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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 및 이를 구비한 잉크젯화상형성장치

(57) 요약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 및 이를 구비한 잉크젯 화상형성장치가 개시된다. 개시된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는 차례로 포개

어 겹합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를 제2부재로 인입하는 제1부재 및 상기 제1부재로부터 인입된 서로 다른 색상

의 잉크를 분리수용하며, 이를 제3부재로 유출하는 제2부재를 구비하며, 제3부재는 그 저면에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노즐

들이 모여 다수의 노즐라인이 형성된 복수의 헤드칩을 장착하며, 헤드칩의 각 노즐라인에는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가 공급

되므로, 각 헤드칩은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를 토출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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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차례로 포개어 겹합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를 제2부재로 인입하는 제1부재 및 상기 제1부재로부터 인입된 서

로 다른 색상의 잉크를 분리수용하며, 이를 제3부재로 유출하는 제2부재를 구비하며,

제3부재는 그 저면에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노즐들이 모여 다수의 노즐라인이 형성된 복수의 헤드칩을 장착하며, 헤드칩

의 각 노즐라인에는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가 공급되므로, 각 헤드칩은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를 토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헤드칩의 각 노즐라인의 주위에는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가 혼합되거나 또는 외부로 누수되지 않도록 실란트

를 도포할 수 있는 실란트장착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헤드칩의 각 노즐라인 사이의 간격은 0.3mm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헤드칩은 실란트를 이용하여 상기 제3부재에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

청구항 5.

일 방향으로 용지를 이송하는 용지이송수단과, 상기 용지에 잉크를 토출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를

구비한 잉크젯 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는, 차례로 포개어 겹합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를 제2부재로 인입하는 제1부재

및 상기 제1부재로부터 인입된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를 분리수용하며, 이를 제3부재로 인출하는 제2부재를 구비하며,

제3부재는 그 저면에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노즐들이 모여 다수의 노즐라인이 형성된 복수의 헤드칩을 장착하며, 헤드칩

의 각 노즐라인에는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가 공급되므로, 각 헤드칩은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를 토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젯 화상형성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헤드칩의 각 노즐라인의 주위에는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가 혼합되거나 또는 외부로 누수되지 않도록 실란트

를 도포할 수 있는 실란트장착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젯 화상형성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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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5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헤드칩의 각 노즐라인 사이의 간격은 0.3mm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젯 화상형성장치.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헤드칩은 실란트를 이용하여 상기 제3부재에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젯 화상형성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잉크젯 화상형성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용지 폭에 해당하는 노즐부를 구비하는 어레이 프린팅헤

드를 구비하는 잉크젯 화상형성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잉크젯 화상형성장치는 용지의 상면에서 소정 간격 이격되어 용지의 이송방향과 직각방향(용지의 폭 방향)으

로 왕복 주행되는 프린팅헤드(셔틀방식 프린팅헤드)로부터 잉크를 분사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프린

팅헤드에는 잉크를 토출하는 다수의 노즐이 형성된 노즐부가 구비된다.

근래에는 용지의 폭 방향으로 왕복 이송되는 프린팅헤드 대신에 용지의 폭에 해당되는 길이의 노즐부를 갖는 프린팅헤드

(라인 프린팅방식 프린팅헤드)를 사용하여 고속 인쇄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잉크젯 화상형성장치

는 프린팅헤드가 고정되어 있고 용지만이 이송되므로, 구동장치가 단순하고 고속 인쇄의 구현이 가능하다.

도 1은 종래의 프린팅헤드의 일예를 도시한 측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세라믹(Ceramic)으로 이루어진 몸체(1)에는, 잉크를 공급하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매니폴드(2)가 장

착될 수 있는 장착부(3)가 마련되어 있다. 매니폴드(2)는 잉크가 출입할 수 있도록 소정간격으로 마련된 1개의 인입구(4)

와 2개의 출구(5)(6)를 구비하여, 인입구(4)를 통하여 들어온 잉크를 출구(5)(6)를 통하여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잉크카트

리지로 흘러가서 순환된다.

매니폴드(2)의 일면에는 복수의 노즐(미도시)이 형성되어 있는 노즐부(7)가 부착되어 있으며, 타면(반대면)에는 인쇄회로

기판(8)이 부착되어 있으며, 노즐부(7)는 인쇄회로기판(8)과 전기적으로 접점되어 그 통제하에 잉크를 토출한다.

종래의 프린팅헤드는 칼라화상을 형성하기 위하여 몸체(1)에 4개의 매니폴드(2)가 소정간격이 장착되어 있는 구조이다.

각 매니폴드(2)는 옐로우(Y), 시안(C), 마젠타(M) 및 블랙(K)을 공급하여 노즐부(7)를 통하여 외부로 토출시킴으로써 칼

라화상을 형성한다.

그런데, 세라믹으로 이루어진 몸체의 크기가 과다해 재료비가 상승하며, 몸체 내에 잉크공급을 위한 매니폴드가 알루미늄

과 같은 금속부재를 사용함으로써 재료비가 상승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몸체는 노즐부의 부착을 위하여 평면도를 관리해

야 하므로 매니폴드(2)위에 니켈(Ni)플레이트를 마련한 후 노즐부(7)를 부착시키는 추후공정이 필요하여 전체적으로 재료

비가 상승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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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감안한 것으로, 복수개의 헤드칩을 복수열로 배치하고, 각 헤드칩에는 4색의 컬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잉크공급유로구조를 구비하는 어레이 타입 프린팅헤드 및 이를 구비하는 잉크젯 화상형성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

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인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는 차례로 포개어 겹합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색상의 잉

크를 제2부재로 인입하는 제1부재 및 상기 제1부재로부터 인입된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를 분리수용하며, 이를 제3부재로

유출하는 제2부재를 구비하며,

제3부재는 그 저면에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노즐들이 모여 다수의 노즐라인이 형성된 복수의 헤드칩을 장착하며, 헤드칩

의 각 노즐라인에는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가 공급되므로, 각 헤드칩은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를 토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복수의 헤드칩의 각 노즐라인의 주위에는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가 혼합되거나 또는 외부로 누수

되지 않도록 실란트를 도포할 수 있는 실란트장착부가 형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복수의 헤드칩의 각 노즐라인 사이의 간격은 0.3mm 이상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복수의 헤드칩은 실란트를 이용하여 상기 제3부재에 장착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일 방향으로 용지를 이송하는 용지이송수단과, 상기 용지에 잉크를 토출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를 구비한 잉크젯 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는, 차례로 포개어 겹합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를 제2부재로 인입하는 제1부재

및 상기 제1부재로부터 인입된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를 분리수용하며, 이를 제3부재로 유출하는 제2를 구비하며, 제3부

재는 그 저면에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노즐들이 모여 다수의 노즐라인이 형성된 복수의 헤드칩을 장착하며, 헤드칩의 각

노즐라인에는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가 공급되므로, 각 헤드칩은 서로 다른 색상의 잉크를 토출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잉크젯 화상형성장치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어레이 타입 프린팅헤드를 도시

한 분해사시도이고,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어레이 타입 프린팅헤드의 저면을 도시한 분해사시도이고, 도 5는 헤드칩을 도

시한 평면도이고, 도 6은 도 2에 도시된 어레이 타입 프린팅헤드의 결합사시도이고, 도 7은 어레이타입 프린팅헤드의 저면

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잉크젯 화상형성장치(100)는 용지(P)를 일 방향으로 이송하는 용지이송수단과, 상기 용지(P)에 잉크를

토출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130)를 구비한다.

상기 용지이송수단은 용지(P)를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130)의 아래를 통과하도록 이송하는 이송롤러(110)와, 잉

크의 토출로 화상이 형성된 용지(P)를 배지대(191)로 배출하는 배지롤러(190)를 포함한다.

상기 이송롤러(110) 및 배지롤러(190)는 서로 압접되게 설치된 구동롤러와 종동롤러를 구비하며 상기 한 쌍의 롤러들이

압접된 접촉면 사이로 용지(P)가 진행한다. 참조부호 115는 용지(P)의 원하는 부분에 화상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용지(P)

를 정렬하키는 레지스트레이션(registration)롤러이다.

상기 잉크젯 화상형성장치(100)는 화상이 인쇄될 용지(P)가 적재되는 급지 카세트(101)와, 상기 급지 카세트(101)에 적재

된 용지(P)를 낱장 씩 픽업하는 픽업롤러(105)를 구비한다. 또한, 잉크 토출에 의해 용지(P)에 형성된 화상을 건조시키는

건조기(180)를 구비한다.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130)를 구비한 상기 잉크젯 화상형성장치(100)는 인쇄속도가 빠

르므로 용지(P)가 충분히 건조되지 못하고 배지대(191)에 연속적으로 적재되어 잉크의 번짐을 야기할 수 있다. 상기 건조

기(180)는 화상을 재빨리 건조시켜 이러한 잉크 번짐으로 인한 인쇄 불량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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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카트리지(120)는 상기 레지스트레이션롤러(115)와 상기 건조기(170) 사이에 배치된다.

상기 잉크카트리지(120)는 시안(C), 마젠타(M), 옐로우(Y), 및 블랙(K) 색상의 잉크를 수용하는 4개의 잉크탱크(122C,

122M, 122Y, 122K) 및 4개의 부압 조절기(negative pressure regulator, 125C, 125M, 125Y, 125K)와 상기 어레이 타

입 프린팅헤드(130)를 그 내부에 포함한다.

상기 부압 조절기(125C, 125M, 125Y, 125K)는 상기 4개의 잉크탱크(122C, 122M, 122Y, 122K)로부터 상기 어레이 타

입 프린트헤드(130)로 유입되는 잉크의 부압(negative pressure)을 조절하여,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130) 내부로

의 기포 유입이나 노즐(, 도 3 참조)을 통한 불필요한 잉크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130)의 아래에는 플라텐(platen, 165)이 마련되어,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130)의 아

래를 통과하며 화상이 형성되는 용지(P)를 지지한다. 이로 인해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130)와 그 아래를 통과하는

용지(P) 사이에 균일한 간격이 유지된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130)는 차례로 포개어 결합되는 지지부재(131) 와 제1부재(140),

제2부재(150) 및 제3부재(160)를 구비한다.

상기 제1, 제2, 제3 부재(140, 150, 160)는 고분자수지의 일종인 액정 폴리머(liquid crystal polymer)를 몰딩(molding)

하여 형성된다. 액정 폴리머는 성형성과 내화학성이 우수하며 외력에 의한 뒤틀림에도 강하여 치수 안정성이 우수한 소재

로, 고도의 평탄도와 치수 정밀도가 요구되는 프린트헤드(130)의 소재로 적합하다.

상기 제1부재(140)는 4개의 부압조절기(125C, 125M, 125Y, 125K, 도 2 참조)로부터 유출된 시안(C), 마젠타(M), 옐로

우(Y), 블랙(K) 색상의 잉크를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130) 내부, 구체적으로 상기 제2부재(150)의 채널들(151a,

151b, 151c, 151d)로 인입시키기 위해 형성된 4 개의 인입공(141a, 141b, 141c, 141d)을 구비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제

1인입공(141a)으로는 시안(C), 상기 제2인입공(141b)으로는 마젠타(M), 상기 제3인입공(141c)으로는 옐로우(Y), 상기

제4인입공(141d)으로는 블랙(K) 색상의 잉크가 인입될 수 있다. 상기 제1부재(140)의 저면에는 상기 4개의 인입공들

(141a, 141b, 141c, 141d)을 통해 각각 유입된 4가지 색상(C,M,Y,K)의 잉크가 분리 수용되는 4개의 채널(143a, 143b,

143c, 143d)을 구비한다. 상기 4개의 채널(143a, 143b, 143c, 143d)에는 상기 인입공(141a, 141b, 141c, 141d)과 연통

하는 관통홀(142a,142b,142c,142d)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제2부재(150)는 상기 4개의 인입공들(141a, 141b, 141c, 141d)을 통해 각각 유입된 4가지 색상(C,M,Y,K)의 잉크

가 분리 수용되는 4개의 채널(151a, 151b, 151c, 151d)을 구비한다. 상기 채널들(151a, 151b, 151c, 151d)은 용지의 폭

방향, 즉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130)의 길이 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마련되어 있다. 상기 제1채널(151a)에는 시

안(C)색상 잉크가 수용되고, 상기 제2채널(151b)에는 마젠타(M)색상 잉크가 수용되고, 상기 제3채널(151c)에는 옐로우

(Y) 색상 잉크가 수용되며, 상기 제4채널(151d)에는 블랙(K)색상 잉크가 수용될 수 있다.

상기 제1부재(131)의 저면에도 상기 제2부재(150)의 상면과 동일한 패턴으로 제1 내지 제4 채널(143a, 143b,

143c,143d)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상기 제1부재(131)의 채널들(143a, 143b, 143c,143d)과 상기 제2

부재(150)의 채널들(151a, 151b, 151c, 151d)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4가지 색상의 잉크(C,M,Y,K) 각각에 대해 충분한

잉크 수용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상기 제2부재(150) 상면의 테두리에는 돌출된 리브(156)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1부재(140)의 저면 테두리에는 상기

리브(156)를 수용하는 그루브(146)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리브(156)와 그루브(146)는 상기 제1부재(140)와 제2부재

(150)를 서로 부착할 때 정렬(alignment)기준이 된다.

상기 제3부재(160)는 그 상면에 상기 제2부재(150)로부터 유입된 잉크의 흐름 경로가 되는 다수의 경로 홈(161)(162)을

구비한다.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130)는 복수 개의 헤드칩(163)이 용지의 폭 방향, 즉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

드(130)의 길이 방향으로 지그재그(zigzag)로 배열되어 복수의 헤드칩 라인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상기 제3부재(160)의

저면에도 지그재그로 헤드칩장착부(164a, 164b)가 헤드칩 라인을 형성하도록 마련된다.

상기 제3부재(160)의 다수의 경로홈(161)(162)들도 상기 헤드칩장착부(164a,164b)에 각각 잉크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

기 헤드칩들(163)의 배열에 대응하여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130)의 길이 방향으로 반복되게 형성되어 있다. 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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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다수의 경로홈(161)(162)들이 서로 지그재그로 형성된다. 따라서, 상기 헤드칩(163)에 형성된 노즐(163a)에는 시안

(C)색상의 잉크가, 노즐(163b)에는 마젠타(M)색상의 잉크가, 노즐(163c)에는 옐로우(Y)색상의 잉크가, 노즐(163d)에는

블랙색상의 잉크가 공급되어 하나의 칩에 4 색상이 공급되어 하나의 헤드칩에 4색상(1 head chip 4 colors)을 구현한다.

상기 제2부재(150)의 저면에도 상기 제3부재(160)의 경로 홈들(161, 162)과 동일한 패턴으로 경로 홈들(152, 153)이 형

성되어 있다.

상기 제3부재(160) 상면의 테두리에는 돌출된 리브(166)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2부재(150)의 저면 테두리에는 상기

리브(166)를 수용하는 그루브(157)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리브(166)와 그루브(157)는 상기 제2부재(150)와 제3부재

(160)를 서로 부착할 때 정렬기준이 되며, 상기 제2부재(150)와 제3부재(160)의 휨과 뒤틀림을 억제하여 상기 제2부재

(150)와 제3부재(160) 사이의 밀봉을 돕는다.

상기 헤드칩(163)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간격으로 복수개의 노즐라인(163a,163b,163c,163d)을 구비하며, 각

노즐라인(163a,163b,163c,163d)은 잉크를 외부로 토출시키는 복수의 노즐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노즐라인(163a,163b,163c,163d)의 주위 및 상기 노즐라인(163a,163b,163c,163d)들의 사이에는 실란트를 도포하

기 위한 실란트장착부(1631)가 상기 각 노즐라인(163a,163b,163c,163d)을 감싸도록 마련되어 있다. 상기 실란트장착부

(1631)는 실란트가 도포되기 편리하도록 약간 움푹 들어가도록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노즐라인(163a,163b,163c,163d)들간의 간격(C)은 0.3m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상기 헤드칩(163)을 상기

제3부재(160)의 상기 헤드칩장착부(164a,164b)에 견고하게 장착하기 위하여, 상기 실란트장착부(1631)에 실란트를 도

포하는 양을 고려한 것이다. 상기 간격(C)이 0.3mm 이상 되어야 이에 마련되는 상기 실란트장착부(1631)에 실란트를 도

포하였을 때, 상기 헤드칩(163)을 상기 실란트장착부(164a,164b)에 견고하게 장착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실란트장착부(1631)에 실란트를 도포한 상기 헤드칩(163)을 상기 헤드칩장착부(164a,164b)에 부착하면, 실란트가

상기 헤드칩(163)과 헤드칩장착부(164a,164b)를 부착시키면서 잉크가 서로 섞이지 않고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상기 각

노즐라인(163a,163b,163c,163d)주위에 공간을 형성한다.

상기 지지부재(131)는 상기 제1부재(140)의 인입공들(141a,141b,141c,141d)에 각각 대응하도록 복수의 관통공

(132a,132b,132c,132d)을 구비한다. 따라서, 상기 제1부재(140)가 상기 지지부재(131)에 포개어지면 상기 인입공들

(141a,141b,141c,141d)은 복수의 관통공(132a,132b,132c,132d)과 연통되므로 상기 잉크탱크

(122C,112M,122Y,122K)로부터 잉크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다.

상기 지지부재(131)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길이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소정길이 연장되도록 마련된 복수의 고정턱

(133)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1부재(140) 및 제2부재(150)가 상기 지지부재

(131)에 포개어 결합될 때, 상기 제1부재(140) 및 제2부재(150)가 상기 복수의 고정턱(133)사이에 끼워지게 된다.

물론, 본 실시예에서는 가공상의 편의를 위해서 상기 제1부재(140) 및 제2부재(150)의 일부분이 상기 복수의 고정턱

(133)사이에 끼워져 있는 것이며, 상기 제1부재(140) 및 제2부재(150)가 상기 복수의 고정턱(133)사이에 끼워질 수도 있

고, 상기 제1부재(140), 제2부재(150) 및 제3부재(160)가 모두 상기 복수의 고정턱(133)사이에 끼워질 수도 있다.

상기 지지부재(131)는 체결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제1부재(140), 제2부재(150) 및 제3부재(160)를 상하방향에서 각각 체

결한다. 이를 위하여 체결수단은 상기 지지부재(131)의 제1으로부터 상기 지지부재(131), 상기 제1부재(140) 및 제2부재

(150)를 차례로 체결하는 제1체결부(174)와 상기 지지부재(131)의 제2으로부터 상기 제3부재(160), 제2부재(150), 제1

부재(140) 및 지지부재(131)를 차례로 체결하는 제2체결부(175)를 구비한다. 상기 제1체결부(174)와 제2체결부(175)는

스크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지부재(131) 및 각 부재(140,150,160)에는 상기 제1체결부(174)와 제2체결부(175)가 체결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제1체결공(134, 144, 154) 및 복수의 제2체결공(135, 145, 155, 165)이 각각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제1체결공(154)은 상기 제2부재(150)의 복수의 잉크채널(151a, 151b, 151c, 151d)의 폭(W)의 양측부에 소정간격

으로 다수 개가 마련되어 있다. 이때, 상기 제1체결공(154)은 상기 리브(156)에 간섭되지 않도록 마련되어 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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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상기 지지부재(131) 및 상기 제1부재(140)에도 제1체결공(134,144)이 각각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제1체

결부(174)가 상기 제1체결공(134,144,154)에 차례로 체결됨으로써 상기 제1부재(140)와 제2부재(150)는 상기 지지부재

(131)에 체결되어 고정된다.

상기 제2체결공(175)은 상기 제2부재(150)의 복수의 잉크채널(151a, 151b, 151c, 151d)의 길이(L)의 양측부에 다수 개

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여, 상기 지지부재(131), 제1부재(140) 및 제3부재(160)에도 제2체결공(135,145,165)이

각각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제2체결부(175)가 상기 제2체결공(165,155,145,135)에 차례로 체결됨으로써 상기 제

1부재(140), 제2부재(150) 및 제3부재(160)는 상기 지지부재(131)에 체결되어 고정된다.

상기 각 부재(140,150,160)는 액정폴리머(Liquid crystal polymer)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기 지지부재(131)는 스테인레

스 스틸(SUS)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각 부재(140, 150, 160)는 폴리머(poymer)중 평면도가 우수한 액정폴리머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상기 어레이

타입 프린팅헤드(130)의 길이는 A4용지의 세로방향(210mm)보다 크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사출할 경우 제품의 휨으

로 인하여 프린팅헤드와 용지와의 간격을 길이방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상기 지지부재(131)는 금

속으로 강도가 우수하며, 평면도 관리가 가능하므로 상기 각 부재(140, 150, 160)를 체결수단을 이용하여 고정함으로써

상기 각 부재(140, 150, 160)가 자체적으로 휘어지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휨을 억제하여 평면도를 유지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어레이 타입 프린트헤드는 하나의 헤드칩에 4색의 잉크를 토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토출면의 폭을 상대적으로 좁게할 수 있어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토출면에 대응하는 인쇄매체의 굴곡을 줄여

인쇄 시 스미어현상 및 잼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하여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실시예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

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프린팅헤드의 일예를 도시한 측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잉크젯 화상형성장치를 도시한 단면도,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어레이 타입 프린팅헤드를 도시한 분해사시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어레이 타입 프린팅헤드의 저면을 도시한 분해사시도,

도 5는 헤드칩을 도시한 평면도,

도 6은 도 2에 도시된 어레이 타입 프린팅헤드의 결합사시도,

도 7은 어레이타입 프린팅헤드의 저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30...프린트헤드 131...지지부재

132...관통공 133...고정턱

134,144,154...제1체결공 135,145,155,165...제2체결공

140...제1부재 141...인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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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관통홀 143,151...채널

146,157...그루브 155,166...리브

150...제2부재 160...제3부재

161,162...경로홈 163...헤드칩

163a,163b,163c,163d...노즐라인 1631...실란트장헤 175...제2체결부

삭제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717036

- 8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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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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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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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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