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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쇄장치 및 카트리지

요약

잉크 카트리지에 탑재되는 기억소자로서 시리얼 액세스 타입의 것을 이용하여, 신호선이나 메모리의 공용을 도모하고, 장

치의 소형화를 실현한다.

프린터(1)에 장착되는 잉크 카트리지(107K, 107F)에 탑재된 기억소자(80)로서, 순차 액세스 타입이고, 기억 용량이 소형

인 EEPROM을 이용한다. 이 기억소자(8

0)에는 잉크잔량 등의 데이터를 기억하지만, 기억소자(80)는 프린터 본체 측의 EEPROM(90)과는 다른 어드레스 지정 형

식이어서, 제어 IC(200)에 의해 어드레스 지정 형식을 변환한다. 또, 제어 IC(200)를 RAM(210)과 함께, 캐리지(101) 위에

탑재하여, 잉크 카트리지(107K, 107F)의 기억소자(80)에 기록입력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이 RAM(210)에 보존해 두

고, 전원 오프 등의 타이밍으로 기억소자(80)에 기록입력한다. 이러한 잉크잔량 등의 데이터를 기억소자(80)에 기록입력

할 때, 신호선이나 메모리를, 인쇄 헤드(10)에 인자(印字)용의 데이터를 송신하는 신호선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공용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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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로서 프린터(1)의 요부(要部)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2는 잉크 카트리지 및 카트리지 탑재부의 형상을 도시하는 사시도.

도 3은 잉크 카트리지(107)가 카트리지 장착부(18)에 탑재된 모양을 도시하는 단면도.

도 4는 실시예에 있어서의 프린터(1)의 내부구성을 프린트 제어기(40) 중심으로 도시하는 블록도.

도 5는 실시예에 있어서 사용되는 제어 IC(200)의 접속상태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6은 실시예에 있어서의 인쇄 헤드의 구동회로(230)의 내부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7은 인쇄 헤드(10)에 있어서의 노즐 개구부(23)의 배열을 예시하는 설명도.

도 8은 잉크 카트리지(107K,107F)에 내장된 기억소자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9는 기억소자(80)에의 데이터의 기록입력 상태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10은 흑색용 잉크 카트리지(107K)에 내장된 기억소자(80)에 있어서의 데이터 배열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11은 컬러용의 잉크 카트리지(107F)에 내장된 기억소자(80)에 있어서의 데이터 배열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12는 프린터(1)의 프린트 제어기(40)에 설치된 EEPROM(90)에 있어서의 데이터 배열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13은 잉크 카트리지의 장착시의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14는 잉크잔량을 산출하는 처리를 포함하는 인쇄처리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15는 전원 오프 등의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에 인터럽트에 의해 실행되는 대피 처리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16은 컬러 잉크 카트리지의 다른 구성예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17은 실시예의 변형예로서, 전송제어부(220)를 설치하지 않은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18은 또 다른 변형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프린터 5 : 프린트 엔진 10 : 인쇄 헤드·인자 헤드

11 : 종이 전송 기구 12 : 캐리지 기구 13 : 시프트레지스트 회로

14 : 래치 회로 15 : 레벨 시프트 회로 16 : 노즐선택회로

17 : 압전 진동자 18 : 카트리지 장착부 23 : 노즐 개구부

32 : 압력 발생실 40 : 프린트 제어기 43 :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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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RAM 44A : 수신 버퍼 44B : 중간 버퍼

44C : 출력 버퍼 45 : ROM 46 : 제어부

47 : 발진회로 48 : 구동신호 발생회로 49 :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

50 : 소자 구동회로 80 : 기억소자 81 : 메모리 셀

82 : 기록/판독 제어부 83 : 어드레스 카운터 90 : EEPROM

91 : 전원 92 : 패널 스위치 92a : 파워 스위치

92b : 카트리지 스위치 92c : 클리닝 스위치 95 : 어드레스 디코더

100 : 프린터 본체 101 : 캐리지 102 : 타이밍 벨트

103 : 캐리지 모터 104 : 가이드 부재 105 : 인쇄용지

106 : 종이 전송 롤러 107K,107F : 잉크 카트리지 108 : 캐핑 장치

109 : 와이핑 장치 116 : 종이 전송 모터 117K : 잉크 수용실

171 : 카트리지 본체 172 : 측틀부 173,183 : 오목부

174 : 접속단자 175 : 잉크공급부 181 : 바늘 182 : 카트리지 가이드

184 : 내벽 185 : 전극 186 : 커넥터 187 : 저부(底部)

188 : 후벽부 189 : 계합구 191 : 지지축 192 : 고정 레버

193 : 계지부 200 : 제어 IC 205 : 제어 기판 210 : RAM

220 : 전송제어부 230 : 구동회로 250 : 취부부(取付部)

650,750 : 제1 기억영역 660,760 : 제2 기억영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잉크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도트단위로 인쇄를 행하는 인쇄장치 및 이 인쇄장치의 본체에 착탈되는 잉크 카트리

지에 관한 것이다. 더욱 자세히는, 잉크 카트리지에 정보를 기억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잉크 젯 프린터나 잉크젯 플로터 등으로 사용되는 인쇄장치는, 잉크를 수용하는 잉크 카트리지와, 매체에 대한 인쇄를 실

행하는 인쇄 헤드(「인자 헤드」라고도 한다)를 구비하는 인쇄장치 본체로부터 개략적으로 구성된다. 인쇄 헤드는, 잉크

카트리지로부터 공급되는 잉크를 인쇄용지 등의 매체에 부착시킴으로써, 매체에 대한 인쇄를 실현한다. 잉크 카트리지는,

인쇄장치 본체에 대하여 착탈 가능하게 형성되어 있다. 잉크 카트리지에는, 당초 소정량의 잉크가 수용되어 있고, 수용되

어 있는 잉크가 텅비면, 잉크 카트리지는 새로운 것으로 교환된다. 그리고, 이 종류의 인쇄장치는, 인쇄처리 중에서의 인쇄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 인쇄 헤드로부터의 잉크 토출량에 의거하여 잉크 카트리지내의 잉크잔량을 인쇄장치 본체 측에서

산출하여, 잉크잔량이 적어졌을 때 그 취지를 알리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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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잉크잔량 데이터는, 통상 인쇄장치 측, 또는 이 인쇄장치를 이용하는 소위 프린터 드라이버 등이 보존되어 있는 것

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용 중에 잉크 카트리지를 교환하면, 잉크잔량 등 잉크 카트리지에 관한 정보는 상실되거나, 틀

린 것으로 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잉크 카트리지에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하고, 잉크잔량 등의 데이터를 이 메모

리에 본체 측으로부터 기록입력해 두고, 잉크 카트리지가 교환된 경우라도, 잉크잔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기

술이 제안되고 있다(예컨대, 일본 특개소 62-184856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렇지만, 잉크 카트리지는 소모품이고, 인쇄장치에 통상 이용되는 것과 같은 불휘발성 메모리, 예컨대 수 킬로바이트 이

상의 용량을 가지며, 단자가 십 수개나 있는 것과 같은 대형이고 또한 고가인 불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문

제가 있었다. 통상의 불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한 것은, 잉크 카트리지가 소형으로 곤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용하는 잉크

를 사용이 끝난 시점에서 폐기되는 잉크 카트리지의 코스트가 헛되이 상승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잉크 카트리지에는, 소형이고 소 용량의 특수한 불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지만, 단자

가 수 개인 불휘발성 메모리로서는, 그 어드레스 지정 방법이 통상의 불휘발성 메모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

지 않다고 하는 새로운 문제를 초치(招致)한다.

물론, 어드레스 지정이 다른 경우, 데이터의 기록입력을 제어하는 컴퓨터 내에서 어드레스 변환을 행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복수 종류의 잉크를 수용한 잉크 카트리지로서 각 종류의 잉크마다 소비량 등의 정보를 갖는다고 하면, 기록입력

해야 할 용량이 증가하여, 어드레스 변환에 의외로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전원 오프

시와 같이 어드레스 변환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 등에 전체 데이터를 기록하여 되돌리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

을 생각할 수 있고 간과할 수 없다.

또, 이러한 문제는, 용매 중에 안료 또는 염료를 혼합 또는 용해하여, 액상의 잉크 방울을 토출시켜 인쇄를 행하는 잉크젯

타입의 인쇄장치 및 그 잉크 카트리지뿐만 아니라, 토너 잉크를 수용한 잉크 카트리지를 이용하는 인쇄장치나 열전사 타입

의 인쇄장치로도, 잉크 카트리지 내의 잉크잔량 또는 소비량을 직접 계측하는 것은 아니고, 인쇄장치 측에서 연산하는 타

입의 인쇄장치 및 잉크 카트리지에서는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는 것이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여, 잉크 카트리지의 코스트상승을 억제하면서 잉크잔량 등의 잉크 카트리지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인쇄장치 및 잉크 카트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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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삭제

삭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의 적어도 일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쇄장치 및 카트리지의 발명이 이루어졌다. 본 발명의 제 1 인쇄장치는,

잉크를 수용하는 동시에 개서(改書)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한 카트리지가 장착 가능하고, 그 카트리지의 잉크를

인쇄 헤드로부터 인쇄매체로 이동하여 인쇄를 행하는 인쇄장치로서,

상기 카트리지에 수용된 잉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정한 영역에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와는 다른 형식의 어드레스 지정에

의해 기억하는 본체 측 메모리와,

상기 잉크에 관한 정보를 상기 영역에서 판독출력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대응하는 영역에 기록입력하는 메모리 기

록입력수단과,

그 기록입력수단에 의해 기록입력될 때, 상기 어드레스 지정 형식을 변환하는 어드레스 디코더를 구비한 것을 요지로 한

다.

또한, 상기 인쇄장치에 대응하는 방법 발명은,

잉크를 수용함과 동시에 개서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한 카트리지의 잉크를 인쇄 헤드로부터 인쇄매체로 이동하여

인쇄를 행하는 인쇄장치에서, 그 잉크에 관한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입력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카트리지에 수용된 잉크에 관한 정보를, 본체 측 메모리의 미리 정한 영역에,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와는 다른 형식의

어드레스 지정을 통해 기억하고,

상기 잉크에 관한 정보를 상기 영역에서 판독출력하여 상기 어드레스 지정 형식을 변환하고,

그 변환된 어드레스 지정 형식으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대응하는 영역에 기록입력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이러한 인쇄장치 및 기록입력 방법에서는, 카트리지에 관한 정보를 인쇄장치 본체 측 메모리에, 카트리지의 불휘발성 메모

리와 다른 형식의 어드레스 지정에 의해 기억되어 있다. 이 정보를 카트리지 측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입력할 때, 어드

레스 디코더에 의해 어드레스 지정 형식을 변환한다. 따라서, 잉크 카트리지 측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본체 측 메모리와 다

른 어드레스 지정의 것을 이용하더라도, 인쇄장치 측에서는 용이하게 잉크에 관한 정보를 기록입력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

를 이룬다.

이러한 인쇄장치에서는, 상기 카트리지가, 상기 인쇄 헤드가 설치되어 상기 인쇄매체에 대하여 왕복 운동하는 캐리지 위에

장착되는 것이라면, 상기 어드레스 디코더를 그 캐리지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어드레스 디코

더와 카트리지 사이의 거리가 짧아져, 카트리지의 불휘발성 메모리용 어드레스 지정 형식이 신호선의 거리를 연장하기 어

려울 것 같은 경우에도,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

상기 제 1의 인쇄장치에 대응하는 카트리지의 발명을 함께 설명한다. 즉, 본 발명의 제 1의 카트리지는, 인쇄매체에 도트

단위로 잉크를 옮겨 인쇄를 행하는 인쇄 헤드를 갖는 인쇄장치에 장착되어 이용되고, 내부에 잉크를 수용하는 카트리지로

서,

개서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인쇄장치에 설치된 본체 측 메모리의 소정의 영역에서 판독출력된 정보를, 그 본체 측 메모리의 어드레스 지정과는

다른 형식으로 받는 입력부와,

그 입력부가 받은 어드레스의 지정을 이용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상기 정보를 기록입력하는 기록입력 제어부를 구

비한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이 카트리지에서는, 인쇄장치에 설치된 본체측 메모리의 소정의 영역으로부터 판독출력된 정보를, 이 본체측 메모리의 어

드레스 지정과는 다른 형식으로 받고, 이것을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입력한다. 따라서, 카트리지 측에서 보면, 본체 측 메

모리의 어드레스 지정의 형식과는 무관하게 데이터 기록입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얻어진다. 물론, 데이터 판독

출력도 마찬가지로 본체 측 메모리의 어드레스 지정과는 다른 형식으로 행할 수 있다.

다시, 카트리지 측의 불휘발성 메모리를, 시리얼 액세스에 의해 데이터의 수수(授受)를 행하는 전달하는 타입의 메모리로

서 어드레스 지정용 클록에 동기하여 정보를 기록입력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리얼 액세스 타입의 불휘발성 메

모리는, 일반적으로 단자수를 저감할 수 있고 소형이기 때문에, 카트리지의 소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억되는 잉크에 관한 정보로서는, 상기 카트리지에서의 잉크량에 관한 정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잉

크량에 관한 정보로서는, 카트리지에서의 잉크잔량 또는 잉크소비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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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트리지에 수용된 잉크가 복수 종류의 잉크일 때, 상기 어드레스 디코더는, 각 잉크마다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준

비된 영역에 대응하여, 상기 어드레스 지정의 변환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 등과 같이 3색의

잉크를 수용한 카트리지에 있어서, 각 색의 잉크에 관한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물론, 카트리지는, 적어도 다른

5 종류의 잉크를 수용하는 것이라도 좋다. 또한, 복수의 잉크에 대응하여 잉크량에 관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각각 2

바이트 이하의 용량을 할당할 수 있다. 각 잉크에 대하여 2 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할당하고 있으면, 카트리지의 불휘발성

메모리로 단시간에 데이터를 기록입력할 수 있다.

또, 카트리지 측의 불휘발성 메모리에서의 상기 정보의 기억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화하는 경우에는, 어드레스 디

코더는, 본체 측 메모리의 한 영역에 기억된 상기 정보에 관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로의 기록입력 요구가 발생할 때마

다, 두 개의 다른 어드레스 지정을 번갈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어드레스 지정을 어드레스 디코더가 행하기 때문에,

본체 측의 처리를 경감할 수 있다.

카트리지 측의 불휘발성 메모리로의 정보 기록입력의 타이밍은, 상기 인쇄장치의 전원 오프가 지시되었을 때, 그 인쇄장치

의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카트리지의 교환이 지시되었을 때 중 적어도 하나의 타이밍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어드

레스 디코더는, 이들의 처리 후에, 어드레스 지정 형식의 변환을 행하고, 정보를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입력하여 두면 좋

다. 상기의 타이밍으로 정보를 카트리지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입력하여 두면, 정보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적

어도 이들의 타이밍으로 데이터를 기록입력하고 있으면, 카트리지 장착이 해제되는 경우에 카트리지 내의 데이터를 최신

의 것으로 해 두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잉크젯 프린터 등에서, 인쇄 헤드의 노즐의 눈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클리닝 동작

을 행하면, 소정량의 잉크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의 후에는, 잉크량에 관한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카트리지의 불휘발성 메모리로서, 전기적으로 소거 가능하고 프로그램 가능한 ROM 이나 플래쉬 ROM, 강유전체 메모

리 등을 채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2의 인쇄장치는,

잉크를 수용함과 동시에 개서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한 카트리지가 장착 가능하고, 그 카트리지의 잉크를 인쇄 헤

드에 설치된 복수의 도트 형성 요소에 의해 도트 단위로 인쇄매체에 이동하여 인쇄를 행하는 인쇄장치로서,

상기 카트리지에 수용된 잉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정한 영역에 기억하는 본체 측 메모리와,

상기 인쇄 헤드를 탑재하여 상기 인쇄매체에 대하여 왕복 운동하는 캐리지 위에 설치되고, 그 본체 측 메모리의 상기 영역

에서 판독출력된 상기 잉크에 관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데이터 유지(保持) 수단과,

그 일시적으로 기억된 상기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대응하는 영역에 기록입력하는 메모리 기록입력 수단을 구비

한 것을 요지로 한다.

이 인쇄장치에 대응하는 기록입력 방법의 발명은,

잉크를 수용함과 동시에 개서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한 카트리지의 잉크를 인쇄 헤드에 설치된 복수의 도트 형성

요소에 의해 도트 단위로 인쇄매체에 이동하여 인쇄를 행하는 인쇄장치에서, 잉크에 관한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입력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카트리지에 수용된 잉크에 관한 정보를 본체 측 메모리의 미리 정한 영역에 기억하고,

상기 인쇄 헤드를 탑재하여 상기 인쇄매체에 대하여 왕복 운동하는 캐리지 위에 설치된 일시(一時) 메모리에, 상기 본체 측

메모리의 상기 영역에서 판독출력된 상기 잉크에 관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고,

그 일시적으로 기억된 상기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대응하는 영역에 기록입력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상기의 제 2의 인쇄장치 및 기록입력 방법에 대응한 카트리지의 발명에 관해서도 아울러 설명한다. 즉, 본 발명의 제 2의

카트리지는,

인쇄매체에 도트 단위로 잉크를 옮겨 인쇄를 행하는 인쇄 헤드를 그 인쇄매체에 대하여 왕복 운동하는 캐리지에 장착되어

사용되고, 내부에 잉크를 수용한 카트리지로서,

개서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와,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상기 캐리지 위의 일시 메모리에 기억된 상기 카트리지의 잉크에 관한 정보를, 그 일시 메모

리의 어드레스 지정과는 다른 형식으로 받는 입력부와,

그 입력부가 받은 어드레스 지정을 이용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상기 정보를 기록입력하는 기록입력 제어부를 구비

한 것을 요지로 한다.

이러한 인쇄장치, 기록입력 방법 및 카트리지에 의하면, 카트리지에 수용된 잉크에 관한 정보는, 본체 측 메모리의 미리 정

한 영역에 기억되어 있고, 캐리지 위의 일시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기억되고, 그 후 카트리지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입

력된다. 이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본체 측 메모리로부터 판독출력할 필요가 없고, 카트리지의 불휘발성 메모리로

의 데이터 기록입력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시 메모리로서는, 인쇄 헤드의 도트 형성 요소로의 구동신호에 대응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메모리의

적어도 일부의 영역을 이용할 수가 있다. 캐리지에 탑재된 인쇄 헤드에는, 도트 형성 요소로의 구동신호에 대응한 데이터

를 일시적으로 보존하는 메모리가 설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구성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또, 본체측 메모리로부터 일시메모리가 정보를 받을 때, 도트형성요소로의 구동신호에 대응한 데이터를 도트형성요소에

출력하는 신호선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구성을 간략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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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도트형성요소로의 데이터 출력과, 불휘발성 메모리로의 정보의 출력을 공통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실현하

는 경우에는 데이터 또는 정보의 출력을 전환하는 구성을 구비하는 것도 썩 알맞다. 이러한 전환의 구성으로서는 예컨대,

도트형성요소의 구동용의 신호에 대응한 데이터를 출력할 때에는 불휘발성 메모리로의 전원공급을 차단하는 구성등을 생

각할 수 있다.

상기의 각 구성에 있어서, 잉크량에 관한정보는 상기 잉크 카트리지에서의 잉크잔량 또는 잉크소비량으로 할 수 있다. 또

한, 불휘발성 메모리로서는 시리얼 액세스에 의해 데이터의 수수를 행하는 타입의 메모리, 예컨대 전기적으로 소거 가능한

프로그램 가능한 ROM이나 플래시 ROM, 강유전체 메모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카트리지에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한 상기 구성은, 카트리지의 종류에 의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인쇄장치가

흑색잉크를 수납한 흑색 잉크 카트리지와, 복수의 컬러 잉크를 수납한 컬러 잉크 카트리지가 장착 가능하다면, 이 흑색 잉

크 카트리지와 컬러 잉크 카트리지의 각각에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하고, 각각에 정보를 기록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카트리지마다 불휘발성 메모리를 가지기 때문에 카트리지마다 잉크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물론 흑색 혹은 컬러 잉크 카트리지만을 장착 가능한 인쇄장치에도 적용 가능하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썩 알맞는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설명은 이하의 순서로 행한다.

실시예의 프린터의 기계적 구성

잉크 카트리지 및 카트리지 장착부의 구성

프린터의 제어기(40) 및 캐리지(101)의 접속과 신호

기억소자(80)의 구성

잉크잔량에 관한 프린터에 있어서의 처리

잉크 카트리지와의 정보교환

실시예의 효과

실시예의 변형예

실시예의 프린터의 기계적 구성

도 1은, 이하의 각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본 발명을 적용한 잉크젯프린터(인쇄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에

있어서, 본 실시예의 프린터(1)는, 스캐너(scanner)(SC) 등과 함께 컴퓨터(PC)에 접속된 상태로 사용된다. 컴퓨터(PC)에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소정의 프로그램이 로드되어 실행됨으로써, 이들의 장치 전체가 일체로 인쇄장치로

서 기능한다. 컴퓨터(PC)에서는, 소정의 운영체제 위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스캐너(SC)에서 판독입력한 화상 등

에 대하여 소정의 처리를 하면서 CRT 디스플레이(MT)에 화상을 표시한다. 사용자는, 디스플레이(MT) 상의 화상을 수정

(re-touch) 처리를 행한 후, 인쇄를 지시하면, 운영체제에 짜 넣어진 프린터 드라이버가 기동하여, 화상 데이터를 프린터

(1)에 전송한다. 또, 컴퓨터(PC)에 있는 CD-ROM 등의 기록매체는 판독이 가능한 CD 드라이버(미도시) 등이 장착되어 있

다.

프린터 드라이버는, 스캐너(SC)로부터 입력되어 처리된 원(原) 컬러 화상 데이터를 프린터(1)가 사용하는 각 색의 데이터

로 변환하여 프린터(1)에 출력한다. 상세하게는, 원 컬러 화상 데이터는 빨강(R), 초록(G), 파랑(B)의 3 색의 성분으로 이

루어지고, 이것을 색변환하여, 프린터(1)에 출력하는 색 데이터인 흑색(K), 청록(C), 연청록(LC), 자홍(M), 연자홍(LM),

노랑(Y)의 각 색으로 변환하는 처리나, 그 위에 이 것을 잉크 도트의 유무로 바꿔 놓는 소위 2진화 처리 등을 행한다. 이들

의 화상처리는 주지의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 이러한 처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프린터(1) 측에서

행할 수도 있다.

다음에, 프린터(1)의 기본적인 구성에 관해서 설명한다. 프린터(1)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어를 담당하는 프린트 제

어기(40)나, 잉크의 토출 등을 실행하는 프린트 엔진(5) 등을, 프린터 본체(100)에 수납하고 있다. 프린터 본체(100)에는,

프린트 엔진(5)을 구성하는 인쇄 헤드(10), 종이 전송 기구(11) 및 캐리지 기구(12)가 설치되어 있다. 인쇄 헤드(10)는 카

트리지 장착부(18)에 일체로 설치되어, 소위 캐리지(101)를 구성한다. 인쇄 헤드(10)는 잉크젯 방식의 헤드이고, 인쇄용지

(105)와 대향하는 면, 이 도면에 나타내는 예에서는 캐리지(101)의 하면에 취부되어 있다. 인쇄 헤드(10)로의 인쇄 데이터

의 전송은 플렉시블 플랫 케이블(Flexible Flat Cable : FFC)(300)을 통해 이루어진다. 캐리지 기구(12)는 캐리지 모터

(103)및 타이밍 벨트(102)를 구비한다. 캐리지 모터(103)는, 타이밍 벨트(102)를 통해 캐리지(101)를 구동한다. 캐리지

(101)는 가이드 부재(104)에 안내되어 있고, 캐리지 모터(103)의 정역(正逆) 회전에 의해, 인쇄용지(105)의 종이의 폭 방

향으로 왕복 운동한다. 인쇄용지(105)의 반송을 행하는 종이 전송 기구(11)는 종이 전송 롤러(106)와 종이 전송 모터

(116)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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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지(101)의 카트리지 장착부(18)에는 후술하는 잉크 카트리지(107K,107F)가 장착되고, 인쇄 헤드(10)는 이 잉크 카트

리지(107K,107F)로부터 잉크를 보급 받고, 캐리지(101)의 이동에 맞춰 인쇄용지(105)에 잉크 방울을 토출시켜 도트를 형

성함으로써, 인쇄용지(105)에 화상이나 문자를 인쇄한다.

각 잉크 카트리지(107K,107F)에는, 염료 또는 안료를 용매에 용해 또는 분산시킨 잉크가 충전되어 있다. 잉크가 충전되어

있는 공간을 잉크 수용실이라고 한다. 잉크 카트리지(107K)의 잉크 수용실(117K)에는, 흑색(K)의 잉크가 충전되어 있다.

또한, 잉크 카트리지(107F)에는, 복수의 잉크 수용실(107C, 107LC, 107M, 107LM, 107Y)이 각각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들의 잉크 수용실(107C, 107LC, 107M, 107LM, 107Y)에는, 청록(C), 연청록(LC), 자홍(M), 연자홍(LM), 노랑

(Y) 색의 잉크가 각각 충전되어 있다. 따라서 인쇄 헤드(10)에는, 각 색의 잉크가 잉크 수용실(107C, 107LC, 107M,

107LM, 107Y)에서 각각 공급된다. 이들의 각 잉크는 각각 인쇄 헤드(10)로부터 각 색의 잉크 방울로 토출되어 컬러인쇄

가 실현된다.

프린터(1)의 본체 단부(端部)에는, 캐핑 장치(108)와 와이핑 장치(109)가 배치되어 있다. 이 본체 단부는 인쇄가 행하여지

지 않은 비(非)인쇄영역이다. 캐핑 장치(108)는, 인쇄처리의 휴지중(休止中)에 인쇄 헤드(10)의 노즐개구를 봉지(封止)하

기 위한 것이다. 이 캐핑 장치(108)에 의해서, 인쇄처리의 휴지중에서의 잉크의 용매성분의 휘발을 방지한다. 용매성분의

휘발을 방지하는 것으로, 잉크점도의 증대나 잉크막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인쇄처리의 휴지중에 캐핑함으로써 노즐의

눈막힘을 방지할 수가 있다. 또한, 캐핑 장치(108)는 플러싱(flushing)동작에 의해 인쇄 헤드(10)로부터 토출되는 잉크 방

울을 받는 기능도 갖는다. 플러싱 동작이란, 인쇄처리 실행 중으로서 캐리지(101)가 본체 단부에 도달하였을 때에 행하여

지는 잉크 토출동작이고, 노즐의 눈막힘을 방지하는 동작의 하나이다. 캐핑 장치(108)의 근방에는 와이핑 장치(109)가 배

치되어, 이 와이핑 장치(109)는 인쇄 헤드(10)의 표면을 칼날 등으로 와이핑함으로써, 인쇄 헤드(10)의 표면에 부착된 잉

크 찌꺼기나 종이가루를 제거한다. 또, 이들 동작 외에 실시예의 프린터(1)에서는, 기포 혼입에 의한 이상 발생시 등에, 노

즐에 대한 흡인(吸引)동작도 행하고 있다. 흡인동작은 캐핑 장치(108)를 인쇄 헤드(10)에 압접시켜 노즐개구를 밀폐하고,

도시되지 않은 흡인 펌프를 동작시켜, 캐핑 장치(108)에 연결되어 통하는 통로를 부압(負壓)으로 하여, 인쇄 헤드(10)의

노즐로부터 잉크를 흡인하는 동작이다. 이들의 플러싱 동작, 와이핑 동작, 흡인동작을 포함하여 헤드 클리닝이라고 한다.

또, 와이핑은 칼날을 입설(立設)하고 있어, 캐리지(101)의 왕복운동에 의해 매회 자동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성으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헤드 클리닝 동작에는 플러싱동작과 흡인동작만이 포함된다.

잉크 카트리지 및 카트리지 장착부의 구성

다음에, 프린터(1)에 장착되는 잉크 카트리지(107K, 107F)의 구조 및 취부(取付)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잉크 카트리지

(107K,107F)의 기본적인 구조는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흑색용 잉크 카트리지(107K)를 예로 잉

크 카트리지의 구조 및 이 카트리지를 프린터 본체에 장착하기 위한 구조를 설명한다.

도 2는 잉크 카트리지 및 프린터 본체의 카트리지 장착부의 개략구조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도 3은 이 잉크 카트리지의

내부구조, 캐리지 위의 카트리지 장착부의 내부구조 및 카트리지 장착부에 카트리지를 장착하는 모양을 도시하는 단면도

이다.

도 2의 (A)에 있어서, 잉크 카트리지(107K)는 내부에 잉크를 수용하는 잉크 수용실(117K)을 구성하는 합성수지 제품의

카트리지 본체(171)와, 카트리지 본체(171)의 측틀부(172)에 내장된 기억소자(불휘발성 메모리)(80)를 구비하고 있다. 이

기억소자(80)는, 전기적으로 기억내용을 소거하여 개서 가능하고, 또한 전원의 공급이 없어도 내용을 유지하는 소위

EEPROM이다. 다만, 이 기억소자(80)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개서 횟수는 1만회 정도이고, 프린트 제어기(40)에 내장된

EEPROM(후술)의 기록입력 허용 횟수와 비교하면, 수분의 1 이하로 되어 있다. 그만큼, 기억소자(80)의 코스트는 대단히

낮다. 이 기억소자(80)는, 잉크 카트리지(107K)를 프린터 본체(100)의 카트리지 장착부(18)에 장착한 상태로, 프린터(1)

의 프린트 제어기(40)와의 사이에서 각종의 데이터의 수수가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기억소자(80)는 잉크 카트리지

(107K)의 측틀부(172)에 대하여 하측이 개방상태에 있는 오목부(173)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의 접속단자(174)만

이 노출되어 있지만, 전체를 노출하여 설치하더라도 좋다. 물론, 전체를 매설하여 단자부를 별체(別體)로 설치하여도 좋다.

도 2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카트리지 장착부(18)의 저부(底部)(187)에는, 잉크 공급용 바늘(181)이 위를 향하게 배치

되어 있다. 바늘(181)의 주위는 오목부(183)로 형성되어 있고, 카트리지 장착부(18)에 잉크 카트리지(107K)를 장착하면,

잉크 카트리지(107K)의 저부에 볼록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잉크 공급부(175)가 이 오목부(183)에 끼워져 합쳐진다. 이

오목부(183)의 내벽에는 카트리지 가이드(182)가 3개소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카트리지 장착부(18)의 내벽(184)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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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186)가 배치되어 있다. 이 커넥터(186)는 잉크 카트리지(107K) 측에 복수의 전극(185)을 갖는다. 전극(185)은 카

트리지 장착부(18)에 잉크 카트리지(107K)가 장착되면, 기억소자(80)의 복수의 접속단자(174)의 각각과 접촉하여 전기적

인 접속을 실현한다.

커넥터(186)는, 도 3의 단면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벽(184)을 관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전극(185)의 반대측에 캐리

지(101) 위의 제어기판(205)과 접촉하는 접촉 핀을 구비한다. 따라서, 제어기판(205)을 카트리지 장착부(18)의 외측 취부

부(250)에 장착하면, 커넥터(186)를 통해, 제어기판(205)과 기억소자(80)의 전기적인 접속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커넥

터(186)는 기억소자(80)와 제어기판(205)의 신호 교환을 매개하는 신호 통로로서 기능한다. 또한, 제어기판(205)은 FFC

(300)에 의해 프린트 제어기(40)의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와 접속되어 있다.

다음에, 프린터(1)의 제어회로에 관해서 설명하고, 아울러 프린트 제어기(40)와, 캐리지(101) 위의 인쇄 헤드(10) 및 잉크

카트리지(107K, 107F) 위의 기억소자(80) 사이의 데이터 교환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4는, 본 실시예의 잉크젯프린터(1)

의 기능 블록도이다. 프린트 제어기(40)는, 컴퓨터로부터의 인쇄 데이터 등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43), 인쇄 데이터 등의

각종 데이터의 기억을 행하는 RAM(44), 각종 데이터 처리를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기억한 ROM(45), CPU 등으로

이루어지는 제어부(46), 발진회로(47), 인쇄 헤드(10)로의 구동신호(COM)를 발생시키는 구동신호 발생회로(48) 및 도트

패턴 데이터로 전개된 인쇄 데이터 및 구동신호를 프린트 엔진(5)에 송신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

(49)를 구비한다.

또한, 프린트 제어기(40)에는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를 통해 패널 스위치(92) 및 전원(91)의 제어선도 접속되어 있

다. 패널 스위치(92)에는 전원의 온/오프를 지시하는 파워 스위치(92a), 잉크 카트리지의 교환을 지시하는 카트리지 스위

치(92b) 및 강제적인 인쇄 헤드(10)의 클리닝을 지시하는 클리닝 스위치(92c)가 설치되어 있다. 패널 스위치(92)의 파워

스위치(92a)가 조작되어 전원 오프의 지시가 입력되면, 마스크 불가능한 인터럽트 요구(NMI)가 발생한다. 인터럽트 요구

(NMI)가 생기면, 프린트 제어기(40)는, 미리 정한 인터럽트 처리로 즉각 이행하여, 전원(91) 등의 주변회로에 파워 다운

(down) 명령을 출력한다. 전원(91)은 이 신호를 받아, 대기상태에 들어간다. 대기상태에서, 전원(91)은 주전원의 공급이

정지하지만, 전력 공급선(미도시)을 통해 대기전력을 프린트 제어기(40)로 공급한다. 즉, 패널 스위치(92)를 통해 실행되

는 통상의 전원 오프 조작으로는 프린트 제어기(40)에 대한 전력공급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다.

또한, 마스크 불가능한 인터럽트 요구(NMI)는, 패널 스위치(92)의 카트리지 스위치(92b)를 조작하여 잉크 카트리지의 교

환을 지시한 경우에도 출력된다. 다시, 이러한 인터럽트 요구는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로부터 빠진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

들의 인터럽트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프린트 제어기(40)는 후술하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실행하지만, 인터럽트 처리 루

틴 중에는, 패널 스위치(92)의 스위치 조작에 의해 이 인터럽트 요구가 발생한 경우와, 전원의 강제적인 차단에 의해 발생

한 경우는 식별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럽트 요구(NMI)가 생긴 경우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은 요인에 의해 다른 처리를 실

현할 수 있다. 또, 전원(91)에는 플러그가 콘센트로부터 빠진 후에도 소정시간(예컨대, 0.3초)에 걸쳐 전력공급을 실현하

기 위해, 보상전원장치(예컨대, 커패시터)가 구비되어 있다.

프린트 제어기(40)에는, 이 밖에 캐리지 기구(12) 위(도 1 참조)에 탑재한 흑색용 잉크 카트리지(107K) 및 컬러용의 잉크

카트리지(107F)에 관한 정보를 기억해두는 본체 측 메모리로서, EEPROM(90)이 탑재되어 있다. EEPROM(90)은, 자세하

게 후술하지만, 흑색용의 잉크 카트리지(107K) 및 컬러용 잉크 카트리지(107F)에서의 잉크량에 관련되는 정보(잉크잔량

또는 잉크소비량)등의 소정정보를 기억한다.

프린터의 제어기(40)와 캐리지(101)의 접속 및 신호

프린트 제어기(40)의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와 캐리지(101)를 접속하는 FFC(300)는, 5 개의 신호선을 갖는다. 프린

트 제어기(40)로부터 캐리지(101)의 인쇄 헤드(10)및 캐리지(101)에 탑재된 잉크 카트리지(107K, 107F)의 후술하는 기

억소자(80)로의 데이터 전송은, 이 적은 5 개의 신호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프린트 제어기(40)와 FFC(300)를 통해 접속되는 것은, 제어기판(205)이다. 이 제어기판(205)에는, 전송 제어부(220), 제

어 IC(200) 및 RAM(210)이 탑재되어 있다. 캐리지(101) 위의 제어기판(205) 및 그 주변은 도 5에 상세히 도시되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기판(205)상의 전송 제어부(220)는 FFC(300)를 통해 받은 5 개의 신호(SG1∼SG4) 및 선택

제어신호(SSL)를 이용하여, 제어 IC(200)와 프린트 제어기(40)의 데이터 교환 및 구동회로(230)로의 프린트 제어기(40)

로부터의 데이터 출력을 제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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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송 제어부(220)는, FFC(300)을 통해 프린트 제어기(40)의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

을 행하는 끝단부를, 제어 IC(200) 또는 구동회로(230)로 배분한다.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와 접속된 4개의 신호

(SG1∼SG4)는, 5번째의 선택 제어신호(SSL)가 하이(high) 레벨인 경우에는, 구동회로(2

30)로 출력되어, 각각 구동신호(COM), 래치 신호(LAT), 클록 신호(CLK), 기록 데이터(SI)가 된다. 한편, 선택 제어신호

(SSL)가 로(low) 레벨인 경우에는, 4개의 신호(SG1∼SG4)가 제어 IC(200)측과 접속되어, 각각 수신용 신호(RxD), 송신

용 신호(TxD), 파워 다운 신호(NM1) 및 선택신호(SEL)가 된다.

선택 제어신호(SSL)가 하이 레벨인 경우에는, 프린트 제어기(40)는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로부터 전송제어부(220)

를 통해, 구동회로(230)에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즉, 프린트 제어기(40)는 프린트 엔진(5)의

종이 전송 기구(11)나 캐리지 기구(12)를 구동하면서, 인쇄 헤드(10)에 각 노즐로부터의 잉크 방울의 토출을 제어하고, 인

쇄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 이 점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동회로(230)는 내부에 시리얼 전송된 데이터를 각 노즐에 대응한 패럴 데이터로 변환하는 시

프트 레지스터 회로(13),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13)의 출력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래치 회로(14), 래치 회로(14)의 출력을

수십 볼트 정도의 전압에까지 전압 증폭하는 레벨 시프터(15) 및 레벨 시프터(15)의 출력을 받아 동작하는 노즐 선택회로

(아날로그 스위치)(16)가 설치되어 있다. 노즐 선택회로(16)의 입력측에는, 구동신호 발생회로(8)로부터의 구동신호

(COM)가 인가되어 있다. 노즐 선택회로(16)의 출력은, 인쇄 헤드(10)에 설치된 압전진동자(17)에 접속되어 있고, 인쇄 헤

드(10)의 하부에 설치된 노즐 개구부(23)로부터의 잉크 토출을 제어하고 있다.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13), 래치 회로(14),

레벨 시프터(15) 및 노즐 선택회로(16)는, 실제로 인쇄 헤드(10)에 설치된 복수의 압전진동자(17)에 대응한 수의 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양을 도 6에 도시하였다. 또, 인쇄 헤드(10)의 각 노즐 개구(23)는,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잉크

마다 다수 개 설치되어 있고, 각 노즐 개구부(23)에는, 한 개씩 압전진동자(17)가 설치되어 있다. 또, 인쇄 헤드(10)에 있어

서의 노즐 개구부(23)는 흑색(K), 청록색(C), 연청록색(LC), 자홍색(M), 연자홍색(LM), 노란색(Y)에 대응하고, 또한 노즐

배치는 각 색깔마다 2열씩 엇갈려지도록 형성되어 있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노즐 개구부(23)에 설치된 각 압전진동자(17A∼17N)에 대응하여,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13)

의 각 시프트 레지스터(13A∼13N), 래치 회로(14)의 각 래치(14A∼14N), 레벨 시프터 회로(15)의 각 레벨 시프터

(15A∼15N), 노즐 선택회로(16)의 각 스위치 소자(16A∼16N)가 설치되어 있다. 이 구동회로(230)는, 프린트 제어기(40)

측에서 각 노즐 개구부(23)로부터 잉크 방울을 토출하는 지의 여부를 「1」또는「0」의 기록 데이터(SI)로서 받고, 이것

을 클록 신호(CLK)에 동기하여, 각 시프트 레지스터(13A∼13N)에 순차 전송해간다. 모든 노즐개구(23)에 관해서의 기록

데이터(SI)가 1 기록주기분에 전송되면, 전(全) 시프트 레지스터(13A∼13N)에 「1」또는「0」의 비트 데이터가 설정된

다. 이 상태로, 래치 신호(LAT)를 받으면, 각 시프트 레지스터(13A∼13N)에 세트된 비트 데이터는 각 래치(14A∼14N)로

전송된다. 이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13)와 래치 회로(14)를 합쳐 데이터 유지 회로(130)라고 한다.

래치 회로(14)의 각 래치(14A∼14N)가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13)는, 다음 주기의 기록

데이터(SI)의 전송을 받는 것으로 된다. 래치 회로(14)의 출력은, 레벨 시프터 회로(15)의 각 레벨 시프터(15A∼15N)에 의

해 전압이 변환되어, 각 스위치 소자(16A∼16N)에 출력된다.

레벨 시프터(15A∼15N)의 출력이 하이 레벨(비트 데이터 「1」)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스위치로 구성되는 노즐 선택회로

(16)의 각 스위치소자(16A∼16N)는, 도통상태로 된다. 따라서, 소정의 타이밍으로 구동신호(COM)가 출력되면, 비트 데

이터「1」의 레벨 시프터(15A∼15N)에 대응한 스위치소자(16A∼16N)에 대해서는, 구동신호(COM)는 그 대로 압전진동

자(17A∼17N)에 인가된다. 구동신호(COM)를 받은 압전진동자(17A∼17N)는 구동신호의 신호 파형에 따라 변위한다. 그

결과, 인쇄 헤드(10)에서는, 압력 발생실(32)가 수축하여 압력 발생실(32) 내의 잉크에 압력이 가해지고, 노즐개구(23)로

부터 잉크 방울이 토출되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 각 스위치소자(16A∼16N)에 가해지는 비트 데이터 가 「0」의 경우는, 각 압전진동자(17A∼17N)로의

구동신호가 차단되어, 각 압전진동자(17A∼17N)는 직전의 전하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노즐개구(23)로부터 잉크 방

울이 토출되는 것은 없다.

다음에,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로부터 출력되어 있는 선택제어신호(SSL)가 로 레벨인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선택

제어신호(SSL)가 로 레벨의 경우에는, 프린트 제어기(40)의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는 전송 제어부(220)를 통해, 제

어 IC(200)와 4 개의 신호선으로 접속된 상태가 되고, 프린트 제어기(40)는 시리얼 통신에 의해, 제어 IC(200)와의 사이에

서 데이터 교환을 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어 IC(200)측에서 보아 데이터를 받기 위한 신호선(RxD), 데이터를 출력

하기 위한 신호선(TxD), 프린트 제어기(40)측으로부터 제어 IC(200)에 대하여 정전시의 기록입력 요구를 출력하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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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신호(NMI), 신호선(RxD, TxD)을 이용한 데이터의 수수를 허가하는 선택신호(SEL)의 4개의 신호가, 병렬 입출력 인

터페이스(49)와 제어 lC(200) 사이에서 교환되는 상태로 된다. 제어부(46)는, 이들의 신호를 이용하여, 제어 IC(200)와의

사이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교환을 행하고 있지만, 제어부(46)와 제어 IC(200)의 통신속도는, 제어 IC(200)와 기억소자

(80)와의 사이의 데이터 교환의 속도와 비교하여, 충분히 고속이다. 또, 파워 다운 신호(NMI)는 패널 스위치(92)의 파워

스위치(92a)나 카트리지 스위치(92b)가 조작되었을 때, 또는 전원 플러그가 뽑히기도 하여 강제적으로 전원이 차단된 경

우에 출력되는 신호이다.

프린트 제어기(40)는, 선택 제어신호(SSL)를 로 레벨로 한 상태에서, 전송 제어부(220)를 통해, 제어 IC(200)와 시리얼 통

신을 행하고, 잉크 카트리지에 있어서의 잉크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어 IC(200)로 넘겨준다. 제어 IC(200)는 이것을 일시

적으로 RAM(210)에 유지한 후, 소정의 타이밍, 예컨대 파워 다운 신호(NMI)가 출력된 타이밍 등으로, 잉크 카트리지

(107K, 107F)의 기억소자(80)에 기록입력한다.

거기서, 다음에 잉크 카트리지(107K, 107F) 위의 기억소자(80)와의 데이터 교환에 관해 설명한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제어 IC(200)는 두 개의 기억소자(80)에 대하여 개별로 데이터 교환을 행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따라서, 하나의 제어

IC(200)로 흑색용 잉크 카트리지(107K)와 컬러용 잉크 카트리지(107F)의 각 기억소자(80)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을 행할

수 있다. 도 5에서는 각각의 기억소자(80)에 대한 신호선을 구별하기 위해, 전원(Power)이나 각 신호(CS, W/R, DATA,

CLK) 등의 다음에, 흑색용 잉크 카트리지(107K)에 관해서는 첨자(「1」)를, 컬러용 잉크 카트리지(107F)에 관해서는 첨

자(「2」)를 각각 붙여 구별하고 있다.

상기 구성에서는, 패널 스위치(92)의 파워 스위치(92a) 등이 조작된 때에 출력되는 파워 다운 신호(NMI)를 이용하여 데이

터의 기록입력을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수신용 신호선(RxD)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커맨드에 의해 기억소자(80)로의

데이터의 기록입력을 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전송 제어부(220)와 제어 IC(200) 사이의 신호선을 3개로 할 수 있다.

또, 구동회로(230)에 출력하는 신호선 중 구동신호(COM)는 직접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로부터 구동회로(230)로 출

력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송제어부(220)로부터 제어 IC(200)로의 신호선도 구동회로

(230)로의 신호선도 공히 3개로 되므로, FFC(300)에 의해 전송제어부(220)에 접속되어 있는 신호선(SG4)을 삭감할 수

있다.

기억소자(80)의 구성

도 8은 잉크 카트리지(107K, 107F)에 내장된 기억소자(80)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잉크 카

트리지(107K,107F)의 기억소자(80)는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 셀(81), 기록(write)/판독(read) 제어부(82) 및 어드레스

카운터(83)를 구비한다. 기록/판독 제어부(82)는 메모리 셀(81)에서의 데이터의 판독 및 기록을 제어하는 회로이다. 한 편,

어드레스 카운터(83)는 클록신호(CLK)에 따라서 카운트업(count up)되는 카운터이고, 그 출력은 메모리 셀(81)에 대한

어드레스로 되어 있다.

실제 기록입력 동작에 관해 도 9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9의 (A), (B)는 본 실시예의 프린터(1)에 있어서, 프린트 제어기

(40)로부터 잉크 카트리지(107K,107F)에 내장된 기억소자(80)에 잉크잔량을 기록입력할 때의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및 이 처리를 할 때의 타이밍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프린트 제어기(40)의 제어부(46)는 기억소자(80)를 인에이블 상태로 하기 위한 칩 실렉트 신호

(CS)를 하이 레벨로 한다(스텝 ST21). 이 칩 실렉트 신호(CS)가 로(low) 레벨로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어드레스 카운터

(83)의 카운트 값은 0으로 되어 있고, 칩 실렉트 신호(CS)가 하이 레벨로 되면, 인에블 상태로 되어, 카운트가 개시 가능하

게 된다. 다음에, 데이터를 기록입력하는 어드레스를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의 클록 신호(CLK)를 발생시킨다(스텝

ST22). 이 때, 필요한 클록 신호의 수는 제어 IC(200)가 결정되어 있다. 그 의미로서, 제어 IC(200)에는 EEPROM(90)의

어드레스 지정 형식과 기억소자(80)의 어드레스 지정 형식을 변환하는 어드레스 디코더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

다. 소정수의 클록신호(CLK)가 출력되면, 기억소자(80)내의 어드레스 카운터(83)는 카운트업된다. 그 사이 기록/판독 신

호(W/R)는 로 레벨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셀(81)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판독출력이 지시되어 있는 것으로 되고,

클록에 동기하여 더미(dummy) 데이터의 판독출력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렇게 하여 소정의 기록입력 어드레스까지 카운트업시킨 후, 기록입력의 처리를 행한다(스텝 ST23). 이 기록입력 처리

는, 기록/판독 신호(W/R)를 하이 레벨로 전환하고, 데이터(I/O)에 1 비트의 데이터를 출력하여, 데이터가 확립된 시점에서

클록신호(CLK)를 하이 액티브로 전환함으로써 행해진다. 기억소자(80)는 기록/판독 신호(W/R)가 하이 레벨일 때, 클록신

호(CLK)의 상승 에지에 동기하고, 데이터 단자(I/O)의 데이터(DATA)를 메모리 셀(81)에 기록입력하는 것이다. 또, 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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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서는 5번째의 클록신호(CLK)에서 이 신호(CLK)에 동기하여 기록입력이 실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기록입

력을 설명하는 것이고, 필요가 있으면, 첫번째의 클록신호(CLK)에서도 클럭신호(CLK)에 동기하여, 잉크잔량 등의 필요한

데이터의 기록입력이 실행된다.

이렇게 해서 기록입력이 행하여지는 기억소자(80) 내의 데이터 배열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10, 도 11은 각각 본 실시예의

프린터(1)에 이용된 흑색용 및 컬러용 잉크 카트리지(107K,107F)에 내장된 기억소자의 데이터 배열을 도시하는 설명도이

다. 또한, 도 12는 프린터 본체에 내장된 EEPROM(90)에서의 데이터 배열을 도시하는 설명도이다. 흑색용의 잉크 카트리

지(107K)에 구비되어 있는 기억소자(80)의 메모리 셀(81)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판독출력 전용 데이터를 기억하

는 제 1의 기억영역(750)과, 개서 가능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제 2의 기억영역(760)을 구비하고 있다. 프린터 본체(100)는,

제 1의 기억영역(750)에 격납(格納)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판독출력만이 가능하고, 제 2의 기억영역(760)에 격납되

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판독출력 및 기록입력의 쌍방을 실행할 수 있다. 제 2의 기억영역(760)은 특별한 처리를 행하

지 않고 액세스할 때, 즉 디폴트 그대로의 액세스시, 제 1의 기억영역(750)보다도 앞서 액세스되는 어드레스에 배치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제 2의 기억영역(760)은 제 1의 기억영역(750)보다 저(低) 어드레스에 배치되어 있다. 또, 본 실시예

에 있어서, "저 어드레스" 라는 것은 "선두측의 어드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제2의 기억영역(760)에는, 선두영역(700)에 잉크 카트리지의 취부 횟수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고, 여

기에 이어지는 각 기억영역(701,702)에는, 각각 제 1의 흑색 잉크잔량 데이터 및 제 2의 흑색 잉크잔량 데이터가 기억된

다. 흑색 잉크잔량 데이터가 2 개의 기억영역(701,702)에 할당되어 있는 것은, 이들의 영역에 대하여 번갈아 데이터를 개

서를 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최후에 개서된 흑색 잉크잔량 데이터가 기억영역(701)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이면, 기억

영역(702)에 기억되어 있는 흑색 잉크잔량 데이터는 그 1회(回)전(前)의 데이터이고, 다음회의 개서는, 이 기억영역(702)

에 대하여 행해진다. 흑색 잉크잔량 데이터의 기억영역(701,702)은 공히 그 기억용량이 1 바이트(8 비트)분(分)이다. 또,

흑색 잉크잔량 데이터는 잉크 카트리지의 취부횟수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기억되는 영역보다 전의 영역에 할당하여, 후술

하는 전원차단시 등에, 최초로 액세스되도록 해 두는 것도 좋다.

이것에 대하여, 제 1의 기억영역(750)에 기억되는 판독출력 전용 데이터는 최초로 액세스되는 순서로부터 말하면, 각 기억

영역(711∼720)에 대하여 할당된 잉크 카트리지(107K)의 개봉시기 데이터(년), 잉크 카트리지(107K)의 개봉시기 데이터

(월), 잉크 카트리지(107K)의 버전(version) 데이터, 안료계 또는 염료계 등이라고 한 잉크의 종류 데이터, 잉크 카트리지

(107K)의 제조 년 데이터, 잉크 카트리지(107K)의 제조 월 데이터, 잉크 카트리지(107K)의 제조 일 데이터, 잉크 카트리

지(107K)의 제조 라인 데이터, 잉크 카트리지(107K)의 시리얼번호 데이터 및 잉크 카트리지(107K)가 신품인지 리사이클

품인지를 나타내는 리사이클 유무 데이터이다. 이 중, 잉크 카트리지(107K)의 시리얼 넘버는, 잉크 카트리지(107K)마다

고유값이 주어져 있고, 소위 식별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또, 제조연월일 및 제조시간의 데이터를 1개의 잉

크 카트리지(107K)가 제조되는 시간과 같은 정밀도로 또는 이것보다 자세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하면(예컨대 초 단위, 혹

은 1/10초 단위까지 기억하는 것으로 하면), 제조연월일 및 시간을 식별정보로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컬러용의 잉크 카트리지(107F)에 구비되어 있는 기억소자(80)의 메모리 셀(81)도, 도면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판독출력

전용 데이터를 기억하는 제 1의 기억영역(650)과, 개서 가능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제 2의 기억영역(660)을 구비하고 있

다. 프린터 본체(100)는, 제 1의 기억영역(650)에 격납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판독출력만이 가능하고, 제 2의 기억

영역(660)에 격납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판독출력 및 기록입력의 쌍방을 실행할 수 있다. 제 2의 기억영역(660)은

액세스 시에 제 1의 기억영역(650)보다도 앞서 액세스되는 어드레스에 배치되어 있다. 즉, 제 2의 기억영역(660)은 제 1

의 기억영역(650)보다도 저 어드레스에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제 2의 기억영역(660)은 선두영역(600)에 취부횟수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고, 여기에 이어지는는 각

기억영역(601∼610)에 제 1의 청록색 잉크잔량 데이터, 제 2의 청록색 잉크잔량 데이터, 제 1의 자홍색 잉크잔량 데이터,

제 2의 자홍색 잉크잔량 데이터, 제 1의 노란색 잉크잔량 데이터, 제 2의 노란색 잉크잔량 데이터, 제 1의 연 청록색 잉크

잔량 데이터, 제 2의 연 청록색 잉크잔량 데이터, 제 1의 연 자홍색 잉크잔량 데이터, 제 2의 연 자홍색 잉크잔량 데이터가

기억된다. 각 색의 잉크잔량 데이터가 2개의 기억영역에 할당되어 있는 것은, 흑색용 잉크 카트리지(107K)와 같이 이들의

영역에 대하여 번갈아 데이터 개서를 행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각 잉크색 데이터에 할당된 기억용량도, 흑색 잉크 카트리

지(107K)와 같이 각 1 바이트(8 비트)이다. 컬러 잉크 카트리지(107F)의 기억소자(80)라도, 흑색 잉크 카트리지(107K)의

기억소자(80)와 같이 각 색의 잉크잔량 데이터를, 잉크 카트리지의 취부횟수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기억되는 영역보다 전

의 영역에 할당하여, 후술하는 전원차단시 등에, 최초로 액세스되도록 해 두는 것도 좋다.

이에 대하여, 제 1의 기억영역(650)에 기억되는 판독출력 전용 데이터는, 흑색용 잉크 카트리지(107K)와 같이 최초로 액

세스되는 순으로부터 말하면, 각 기억영역(611∼620)에 대하여 할당된 잉크 카트리지(107F)의 개봉시기 데이터(년), 잉

크 카트리지(107F)의 개봉시기 데이터(월), 잉크 카트리지(107F)의 버전(version) 데이터, 잉크 종류 데이터, 제조 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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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제조 월 데이터, 제조 일 데이터, 제조 라인 데이터, 시리얼 넘버 데이터, 리사이클 유무 데이터이다. 이들의 데이터

는, 색에 관계 없이 공통이기 때문에, 각 색 사이에서 공통의 데이터로서 한 종류만 기억되어 있다. 시리얼 넘버 데이터가

식별정보로서도 이용 가능한 점 등도, 흑색 잉크 카트리지(107K)와 마찬가지다.

이들의 데이터는 어느 것이나, 잉크 카트리지(107K,107F)가 프린터 본체(100)에 장착된 후, 프린터 본체(100)의 전원이

온 되었을 때, 프린트 제어기(40)에 의해서 액세스되어 이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체(100)에 내장된 EEPROM(90)에

기억된다. 따라서,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EEPROM(90)의 기억영역(801∼835)에는, 흑색용 잉크 카트리지(107K) 및

컬러용의 잉크 카트리지(107F)의 잉크잔량 등, 각 기억소자(80)에 기억되는 모든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EPROM(90)에는, 도 1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흑색 잉크잔량 데이터나 기타의 데이터 및 컬러 잉크 각 색깔의 잔량 데

이터나 그 밖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영역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의 데이터는, 흑색 잉크 카트리지(107K)나 컬러 잉크 카트

리지(107F) 내의 기억소자(80)가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응하고 있지만, 잉크잔량 데이터가 각 색 32 비트(4 바이트

분)인 점에서 다르다.

잉크잔량에 관한 프린터에 있어서의 처리

프린터(1)에서는 잉크의 소비량을 계산에 의해 검출하고 있다. 잉크 소비량의 계산은, 컴퓨터(PC)의 프린터 드라이버가

행하더라도 좋고, 프린터(1)측에서 행하더라도 좋다. 잉크 소비량의 계산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감안한다.

(1) 화상 인쇄시의 잉크 소비량 : 인쇄시의 잉크 소비량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화상 데이터를 색변환이나 2진화 처

리하여, 잉크 도트의 유무로 바꿔 놓은 후, 그 도트의 중량과 수, 즉, 노즐 개구부(23)로부터 토출되는 잉크 방울 중량과 잉

크 방울의 토출횟수를 곱한다. 물론, 화상 데이터에서의 각 화소의 농도로부터도 잉크 소비량을 개산(槪算)하는 것은 가능

하다.

(2) 인쇄 헤드(10) 클리닝에 의한 잉크소비량 : 클리닝에 의한 잉크소비량으로서는, 플러싱에 의한 잉크 토출량과 흡인동

작에 의한 잉크 흡인량이 있다. 플러싱 동작 그 자체는, 통상의 잉크 방울의 토출과 바뀌지 않기 때문에, (1)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좋다. 흡인동작에 의한 잉크 소비량은, 펌프의 회전수나 회전시간에 대응시켜 미리 기억해 두면 좋다. 통상은, 1

회의 흡인동작에 의해 소비되는 잉크량은 미리 계측되어 기억되어 있다.

이렇게 구한 잉크소비량을 인쇄동작 개시전의 잉크잔량으로부터 감산함으로써, 현재의 잉크잔량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잉크잔량의 산출은, EEPROM(90)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 등을 이용하면서, ROM(45) 등에 격납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

거하여 제어부(46)가 행해진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색변환이나 2 진화 처리는 컴퓨터(PC) 측의 프린터 드라이버가 행하고 있다. 따라서

프린터(1)는, 2 진화 필(畢)의 데이터 즉, 각 잉크에 대해서는 도트의 형성/비형성의 데이터를 받는다. 프린터(1)는, 이 데

이터에 의거하여, 도트의 수와 1 도트당의 잉크중량(잉크 방울 중량)을 곱셈하여, 잉크 소비량을 구하고 있다.

실시예의 프린터(1)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2 진화 필의 데이터를 받고 있지만, 이 데이터의 배열과 실제 인쇄 헤드(10)의

노즐 배열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어부(46)는 RAM(44) 내부를 수신 버퍼(44A), 중간 버퍼(44B) 및 출력 버퍼

(44C)로 나누어, 도트 데이터 배열의 재구성처리를 행하고 있다. 또, 색변환이나 2 진화 처리를 프린터(1)측에서 행한다고

하는 제어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프린터(1)는, 컴퓨터(PC) 등으로부터 보내진 여러 값의 계조(階調)정보를 포함하는

인쇄 데이터를 인터페이스(43)를 통해 인쇄장치 내부의 수신 버퍼(44A)에 유지시켜 이하의 처리를 행한다. 수신 버퍼

(44A)에 유지된 인쇄 데이터는, 명령 해석이 행해진 후 중간 버퍼(44B)에 보내진다. 중간 버퍼(44B)내에서는 제어부(46)

에 의해 중간 코드로 변환된 중간형식으로서의 인쇄 데이터가 유지되고, 각 문자의 인쇄위치, 수식의 종류, 크기, 폰트의

어드레스 등이 부가되는 처리가 제어부(46)에 의해서 실행된다. 다음에, 제어부(46)는 중간 버퍼(44B) 내의 인쇄 데이터를

해석하여, 계조 데이터를 디코드한 후, 2 진화된 도트 패턴 데이터를 출력 버퍼(44C)에 전개하여 기억시킨다.

어느 쪽의 경우라도, 인쇄 헤드(10)의 1 스캔(scan) 분에 상당하는 도트 패턴 데이터가 얻어지면, 이 도트 패턴 데이터는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를 통해 인쇄 헤드(10)에 시리얼 전송된다. 출력 버퍼(44C)에서 1 스캔 분에 상당하는 도트 패

턴 데이터가 출력되면, 중간 버퍼(44B)의 내용이 소거되고, 다음의 변환처리가 행해진다.

인쇄 헤드(10)는, 받은 도트 패턴 데이터를 인쇄매체 위에 형성해야하고, 소정의 타이밍으로 각 노즐 개구부(23)로부터 인

쇄매체 위로 향해 잉크 방울을 토출시킨다. 구동신호 발생회로(48)에서 생성된 구동신호(COM)는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

(49)를 통해 인쇄 헤드(10)의 소자 구동회로(50)로 출력된다. 인쇄 헤드(10)에는, 노즐 개구부(23)에 연결되어 통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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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발생실(32) 및 압전 진동자(17)(압력발생소자)가 노즐 개구부(23)의 수만큼 형성되어 있고, 소자 구동회로(50)로부

터 소정의 압전 진동자(17)에 구동신호(COM)가 주어지면, 압력 발생실(32)가 수축하여, 노즐 개구부(23)로부터 잉크 방

울이 토출된다.

다음에, 카트리지 장착부(18)에 대하여 잉크 카트리지(107K)를 장착하는 순서를 설명한다. 패널 스위치(92)를 조작하여

잉크 카트리지(107K)의 교환이 지시되면, 캐리지(101)는 잉크 카트리지(107K)를 교환 가능한 위치까지 이동된다. 교환

시, 사용 필의 잉크 카트리지(107K)를 우선 뗀다. 카트리지 장착부(18)의 후벽부(188)에는 지지축(191)을 통해 고정 레버

(192)가 취부되어 있고, 고정레버(192)를 위쪽방향으로 끌어 올리면, 사용 필의 잉크 카트리지(107K)를 뗄 수 있다. 다음

에, 새로운 잉크 카트리지(107K)를 카트리지 장착부(18)에 넣는다. 그 위에 고정레버(192)를 잉크 카트리지(107K)에 덮

이도록 쓰러뜨리면, 잉크 카트리지(107K)가 아래방향으로 눌려져 잉크 공급부(175)가 오목부(183)에 감합(嵌合)함과 동

시에, 바늘(181)이 잉크공급부(175)에 꽂혀 잉크의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고정레버(192)를 쓰러뜨리면, 고정 레버

(192)의 끝단에 형성된 계지부(係止部)(193)가 카트리지 장착부(18)에 형성된 계합구(係合具)(189)에 계합하여, 잉크 카

트리지(107K)는 카트리지 장착부(18)에 확실히 고정된다. 이 상태로, 잉크 카트리지(107K)의 기억소자(80)의 복수의 접

속단자(174)와, 카트리지 장착부(18)의 복수의 전극(185)이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프린터 본체(100)와 기억소자

(80) 사이에서 데이터의 수수가 가능해진다. 교환이 완료하여 사용자가 패널 스위치(92)를 다시 조작하면, 캐리지(101)는

초기위치까지 되돌아가, 인쇄 가능 상태로 된다.

잉크 카트리지(107K)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컬러용의 잉크 카트리지(107F)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생

략한다. 다만, 컬러용 잉크 카트리지(10

7F)에서는, 5 색분의 잉크가 각 잉크 수용실에 충전되고, 또한 이들의 잉크는 각각 별도의 경로를 따라 인쇄 헤드(10)에 공

급된다. 따라서, 컬러용 잉크 카트리지(107F)에서는, 잉크공급부(175)가 잉크의 색수분 만큼 형성되어 있다. 또 잉크 카트

리지(107F)에 5 색분의 잉크가 수용되어 있지만,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기억소자(80)는 한 개뿐이고, 이 한 개의 기억소자

(80)에 잉크 카트리지(107F)의 정보 및 각 색의 잉크 정보가 일괄해서 기억된다.

잉크 카트리지와의 정보 교환

다음에 도 13 내지 도 15를 참조하여 전원 온으로부터 전원 오프까지 본 실시예에 관계되는 잉크젯프린터(1)가 실행하는

기본동작 및 캐리지(101)측과 프린트 제어기(40)의 데이터 교환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13은 전원 투입시에 실행되는 처

리를 도시하는 흐름도이고, 도 14는 잉크잔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5는 본 실시

예의 프린터(1)에서 전원시에 실행되는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우선, 전원 투입 직후에 제어부(46)에 의해서 실행되는 처리 루틴에 관해서 설명한다. 프린터(1)의 전원이 온 되면, 제어부

(46)는 우선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의 선택 제어신호(SSL)를 로 레벨(비트 데이터 「O」)로 하는 처리를 행한다(스

텝 S20). 잉크 카트리지(107K, 107F)의 기억소자(80)와의 데이터 교환에 대비하여, 제어 IC(200)와의 통신을 가능한 상

태로 하는 것이다. 다음에, 잉크 카트리지(107K, 107F)의 교환이 행하여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30). 이 판단은,

예컨대 EEPROM(90)이 잉크 카트리지 교환 플래그를 갖는 경우에는 그 플러그를 참조함으로써, 또는 각 잉크 카트리지

(107K, 107F)가 갖는 제조시 분 데이터 및 제조 시리얼 등에 의거하여 잉크 카트리지(107K, 107F)가 교환되었는 지의 여

부를 판단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잉크 카트리지(107K, 107F)의 교환이 없고, 단지 전원이 온 된 경우(스텝 S30 : 아니

오), 잉크 카트리지(107K, 107F)의 각 기억소자(80)로부터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를 판독출력한다(S31).

이에 대해, 잉크 카트리지(107K, 107F)가 교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스텝 S30 : 예), 제어부(46)는 취부횟수

를 1씩 증가하여 잉크 카트리지(107K, 107F)의 각 기억소자(80)에 기록입력한다(스텝 S32). 그리고, 제어부(46)는 잉크

카트리지(107K, 107F)의 각 기억소자(80)로부터, 기억되어 있는 그 밖의 데이터를 판독출력한다(스텝 S31). 이어서, 제어

부(46)는 판독출력한 데이터를 EEPROM(90)의 소정의 어드레스에 각각 기록입력한다(스텝 S33). 제어부(46)는

EEPROM(90)에 기억된 데이터에 의거하여, 장착된 잉크 카트리지(107K, 107F)가 프린터(1)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판정

한다(스텝 S34). 적합한 경우에는(S34 : 예), 인쇄처리를 허가하고(스텝 S35),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가 출력하는 선

택 제어신호(SSL)를 하이 레벨(비트 데이터 「프린터 1」)로서, 인쇄준비를 완료한다. 한편,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스텝

S34 : 아니오), 인쇄처리가 허가되지 않고, 인쇄 처리를 할 수 없는 취지를 패널 스위치(92) 위, 또는 디스플레이 위에 표시

한다(스텝 S36).

인쇄처리가 허가된 경우에는, 컴퓨터(PC)에서의 인쇄지시를 받았을 때, 프린터(1)는 소정의 인쇄동작을 행한다. 이 때, 제

어부(46)는, 인쇄 데이터를 인쇄 헤드(10)에 전송함과 동시에, 잉크잔량을 산출하는 처리를 실행한다. 이러한 처리에 관해

서 도 14를 참조하고 설명한다. 도 14에 도시된 인쇄처리 루틴이 기동되면, 우선 프린트 제어기(40)에 내장된 EEPROM

(90)으로부터 잉크잔량 데이터(In)를 판독출력하는 처리를 행한다(스텝 S40). 이 데이터는, 전회의 인쇄가 완료한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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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록입력된 데이터이고, 최신의 잉크잔량 데이터이다. 다음에 컴퓨터(PC)에서 인쇄 데이터를 입력하는 처리를 행한다

(스텝 S41). 본 실시예로서는 색변환이나 2진화 처리는 모두 컴퓨터(PC)에서 행하기 때문에, 프린터(1)는 소정 래스터

(raster)분의 2진화 데이터, 즉 잉크 도트의 온/오프 데이터를 받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제어부(46)는 이 인쇄 데이터에

의거하여 잉크소비량(ΔI)을 계산하고, 다시 잉크소비 누적량(Ii)을 산출하는 처리를 행한다(스텝 S42). 여기서 계산되는 잉

크소비량(ΔI)은 컴퓨터로부터 받은 소정 래스터분의 인쇄 데이터에 대응한 소비량뿐만 아니라, 플러싱 등에서 이용된 잉크

량도 계산하고 있다. 예컨대, 잉크 방울 중량과 잉크 방울의 토출횟수를 곱함으로써, 각 색마다 잉크 토출량을 산출하고,

산출된 잉크 토출량과, 상기 플러싱이나 흡인동작에 의해 소비된 잉크 흡인량을 덧셈함으로써, 잉크소비량(ΔI)을 구할 수

있다.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한 잉크소비량(ΔI)으로부터, 그 누적량(Ii)을 구하는 것은 용이하다. 즉, 인쇄 데이터에 따라 잇달아

구한 잉크소비량(ΔI)을 곱셈하여, 잉크소비 누적량(Ii)을 산출한다. 그 후,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가 출력하는 선택 제

어신호(SSL)를 하이 레벨로 하여(스텝 S43),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로부터의 신호가, 전송 제어부(220)를 통해 구동

회로(230)에 출력 가능한 상태로 전환한다. 그 후, 제어부(46)는, 입력한 인쇄 데이터를, 인쇄 헤드(10)에 있어서의 노즐배

열 및 토출 타이밍에 맞춘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쇄 헤드(10)로 출력한다(스텝 S44).

이렇게 해서 입력된 수 래스터분의 인쇄 데이터 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다음에, 1 페이지분의 인쇄가 완료되었는 지를

판단한다(스텝 S45). 1 페이지분의 인쇄가 완료되어 있지 않으면, 스텝(S41)으로 되돌아가, 상술한 인쇄 데이터의 입력(스

텝 S41) 이하의 처리를 되풀이한다. 한편, 1 페이지분의 인쇄가 완료된 경우에는, 잉크잔량을 연산하여(스텝 S46), 이것을

EEPROM(90)에 기록하여 되돌리는 처리를 행한다(스텝 S47). 잉크잔량의 연산은, 스텝(S40)에서 판독출력한 전회의 잉

크잔량으로부터, 스텝(S43)에서 구한 잉크소비 누적량(Ii)을 뺌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한 새로운 잉크잔량

(In+1)이 EEPROM(90)에 기록되어 되돌려진다.

그 후, 병렬 입출력 인터페이스(49)가 출력하는 선택 제어신호(SSL)를 로 레벨로 전환하여(스텝 S48), 제어 IC(200)와의

시리얼 통신을 가능한 상태로 하여, 최신의 잉크잔량(In+1)을 출력하는 처리를 행한다(스텝 S49). 또, 잉크잔량의 데이터

는 즉각 기억소자(80)에 기록입력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제어 IC(200)의 제어 하에서 RAM(210)에 저장된다.

이 잉크잔량 데이터의 잉크 카트리지(107K, 107F)의 각 기억소자(80)로의 기록입력은, 상술한 파워 다운 명령이 출력된

경우에 행하여진다. 파워 다운 명령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다음의 3개의 타이밍으로 출력된다.

(1) 프린터(1)의 패널 스위치(92)의 파워 스위치(92a)가 조작되어, 전원이 오프로 되었을 때,

(2) 패널 스위치(92)의 카트리지 스위치(92b)가 조작되어 잉크 카트리지의 교환이 지시되었을 때,

(3) 콘센트를 뽑아내려고 한 행위에 의해 강제적으로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그래서, 다음에 도 15를 참조하면서, 잉크잔량 데이터를 잉크 카트리지(107K,107F)의 기억소자(80)에 대피하는 처리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15에 도시한 대피 루틴은, 기술한 바와 같이, 파워 다운 명령이 출력되었을 때, 인터럽트 처리로서 기

동된다. 이 루틴이 기동되면, 우선 최초의 인터럽트의 원인이 강제적인 전원의 차단{상기(3)}인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

텝 S50). 강제적인 전원차단의 경우, 허용되어 있는 시간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하 설명하는 스텝(S51) 내지 스텝(S55)

를 건너뛰어, 패럴 입출력 인터페이스(49)가 출력하는 선택 제어신호(SSL)를 로 레벨로 하여 제어 IC(200)와의 통신을 가

능하게 하고(스텝 S56), 파워 다운 신호(NMI)를 제어 IC(200)에 대해 출력하는 처리를 행한다(스텝 S57). 파워 다운 신호

(NMI)를 받으면, 제어 IC(200)는 즉각 RAM(210)에 기억하고 있던 잉크잔량(In+1)을 잉크 카트리지(107K,107F)의 기억

소자(80)에 기록입력한다. 여기서 기록입력되는 잉크잔량(In+1)은, 도 14에 도시한 루틴으로 연산되어, 곧바로 제어 IC

(200)로 송신된 값이다. 잉크 카트리지(107K,107F)의 기억소자(80)로의 데이터 기록입력의 방법에 관해서는, 상술하였

다. 잉크잔량을 각 제 2의 기억영역(660,760)에 기억시키는(기록입력하는) 것에서는, 각 잉크에 대하여 할당되어 있는 2

개의 기억영역에 대하여 번갈아 잉크잔량을 기록입력한다. 2 개의 기억영역 중, 어느 쪽의 기억영역에 대한 기억이 실행될

지는 예컨대, 2 개의 기억영역의 선두위치에 플러그를 배치하여, 기록입력이 실시된 기억영역의 플러그를 꽂음으로써 식

별할 수 있다. 이들의 제어도 제어 IC(200)가 행하고 있다.

한편, 인터럽트의 원인이 강제적인 전원차단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프린터(1)의 패널 스위치(92)에서 파워 스위치

(92a)가 오프 또는 카트리지 스위치(92b)에 의해 잉크 카트리지의 교환이 지시된 경우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중인 인쇄 등의 시퀀스를 소정단위, 예컨대 래스터의 끝까지 실행하고, 아울러 잉크잔량의 연산도 행한다(스텝 S51).

이 처리는 도 14에 도시된 처리이다. 그 후, 캐핑 장치(108)를 구동하여 인쇄 헤드(10)에 캐핑을 행한 후(스텝 S52), 인쇄

헤드(10)의 구동조건을 EEPROM(90)에 기억시킨다(스텝 S53). 구동조건으로는, 예컨대 헤드 개체(個體)의 차이를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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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동신호의 전압값 또는 각 색 사이의 보정을 행하는 보정조건 등이다. 이어서, 타이머값을 EEPROM(90)에 기억시

키고(스텝 S54), 다시 제어 패널의 내용을 EEPROM(90)에 기억시킨다(스텝 S55). 제어 패널의 내용이란, 예컨대 쌍방 인

쇄시의 착탄(着彈)점의 엇갈림을 보정하기 위한 조정값 등이다. 이상의 처리 후, 상술한 스텝(S56)이하의 처리 즉, 선택 제

어신호(SSL)를 로 레벨로 하여(스텝 S56), 잉크잔량 데이터를 잉크 카트리지(107K,107F)의 각 기억소자(80)의 각 제 2의

기억영역(660,760)에 기억시키는 처리를 행한다(스텝 S57). 도 15에 도시되지 않았지만, 패널 스위치(92)의 조작에 의해

서 이 인터럽트 루틴이 기동된 경우에는, 잉크잔량의 기록입력한 후, 패널 스위치(92)로부터 전원 오프가 지시되어 있으

면, 전원(91)에 신호를 보내어 주전원의 공급을 오프로 하고, 잉크 카트리지의 교환이 지시되어 있으면, 캐리지(101)를 교

환위치까지 이동하는 처리를 행하는 것은 물론이다.

실시예의 효과

이상 설명한 본 실시예에 의하면, 프린터(1)는 EEPROM(9O)과 기억소자(80)에서 다른 어드레스 지정 형식으로, 잉크잔량

에 관한 정보를 기억할 수가 있다. 따라서, 기억용량이나 판독/기록 속도, 또는 준비할 수 있는 신호선의 수 등에 의거하여,

각각 적합한 시방의 메모리를 이용할 수 있고, 잉크 카트리지(107K,107F)의 소형화, 성(省)자원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더

구나, 기억소자(80)로서, 시리얼 액세스 타입의 EEPROM을 이용했기 때문에, 기억소자(80)측의 신호선을 줄이고, 점유 부

피의 축소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잉크 카트리지(107K,107F)의 소형화를 실현할 수가 있었다. 덧붙여, 본체 측의

EEPROM(90)에 있어서의 어드레스 지정(8 비트 패럴)을, 클록수라고 하는 어드레스 지정 형식으로 변환하는 처리를, 캐

리지(101)에 탑재된 제어 IC(200)로, 즉 시리얼 액세스되는 기억소자(80)의 근처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어 IC(200)

로부터 기억소자(80)까지의 신호선의 거리를 짧게 할 수 있어, 데이터 수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어드레스 지정 형식의 변환을 제어 IC(200)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프린트 제어기(40)의 제어부

(46)에 대한 부하를 작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도 얻어진다. 또한, 전원 콘센트를 뽑는 것과 같은 전원을 강제적으로 차단

할 때에도, 프린트 제어기(40)로서는, 파워 다운 신호(NMI)를 출력할 뿐만 아니라, 처리에 요하는 시간을 지극히 짧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은 전원차단시와 같이 처리에 사용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극히 크다.

본 실시예에서는, 잉크잔량 데이터를 잉크 종류마다 기억하고 있고, 어드레스 디코더로서 기능하는 제어 IC(200)는, 각 잉

크마다 메모리에 준비된 영역에 대응하여 어드레스 지정의 변환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잉크에 관해서의 데이터이

면, 즉각 기억소자(80)로부터 판독출력하거나, 또는 기록입력하고, EEPROM(9O)에 즉각 기록입력하거나, 또는 판독출력

할 수 있다. 또한, 제어 IC(200)는, 잉크잔량에 관한 데이터의 기록입력만의 지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기억소자(80)에 한가

지의 잉크 종류마다 두가지씩 준비된 기억영역을 번갈아 지정하도록 어드레스 지정의 형식의 변환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방의 데이터가 어떠한 원인으로 손상되더라도 타방의 데이터에 따라서 처리를 행할 수 있어, 잉크잔량에 관한 처리의 신

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얻어진다.

다시, 본 실시예에서는, 기억소자(80)에 최종적으로 기록입력되는 잉크잔량의 데이터는, 제어기판(205)상의 RAM(210)에

일시적으로 보존된다. 이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EEPROM에서 판독출력하고 기억소자(80)에 기록입력한다고 하

는 수고가 필요없고, 잉크 카트리지의 기억소자(80)로의 데이터의 기록입력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더구나, 본 실시예

에서는, 기억소자(80)와의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보를, 인쇄 헤드(10)의 각 압전진동자(17)로의 구동신호를 전달하는 신호

선을 이용하여 교환하고 있다. 따라서, 프린트 제어기(40)로부터 캐리지(101)까지의 신호선의 취급이, 지극히 간소화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얻어진다.

실시예에서, 캐리지(101)에 설치된 제어기판(205) 위에 전송 제어부(220)를 설치하여, 여기서 구동회로(230)용 신호인지

제어 IC(200)에 전달하는 신호인지를 나누어 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린트 제어기(40)는, 정보의 최종적인 전달에 관해

서는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고, 그 처리를 간략화 할 수 있다.

실시예의 변형예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예에 조금도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발명의 요지를

일탈(逸脫)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컨대, 기억소자(80)의 메모리 셀(81)이나 EEPROM(90) 대신에, 유전체 메모리

(FROM)를 이용하는 구성 등, 다양한 태양으로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기억소자(80)는 잉크 카트리지(107)의 밖에 노출된 구성으로 하는 것도 지장은 없다. 기억소자(80)가 노출되어 설치

된 컬러 잉크 카트리지(500)의 일례를 도 16에 도시하였다. 이 잉크 카트리지(500)는 거의 직육면체로 형성된 용기(51)에

잉크를 함침(含浸)시킨 다공질체(도시하지 않음)를 수용하여, 상부면을 덮개(53)에 의해 봉지되어 있다. 용기(51)의 내부

에는, 5 색의 컬러 잉크를 각각 별개로 수용하는 5가지의 잉크 수용실{예컨대, 잉크 카트리지(107F)에서의 107C, 107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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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M, 107LM, 107Y}이 구획 형성되어 있다. 용기(51)의 바닥면에는 홀더에 장착되었을 때 잉크공급 바늘에 대향하는

위치에 잉크 공급구(54)가 각 잉크색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 또한, 잉크 공급구 측의 수직벽(55)의 상단에는, 본체 측의 레

버의 돌기에 계합하는 장출부(張出部)(56)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이 장출부(56)는 수직벽(55)의 양측에 별개로 형성되

어 있음과 동시에 리브(56a)를 가지고 있다. 다시, 바닥면과 수직벽(55) 사이에 삼각형 위의 리브(57)가 형성되어 있다. 또

한, 용기(51)는 오(誤)삽입 방지용의 오목부(59)를 가지고 있다.

수직벽(55)의 잉크 공급구 형성측에는, 각각의 카트리지(500)의 폭 방향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오목부(58)가 형성되고, 여

기에 회로기판(31)이 장착되어 있다. 회로기판(31)은 본체의 접점과 대향하는 면에 복수의 접점을 갖고, 그 이면(裏面)에

는 기억소자가 실장(實裝)되어 있다. 다시, 수직벽(55)에는 회로기판(31)의 위치 결정을 하기 위한 돌기(55a, 55b)와 장출

부(55c,55d)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잉크 카트리지(500)를 이용하더라도, 회로기판(31) 위에 설치된 기억소자에, 상기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잉크잔

량 등의 데이터를, 본체 측의 EEPR0M과는 다른 어드레스 지정의 형식으로 기억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전송 제어부(220)를 설치하여, 제어 IC(200)측으로의 신호선과 구동회로(230)측으로의 신호선

을 완전히 분리하였지만, 제어IC( 200)와 구동회로(230)에 각각을 인에이블 상태로 하는 단자를 설치하여, 배타적인 동작

상태가 되도록 구성하면, 양 신호선을 완전히 분리할 필요는 없다. 즉,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 IC(200)측으로의

신호선과 구동회로(230)측으로의 신호선을 배선 접속하고, 선택 제어신호(SSL)에 의해, 제어 IC(200)를 인에이블 상태로

할지, 구동회로(230)를 인에이블 상태로 할지를 제어하면 좋다. 선택 신호(SSL)가 하이 레벨인 때, 제어 IC(200)가 인에이

블 상태가 되고, 선택신호(SSL)가 로 레벨인 때, 구동회로(230)가 인에이블 상태가 되도록 설정하면 좋다. 또, 이 때 구동

신호(COM)는 다른 신호와는 별도로 직접 구동회로(230)에 단독으로 입력되게 하면 좋다. 프린트 제어기(40)는 선택신호

(SSL)를 하이 레벨로 한 때에는, 제어 IC(200)로의 신호를 신호선(SG1∼SG3)에 의해 출력하고, 선택신호(SSL)를 로 레

벨로 한 때에는 구동회로(230)로의 신호를 신호선(SG1∼SG3)에 의해 출력한다. 또, 구동회로(230)를 사용하는 때에만,

구동신호(COM)를 출력하는 것으로 하면, 선택신호(SSL)는 제어 IC(200)를 인에이블 상태로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여, 구

동회로(230)에 입력하지 않아도 좋다. 구동신호(COM)가 출력되지 않는 한 압전 진동자(17)는 구동되지 않기 때문에, 신

호선(SG1∼SG3)에 데이터가 출력되고 있어도, 구동회로(230)측이 오동작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RAM(210)을 전송제어부(220)의 관리하에 두고, 기억소자(80)에 기록입력되어야 할 잉

크잔량 데이터의 일시적인 보존과, 구동회로(230)에 보내지는 기록 데이터(SI)를 일시적으로 축적하는 버퍼 역활을 겸용

하는 구성으로 할 수 있다. 기록 데이터(SI)는, 클록신호(CLK)에 동기하여 순차 구동회로(230)에 공급되기 때문에, 적정한

타이밍으로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버퍼를 구비하는 것은 썩 알맞다. 이 경우, 기억소자(80)에 기록입력해야 할 잉크량

에 관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메모리와, 이 버퍼를 겸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점수의 저감 및 코스트의 삭감에 기

여할 수 있다.

또, 프린트 제어기(40)와 기억소자(80) 사이의 데이터 수수의 타이밍이, 구동회로(230) 측과의 데이터 수수의 타이밍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용하고, 구동회로(230) 내의 데이터 유지회로(130)를, 기억소자(80)에 기록입력하는 데이터의 일시적인

기억용의 메모리로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데이터 유지회로(130)를 잉크잔량 등을 기억하는 메모리로서 이용하는 데

는, 데이터 유지 회로(130)의 출력 측에서 신호선을 뽑아내어 기억소자(80)에 접속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1 페이지분의

인쇄가 종료된 곳에서, 잉크잔량 등의 데이터를 기록 데이터(SI)로서 클록 신호 (CLK)에 동기하여 전송하고, 시프트 레지

스터(13A∼13N)에 세트한다. 그 후, 래치 신호(LAT)를 보내어 잉크잔량 등의 데이터를, 래치 회로(14)에 세트하여 대기

한다. 이어서, 인쇄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데이터 유지 회로(130)에 유지된 잉크잔량 등의 데이터는 일단 버리고, 노즐로

부터의 잉크 방울 토출을 제어하는 통상의 기록 데이터(SI)의 전송을 재개한다. 1 페이지분의 인쇄가 완료하여, 잉크잔량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 유지회로(130)에 유지한 상태로, 패널 스위치(92)가 조작되고, 전원 오프가 지시된 경우에는, 래치

회로(14)에 유지된 데이터를, 기억소자(80)로 송출하여, 메모리 셀(81)에 기록입력한다. 이 때, 메모리 셀(81)의 어드레스

를 지정하는 클록으로서는 클록신호(CLK)를 이용하고, 기록입력해야 할 데이터는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13)의 최종단

(13N)의 출력을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각 실시예에서는 컬러·잉크로서 자홍색, 청록색, 노란색, 연청록색, 연자홍색의 5 색을 이용했지만 다른 색을 조

합하여, 또는 그 위에 다른 색을 가하여 6 색이나 7 색 등으로 한 경우에도 본 발명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잉크 카트리지

가 캐리지 위에 장착되는 타입뿐만 아니라, 잉크 카트리지가 프린터 본체(100)측에 고정적으로 장착되는 구성도 채용 가

능하다. 덧붙여, 잉크젯 타입 이외의 프린터, 예컨대 토너 잉크 카트리지를 이용하는 레이저 프린터나, 잉크 리본 카트리지

를 이용하는 열전사 프린터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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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잉크 카트리지에 탑재된 기억소자로서 시리얼 액세스 타입의 것을 이용하여 신호선이나 메모

리의 공용을 도모하고 장치의 소형화를 실현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잉크를 수용함과 동시에 재기록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한 카트리지가 장착 가능하고, 그 카트리지의 잉크를 인쇄

매체로 옮겨서 인쇄를 행하는 인쇄장치로서,

상기 카트리지에 수용된 잉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정한 영역에 기억하는 본체 측 메모리와,

상기 잉크에 관한 정보를 시리얼 액세스에 의해 상기 카트리지측에 출력하고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대응하는 영역에 기

록입력하는 메모리 기록입력수단과,

상기 기록입력수단에 의한 기록입력을 위해 출력할 때, 어드레스 지정의 형식을, 상기 시리얼 액세스 형식으로 변환하는

어드레스 디코더

를 구비한, 인쇄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카트리지에 수용된 잉크를 상기 인쇄매체로 토출하는 인자 헤드를 구비하고,

상기 카트리지는, 상기 인자 헤드가 설치되는 상기 인쇄매체에 대하여 왕복 운동되는 캐리지(carriage) 위에 장착가능하

며,

상기 어드레스 디코더는 그 캐리지 위에 설치된,

인쇄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시리얼 액세스 타입이고, 클록 펄스에 동기시킨 데이터의 전송에 의해 데이터의 수수(授受)를 행

하는 메모리이며,

상기 어드레스 디코더는 상기 어드레스 지정을 클록 펄스의 수로 변환하는 수단인,

인쇄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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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잉크에 관한 정보에는, 상기 카트리지에서의 잉크량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는, 인쇄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량에 관한 정보는, 상기 카트리지에서의 잉크잔량 또는 잉크소비량인, 인쇄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카트리지에 수용된 잉크가 복수 종류의 잉크일 때, 상기 어드레스 디코더는, 각 잉크마다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로 준

비된 영역에 대응하여 상기 어드레스 지정의 변환을 행하는, 인쇄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디코더는, 상기 본체 측 메모리의 한 영역에 기억된 상기 정보에 관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로의 기록입

력 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두개의 다른 어드레스 지정을 번갈아 행하는, 인쇄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디코더는, 상기 인쇄장치의 전원 오프가 지시되었을 때, 그 인쇄장치의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카트리지의

교환이 지시되었을 때의 적어도 하나의 타이밍의 후에, 상기 어드레스 지정의 형식 변환을 행하여, 상기 정보를 상기 불휘

발성 메모리에 기록입력하는 수단인, 인쇄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전기적으로 소거 가능한 프로그램할 수 있는 ROM인, 인쇄장치.

청구항 10.

잉크를 수용함과 동시에 개서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한 카트리지가 장착 가능하고, 그 카트리지의 잉크를 인자 헤

드에 설치된 복수의 도트(dot) 형성요소에 의해 도트 단위로 인쇄매체로 옮겨 인쇄를 행하는 인쇄장치로서,

상기 카트리지에 수용된 잉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정한 영역에 기억하는 본체 측 메모리와,

상기 인자 헤드를 탑재하여 상기 인쇄매체에 대하여 왕복 운동되는 캐리지 위에 설치되고, 그 본체 측 메모리의 상기 영역

으로부터 판독출력된 상기 잉크에 관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데이터 유지(保持) 수단과,

그 일시적으로 기억된 상기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대응하는 영역에 기록입력하는 메모리 기록입력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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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비한, 인쇄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유지 수단은, 상기 도트 형성 요소로의 구동신호에 대응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메모리를 구비하고,

그 메모리의 적어도 일부의 영역을 이용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입력하는 정보의 적어도 일부를 기억하는 수단

인, 인쇄장치.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유지 수단은, 상기 도트 형성 요소로의 구동신호에 대응한 데이터를 상기 도트 형성 요소에 출력하는 신호선

을 이용하여, 상기 본체 측 메모리로부터 상기 정보를 수취하는, 인쇄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유지 수단은 상기 도트 형성 요소로의 데이터의 출력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로의 정보의 출력을 전환하는 전

환수단을 구비하는, 인쇄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수단은, 상기 데이터를 상기 도트 형성 요소로 출력할 때에는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로의 전원공급을 차단하는 수

단을 갖는, 인쇄장치.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에 관한 정보에는, 상기 카트리지에서의 잉크량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는, 인쇄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량에 관한 정보에는, 상기 카트리지에서의 잉크잔량 또는 잉크소비량이 포함되는, 인쇄장치.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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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시리얼 액세스에 의해 데이터의 수수를 행하는 타입의 메모리이고,

상기 메모리 기록입력수단은, 상기 정보를 어드레스 지정용 클록에 동기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입력하는 수단

인,

인쇄장치.

청구항 18.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전기적으로 소거 가능한 프로그램할 수 있는 ROM인, 인쇄장치.

청구항 19.

제 1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입력수단은 인쇄장치의 전원 오프(off)시; 상기 카트리지의 교환시; 또는 인쇄장

치의 전원 오프시 및 상기 카트리지의 교환시에 상기 정보의 기록입력을 행하는 수단인, 인쇄장치.

청구항 20.

제 2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소정의 조작을 받아, 상기 인자 헤드로부터 소정의 양의 잉크를 토출시키는 헤드 클리닝(cleaning)을 행하는 클리닝 수단

을 구비함과 동시에,

상기 메모리 기록입력수단은 그 클리닝이 동작하였을 때에도 상기 정보의 기록입력을 행하는 수단인, 인쇄장치.

청구항 21.

제 1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카트리지로서, 흑색 잉크를 수납한 흑색 잉크 카트리지와, 복수의 컬러 잉크를 수납한 컬러 잉크 카트리지를 장착 가

능하고,

상기 메모리 기록입력수단은 그 흑색 잉크 카트리지와 컬러 잉크 카트리지의 각각에 구비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각각

상기 정보를 기록입력하는 수단을 구비한,

인쇄장치.

청구항 22.

잉크를 수용함과 동시에 재기록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한 카트리지의 잉크를 인쇄매체로 옮겨 인쇄를 행하는 인

쇄장치에서, 그 잉크에 관한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입력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카트리지에 수용된 잉크에 관한 정보를, 본체 측 메모리의 미리 정한 영역에 소정의 어드레스 지정에 의해 기억하고,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대한 어드레스 지정의 형식을 시리얼 액세스 형식으로 변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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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잉크에 관한 정보를, 그 변환된 어드레스 지정의 형식으로 시리얼 액세스에 의해 상기 카트리지측에 출력함으로써,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대응하는 영역에 기록입력하는,

기록입력방법.

청구항 23.

잉크를 수용함과 동시에 개서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한 카트리지의 잉크를 인자 헤드에 설치된 복수의 도트 형성

요소에 의해, 도트 단위로 인쇄매체로 옮겨 인쇄를 행하는 인쇄장치에서, 잉크에 관한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

록입력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카트리지에 수용된 잉크에 관한 정보를, 본체 측 메모리의 미리 정한 영역에 기억하고,

상기 인자 헤드를 탑재하여 상기 인쇄매체에 대하여 왕복 운동되는 캐리지 위에 설치된 일시 메모리에, 상기 본체 측 메모

리의 상기 영역으로부터 판독출력된 상기 잉크에 관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며,

그 일시적으로 기억된 상기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대응하는 영역에 기록입력하는,

기록입력방법.

청구항 24.

인쇄매체에 도트 단위로 잉크를 옮겨 인쇄를 행하는 인자 헤드를 갖는 인쇄장치에 장착하여 이용되고, 내부에 잉크를 수용

하는 카트리지로서,

재기록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인쇄장치에 설치된 본체 측 메모리의 소정의 영역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잉크의 소비량에 관한 정보를, 그 본체 측 메

모리의 어드레스 지정 형식과는 다른 시리얼 액세스용의 형식으로 수취하는 입력부와,

상기 입력부가 상기 수취한 상기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시리얼 액세스의 어드레스 지정에 대응한 어드레스

에 기록입력하는 기록입력 제어부

를 구비한, 카트리지.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시리얼 액세스에 의해 데이터의 수수를 행하는 타입의 메모리이고, 어드레스 지정용 클록에 동기

하여 상기 정보가 기록입력되는, 카트리지.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에는 상기 카트리지에서의 잉크잔량 또는 잉크소비량인,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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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카트리지에 수용된 잉크가 복수 종류의 잉크일 때,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각 잉크마다 상기 정보를 기억하는 영역

을 구비한, 카트리지.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적어도 다른 3 종류의 잉크를 수용하는 3개 이상의 잉크 수용실을 구비하고,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각 잉크량에 관련한 정보를 각각 독립하여 격납하는 복수의 정보 기억영역을 가지며,

그 복수의 정보 기억영역에는 각각 2 바이트 이하의 용량이 할당되어 있는,

카트리지.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적어도 다른 5 종류의 잉크를 수용하는 5개 이상의 잉크 수용실을 구비하고,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각 잉크량에 관련한 정보를 각각 독립하여 격납하는 복수의 정보 기억영역을 가지며,

그 복수의 정보 기억영역에는 각각 2 바이트 이하의 용량이 할당되어 있는,

카트리지.

청구항 30.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EEPROM인, 카트리지.

청구항 31.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인쇄장치의 전원 오프가 지시되었을 때, 그 인쇄장치의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카트리지의

교환이 지시되었을 때의 적어도 하나의 타이밍의 후에, 상기 정보가 기록입력되는, 카트리지.

청구항 32.

인쇄매체에 도트 단위로 잉크를 옮겨 인쇄를 행하는 복수의 도트 형성 요소를 갖는 인자 헤드를 그 인쇄매체에 대하여 왕

복 운동하는 캐리지에 장착하여 이용되고, 내부에 잉크를 수용한 카트리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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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내용을 재기록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와,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상기 캐리지 위의 일시 메모리에 기억된 상기 카트리지의 잉크에 관한 정보를, 전기적인 접속

부를 거쳐서 시리얼 액세스에 의해 수취하는 입력부와,

상기 입력부가 수취한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입력하는 기록입력 제어부

를 구비한, 카트리지.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상기 도트 형성 요소로의 구동신호에 대응한 데이터를 상기 도트 형성 요소로 출력하는 신호선을 이용하

여, 상기 정보를 수취하는, 카트리지.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상기 정보를 수취할 때에만 전원공급을 수취하는, 카트리지.

청구항 35.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량에 관한 정보에는, 상기 카트리지에서의 잉크잔량 또는 잉크소비량이 포함되는, 카트리지.

청구항 36.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시리얼 액세스에 의해 데이터의 수수를 행하는 타입의 메모리인, 카트리지.

청구항 37.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전기적으로 소거 가능한 프로그램할 수 있는 ROM인,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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