 인쇄 개시 시점에서 [y2-x1)/v]초후에 테이프 반송이 일시 정지되며, 로터리 커터(61)에 의해 테이블

(T)이 절단된다. 마찬가지로 보통폭 모드(M2)의 경우에는 [(y2-x2)/v]초후에, 또한 미세한 폭 모드(M3)의 경우에는

[(y2-x3)/v]초후에 각각 테이프(T)가 절단된다.

이 결과, 제 13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넓은 폭 모드 (M1)에서는 좁은 폭 전체면바름 인쇄 부분이 절단되고, 미세한 

폭 모드(M3)에서는 넓은 폭의 전체면바름 인쇄 부분이 절단되며, 보통 폭 모드(M2)에서는 그 중간 폭 부분이 절단된

다. 이와 같이 넓은 폭 모드(M1)에서는 절단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넓은 폭의 전체면바름 인쇄틀이 후방단에 얻어

진다. 마찬가지로 보통폭 모드(M2)에서는 보통폭의 전체면바름 인쇄틀이 후방단부에 얻어지고, 미세한 폭 모드(M3)

에서는 얇은 폭의 전체면바름 인쇄 틀이 후방단부에 얻어진다.

이상과 같이 본 예에 있어서는 전면 인쇄의 종료 위치가 절단 위치를 통과하는 직전에 있는 테이프 절단 시점을 제어

함으로써, 전면 인쇄 후방단쪽의 전면 인쇄틀의 폭을 조정할 수 있다.

연속적인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

상기와 같이 하여 후방단부가 절단된 후의 테이프(T)의 전방단 부분에는 넓은 폭 모드(M1)에서는 x1 의 폭인 전체면

바름 인쇄 부분, 보통 폭 모드(M2)에서는 x2 의 폭인 전체면바름 인쇄부분, 미세한 폭 모드(M3)에서는 x3 의 폭인 전

체면바름 인쇄부분이 남은 상태가 된다. 그후 반복하여 상기와 같은 전면 인쇄 동작을 행하는 경우에는, 테이프(T)의 

후퇴량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우선, 넓은 폭 모드(M1)에서 인쇄가 행해진 후에는 후퇴량(L)을 다음식에 의해 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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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y1 - x1 + x0

여기서 x0은 x1 보다도 조금 짧은 길이이다. 또한, 보통 폭 모드(M2)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해 테이

프 후퇴량을 결정한다.

L = y1 - x2 + x0

마찬가지로, 미세한 폭 모드(M4)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식에 의해 테이프 후퇴량을 결정한다.

L = y1 - x3 + x0

제 14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테이프 후퇴량을 설정하면, x0 의 길이 만큼 전회의 전체면바름 인쇄 부분에

겹친 쌍태로, 다음의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이 개시된다. 따라서, 전회의 전체면바름 인쇄 종료단(P4)보다도 후방쪽에

서 다음회의 전체면바름 인쇄를 개시하는 경우와 비하여, 상기 x0 의 길이 만큼 다음의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에서 절

단되어 폐기되는 테이프량을 적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연속하여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을 행한 경우에, 전회의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에 있어서 모드 설정에 따라, 테

이프 후퇴량을 결정하면 폐기되는 테이프량을 적게 할 수 있다.

제 15 도에는, 전회의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에 있는 모드에 대해서, 어떻게 테이프 후퇴량을 결정하는가를 일관하여 

도시하고 있다. 이 도면에 있어서, x10은 x1 보다도 조금 짧은 길이이며, x20 은 x2 보다도 조금 짧은 길이이고, x30

은 x3 보다도 조금 짧은 길이이다. 이 도면에 도시하는 후퇴량이 되도록 테이프를 후퇴시키고 다음회의 전면 인쇄 동

작을 개시하면, 그 전단 부분에 있는 절단되어 폐기되는 테이프량을 극히 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테이프의 다른 실시예

제 16 도에는 본 예에서 사용 가능한 테이프(T)의 또다른 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테이프(T30)의 기본적인 구조는, 

제 7 도에 도시한 테이프(T10)와 동일하다. 따라서, 제 7 도의 테이프(T10)의 각 부분과 대응하는 부분에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은 생략한다. 본 예의 테이프(T30)의 특징은, 그 양단의 더미용 수상면(334, 335)에 테이

프 길이 방향을 향해 일정한 간격의 눈금(381, 382)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테이프(T30)의 장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면바름 인쇄의 전후단 전체면바름 인쇄틀의 폭 설정을 

실수한 경우에는, 의도한 폭과는 다른 폭의 전체면바름 인쇄틀이 전후에 형성된다. 이런 경우에, 사용자는 절단기 등

을 사용하여 절단하면 좋다. 그러나 절단을 길이 방향에 대해 정확히 직각으로 절단하는 것은 어렵고, 자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후 단의 전체면바름 인쇄틀의 폭 이 동일하게 되도록 절단하는 것도 자등으로 측정하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나 본 예의 테이프(T30)에서는 그 양단부에 눈금(381, 382)이 붙어 있으므로, 이것을 목표로 하여서 절단기 등

을 이용하여 절단하면, 자등을 이용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전후단을 절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눈금은 미리 테이프에 붙여두어도 좋지만, 예를들어 인쇄 헤드(5)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인쇄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이런 경우에는, 제 17 도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전체면바름 인쇄되어 있는 전후단의 부분을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넓

은 폭, 보통 폭, 및 미세한 폭의 전체면바름 인쇄틀을 선택하도록, 이들에 대응하는 절단 위치를 인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테이프의 다른 예

또한, 상기 설명에 있어서는, 테이프로서 이면에 점착층 및 박리지에 붙은 소위 라벨용의 테이프를 이용하는 예를 설

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점착층과 박리지가 없는 통상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미리 폭이 결정되어 있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표면에 있어서, 그 폭 보다도

좁은 폭의 부분을 실제의 수상면으로 함과 동시에, 그쪽 방향으로 연속적인 부분을 인쇄를 하기 위한 더미용 수상 면

으로 하고 있다. 전체면바름 인쇄의 동작에 있어서는, 수상면의 단(端)으로부터 그 폭 방향의 외측 더미용 수상면에 

까지 걸쳐서 전체면 인쇄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면 인쇄 후에 측방향의 더미용 수상면의 부분을 자르면 

측방향의 테두리단에 빈틈없이 칠해진 전면 인쇄가 실시된 인쇄 종료의 기록 매체를 간단히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은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인쇄하여 소정의 길이로 절단하고, 인쇄가 끝낸 일정한 길이의 테이프 

형상 기록편을 얻는 경우에 그 전후단에 대해 칠하여지지 않는 부분이 없는 전체면바름 인쇄를 하기 위하여, 절단 위

치 보다도 앞의 시점에서, 또는 절단위치 보다도 후의 시점까지 전체면바름 인쇄를 하고, 그러한 후에 전후의 불필요

한 전체면바름 인쇄부분을 절단함에 따라, 절단에 의해 형성된 전후단에 칠하여지지 않는 부분이 없는 전체면바름 인

쇄가 형성된 상태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빈틈없이 칠해져 있는 전체면바름 인쇄 영역의 도중 위치가, 얻어진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부의 전

후단이 된다. 따라서, 전후단을 칠하고 칠하여지지 않는 부분이 없는 전체면바름 인쇄가 지지된 테이프형상 기록 매

체편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전체면바름 인쇄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 전후의 절단위치를 제어함으로써, 전후에 형성된 전체면바

름 인쇄들의 폭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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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방법에서는 전후단의 전체면바름 부분의 절단량이 적어지도록 함으로써 쓸모없는 테이프량을 적게 

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서는, 전체면바름을 위해 쓸모없게 된 더미용 수상면 부분을 간

단히 수상면 부분으로부터 절단해낼 수 있다. 또한, 더미용 수상면에 눈금이 형성되어 있는 것에서는, 눈금에 따라 사

용자가 정확히 인쇄 마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편을 절단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정한 폭의 수상면(受像面)과, 이 수상면의 적어도 한쪽 측부에 형성된 소정의 폭의 더미용 수상면을 갖는 테이프형

상 기록 매체를 준비하고,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잉크 제트식의 인쇄 헤드에 의해서 인쇄 위치를 지나는 반송 경로를 따라 반송하고,

상기 인쇄 위치를 통과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대하여, 그 표면의 상기 수상면에서 상기 더미(dummy)용 수상면

에 인접해 있는 테두리단 부분을 빈틈없이 칠하는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하기 위해, 상기 수상면의 테두리단 부분으로

부터 인접하는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 걸쳐서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하고,

전체면바름 인쇄가 행해진 후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상기 수상면과 상기 더미용 수상면의 경계선에 따라서 길이 

방향으로 절단함으로써, 적어도 상기 더미용 수상면쪽의 테두리단 부분이 빈틈없이 칠하여 인쇄된 수상면을 갖는 기

록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얻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는 표면이 상기 수상면 및 상기 더미용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수상층과, 이 수상층의 이면(

裏面)에 형성된 점착층과, 이 점착층을 덮고 있는 박리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

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는 상기 수상면의 양측에 각각 상기 더미용 수상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수상면과 상기 더미용 수상면의 경계에 절단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전체면바름 인쇄후에 상기 절입부에 따라서 상기 수상면이 형성되어 있는 수상층의 부분만을 상기 더미용 수상

면이 형성되어 있는 수상층의 부분으로부터 절단하여, 상기 박리지로부터 벗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잉크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절단기를 사용하여 상기 수상면과 상기 더미용 수상면의 경계선에 따라서 인쇄가 끝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절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 위치 보다도 반송 방향의 하류쪽에 배치되어 있는 상기 절단기를 사용해서, 상기 수상면과 상기 더미용 수

상면의 경계선에 따라서 인쇄가 끝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절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 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을 향해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 대하여,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을 향해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을 인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는 표면이 상기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수상층과, 이 수상층의 이면에 형성된 점착층과, 점

착층을 덮고 있는 박리지를 가지며, 상기 박리지에서 상기 점착층에 면하는 쪽의 표면에는 상기 수상층 및 상기 점착

층이 적 층되어 있지 않는 노출면이 형성되고, 상기 노출면이 더미용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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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는 상기 박리지의 양쪽에 각각 상기 노출면이 형성되고, 상기 노출면이 상기 더미용 수상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방향을 향해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 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 대하여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을 향해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을 인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13.
일정한 폭의 수상면을 갖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준비하고,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잉크 제트식의 인쇄 헤드에 의한 인쇄 위치를 지나는 반송 경로를 따라 반송하고,

상기 인쇄 위치를 통과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대하여 소정의 길이의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하고,

인쇄후의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전체면바름 인쇄의 개시 위치 보다도 반송방향 상류쪽의 위치, 혹은 전체면바름 인

쇄의 종료 위치보다도 반송방향 하류쪽의 위치에서 폭방향으로 절단하고,

상기 절단 위치의 부분에 빈틈이 없는 상태로 전체면바름 인쇄가 실시된 일정한 길이의 인쇄가 끝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편(片)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절단 위치는 상기 인쇄 위치보다도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반송방향의 하류쪽에 

배치되고,

인쇄가 끝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지지되어 있는 전체면바름 인쇄의 개시위치가 상기 절단 위치를 통과한 후에,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절단하고,

이 절단을 위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정지시점을 제어하는 것에 의해, 전체면바름 인쇄의 개시단(開始端) 부분에

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방향의 전체면바름 폭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

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인쇄가 끝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지지되어 있는 전체면바름 인쇄의 종료위치가 상기 절단 위치를 통과하는 시점 

바로전 시점에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절단하고,

이 절단을 위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반송 정지 시점을 제어함으로써 전체면바름 인쇄의 종료단 부분에서 테이프

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의 전체면바름 폭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그곳에 지지되어 있는 전제면 바름 인쇄의 종료단 부분에서 절단한 후에, 상기 테이프

형상 기록 매체를 후퇴시켜, 상기 잉크 제트 헤드에 의한 상기 인쇄 위치를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전방단에 잔류하

는 전회(前回)의 전체면바름 인쇄에 의한 전체면바름 부분의 사이에 위치시키고,

상기 전체면바름 부분에 맞춘 상태로 새로운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을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

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전방단에 잔류하는 있는 전회의 전체면바름 인쇄의 길이방향의 전체면바름 폭에 따라

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후퇴량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18.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절단 위치는 상기 인쇄 위치 보다도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반송방향의 하류쪽에

배치되고,

인쇄가 끝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지지되어 있는 전체면바름 인쇄의 종료위치가 상기 절단 위치를 통과하는 시점 

바로 전의 시점에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절단하고,

이 절단을 위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반송 정지 시점을 제어함으로써, 전체면바름 인쇄의 종료단 부분에서 테이프

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의 전체면바름 폭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19.
제 13 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388374

- 12 -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는 일정한 폭의 수상면과, 그 수상면의 적어도 한쪽 측에 형성된 소정의 폭의 더미용 수상

면을 가지며,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 대하 여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을 향해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을 인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20.
일정한 폭의 수상면과, 이 수상면의 적어도 한쪽 측에 형성된 소정 폭의 더미용 수상면을 갖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

에 있어서,

표면이 상기 수상면 및 상기 더미용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수상층과, 이 수상층의 이면에 형성된 점착층과, 점착층을 

덮고 있는 박리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수상면의 양측에 각각 상기 더미용 수상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수상면과 상기 더미용 수상면의 경계에는 절입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을 향해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

청구항 24.
일정한 폭의 수상면과, 이 수상면의 적어도 한쪽 측에 형성된 소정 폭의 더미용 수상면을 갖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

에 있어서,

표면이 상기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수상층과, 이 수상층의 이면에 형성된 점착층과, 이 점착층을 덮고 있는 박리지를 

가지며, 상기 박리지에서 점착층에 면하는 쪽의 표면에는 상기 수상층 및 상기 점착층이 적층되지 않은 노출면이 형

성되고, 상기 노출면이 더미용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박리지의 양측에 각각 상기 노출면이 형성되어, 노출면이 상기 더미용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을 향해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

청구항 2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 위치를 통과하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대하여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을 향해 소정의 길이의

전체면바름 인쇄를 행하고,

인쇄후의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길이 방향으로의 상기 전체면바름 인쇄의 개시 위치보다도 반송 방향 상류측

의 위치, 또는 길이 방향으로의 상기 전체면바름 인쇄의 종료 위치보다도 반송 방향 하류측 위치에서 폭방향으로 절

단하고,

상기 절단 위치의 부분에 빈틈이 없는 상태에서 길이 방향으로의 전체면바름 인쇄가 실시된 일정한 길이의 인쇄가 끝

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편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

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는 표면이 상기 수상면 및 상기 더미용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수상층과, 이 수상층의 이면

에 형성된 점착층과, 이 점착층을 덮고 있는 박리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는 상기 수상면의 양측에 각각 상기 더미용 수상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서 상기 수상면과 상기 더미용 수상면의 경계에 는 절입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전체면바름 인쇄후에, 상기 절입부를 따라 상기 수상면이 형성되어 있는 수상층의 부분만을 상기 더미용 수상면

이 형성되어 있는 수상층의 부분으로부터 절단하여, 상기 박리지로부터 벗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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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 위치보다도 반송 방향의 하류쪽에 배치되어 있는 한쌍의 절단기를 사용하여, 상기 수상면과 더미용 수상면

의 경계선을 따라서 인쇄가 끝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절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

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32.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을 향하여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33.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 대하여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을 향해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을 인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 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34.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는 표면이 상기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수상층과, 이 수상층의 이면에 형성된 점착층과, 점

착층을 덮고 있는 박리지를 가지며, 상기 박리지에서 점착층에 면하는 쪽의 표면에는 상기 수상층 및 상기 점착층이 

적층되지 않은 노출면이 형성되고, 상기 노출면이 더미용 수상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

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는 상기 박리지의 양측에 각각 상기 노출면이 형성되고, 노출면은 상기 더미용 수상면으

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36.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는,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을 향해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37.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용 수상면에 대하여,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을 향해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을 인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38.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절단 위치는 상기 인쇄 위치 보다도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반송 방향의 하류측에 위

치되고,

인쇄가 끝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지지되어 있는 전체면바름 인쇄의 개시위치가 상기 절단 위치를 통과한 후에,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절단하고,

이 절단을 위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정지 시점을 제어함으로써, 전체면바름 인쇄의 개시단부분에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으로 전체면바름 폭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39.
제 28 항에 있어서,

인쇄가 끝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에 지지되어 있는 전체면바름 인쇄의 종료 위치가 상기 절단 위치를 통과하는 시점

바로 직전의 시점에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절단하고,

이 절단을 위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반송 정지 시점을 제어함으로써, 전 체면바름 인쇄의 종료단 부분의 테이프

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의 전체면바름 폭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그곳에 지지되어 있는 전체면바름 인쇄의 종료단 부분에서 절단한 후에, 테이프형상 기

록 매체를 후퇴시키고, 상기 잉크 제트 헤드에 의한 상기 인쇄 위치를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전방단에 잔류하게 전

회의 전체면바름 인쇄에 의한 전체면바름 부분의 사이에 위치시키고,

상기 전체면바름 부분에 겹쳐 맞춘 상태로 새로운 전체면바름 인쇄 동작을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전방단에 잔류하는 전회의 전체면바름 인쇄의 길이 방향의 전체면바름 폭에 따라서, 상

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후퇴량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

의 인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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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절단 위치는 상기 인쇄 위치 보다도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반송 방향의 하류쪽에 배

치되고,

인쇄가 끝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가 지지되어 있는 전체면바름 인쇄의 종료 위치가 상기 절단 위치를 통과하는 시점

바로 전의 시점에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절단하고,

이 절단을 위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반송 정지 시점을 제어함으로써 전체면바름 인쇄의 종료단 부분의 테이프형

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의 전체면바름폭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청구항 43.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는 일정한 폭의 수상면과, 이 수상면의 적어도 한쪽 측에 형성된 소정의 폭의 더미용 수상

면을 가지며, 더미용 수상면에 대하여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의 길이 방향을 향해 소정의 간격으로 눈금을 인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프린터에 의한 테이프형상 기록 매체로의 인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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