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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향상된 잉크 공급 경로를 구비한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토출될 잉크를 저장하는 잉크 탱크와, 저장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해 토출 포트를 갖춘 잉크 제
트 헤드와, 잉크 탱크로부터 잉크 제트 헤드로 유동하도록 잉크 탱크를 잉크 제트 헤드에 연결하는 잉크 
경로와, 잉크 내에 함유된 기체를 제거하기 위해 잉크 경로의 중간에 배열된 탈기기를 포함하는, 잉크를 
토출함으로써 기록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 잉크 제트 헤드에 있어서, 적어도 탈기기
가 잉크 경로 내의 잉크 제트 헤드에 연결된 부분은 불화 폴리비닐리덴 수지를 함유한 재료에 의해 형성
된다. 이렇게 배열된 구조에 의해서, 충분하게 탈기된 잉크는 잉크를 낭비함이 없이 잉크의 안정된 토출
을 위해 잉크 제트 헤드에 공급되므로 저 비용으로 정밀한 화상을 신뢰성 있게 형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사시도.

도2는 도1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잉크 공급 시스템의 구조의 개략도.

도3a 및 도3b는 도2의 잉크 공급 시스템의 3방 밸브의 작동을 도시한 도면.

도4는 도2에 나타난 용존 산소 계량기를 상세히 도시한 단면도.

도5는 폴라로형 용존 산소 계량기의 측정 원리를 도시한 개략도.

도6a 내지 도6f는 도1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를 사용하여 칼라 필터를 제조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7은 도1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의해 제조된 칼라 필터의 패턴을 도시한 도면.

도8은 도1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의해 제조된 칼라 필터의 전체면을 도시한 도면.

도9a 내지 도9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특성을 도시하는 부분 확대도.

도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잉크  공급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1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공급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12는 도11에 나타난 잉크 공급 시스템을 도시한 부분 확대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기판

27 : 제어 박스

30 : 밸브 박스

31 :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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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잉크 공급 유닛

120a, 120b, 120c : 잉크 제트 헤드

301a, 301b, 301c : 주 탱크

302 : 주 펌프

311 : 필터

322, 522 : 진공 펌프 

321 : 보조 탈기기

350 : 잉크 잔량 센서

371, 372, 471, 577 : 조인트

374 : 커플러 플러그

377 : 흡인 펌프

379 : 폐액 탱크

401a, 401,b, 401c : 보조 탱크

402 : 모터

403, 304 : 2방 밸브

456 : 유량계

502, 504, 505 : 3방 밸브

511, 511a, 511b, 511c : 주 탈기기

520 : 용존 산소 계량기

529 : 센서 고정 지그

555, 556 : 커플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탈기기를 갖는 잉크 공급 경로가 제공된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러한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사용에 의해 잉크로 투명한 기판을 착색함으로써 칼라 필터를 제조하는 칼
라 필터 제조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잉크 제트 기록 방법은 복사기, 팩스 장비, 전자식 타자기, 워드 프로세서 또는 워크 스테이션
의 출력 단자로서 기능하는 프린터와 같은 정보 처리 시스템의 출력 수단으로서 채택되었거나, 또는 개인
용 컴퓨터, 호스트 컴퓨터, 광 디스크 장치, 비디오 장치 등에 제공된 소형 또는 휴대용 프린터의 기록 
방법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잉크 제트 기록 방법은 노즐(이하, 토출 포트라 함)로부터 미세 잉크 액적을 토출함으로써 문자, 숫자 등
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다. 잉크 제트 기록 방법은 고속에서 수행 가능한 기록 수단으로서 매우 정확한 화
상의 출력에 뛰어난 장점을 갖는다. 또한, 잉크 제트 기록 방법이 적용 가능한 기록 장치(이하, 잉크 제
트 기록 장치라 함)는 비충격식이며, 작동 시에 거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칼라 화상 기록을 
위해 장치가 많은 칼라 잉크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몇몇 다른 장점과 함께, 장치의 주 본체는 
고밀도의 화상을 제공하면서도 보다 작고 보다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용도로, 잉크 
제트 기록 방법은 근년에 수요가 점점 더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 특히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가 발달함에 따라, 액정 디스플레이, 특히 칼라 디스플
레이가 근년에 보다 더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디스플레이의 사용을 광범위하게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조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칼라 필터가 매우 값비싸기 때문에 비
용의 감소는 칼라 필터에서 더욱 요구된다.

칼라 필터의 필요한 특성을 만족스럽게 유지하면서 비용의 감소에 대한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아직 없다. 
이하에서, 칼라 필터를 제조하는 몇몇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R, G, B는 적, 
녹, 청을 표시한다.

칼라 필터를 제조하기 위한 제1 방법으로서 염색 방법이 있다. 염색 방법은 염색을 위해 유리 기판 상에 
수용성 폴리머 재료가 피막되며, 석판사진 프로세스에 의해 소정 형상으로 수용성 폴리머 재료를 패턴화
한 후, 얻어진 패턴이 염색조 내로 침지된다. 이 방식에서, 채택된 패턴이 얻어진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세 번 반복함으로써, R, G, B 칼라 필터 층이 유리 기판 상에 형성된다.

칼라 필터를 제조하기 위한 제2 방법으로서 안료 분산 방법이 있다. 안료 분산 방법은 근년에 염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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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의 대체하였다. 안료 분산 방법은 감광 수지 층을 형성하도록 기판 상에 안료가 분산되며, 이러한 
감광 수지 층을 패턴화함으로써, 단색 패턴이 얻어진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세 번 반복함으로써, R, G, B 
칼라 필터 층이 기판 상에 형성된다.

칼라 필터를 제조하기 위한 제3 방법으로서 전착(electrodeposition) 방법이 있다. 전착 방법은 기판 상
에 투명한 전극을 패턴화하고 그 후, 기판을 안료, 수지, 전해질 용액 등을 포함하는 전착 피막제에 침지
하여, 기판 상에 소정의 칼라가 전착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세 번 반복함으로써, R, G, B가 기판 상에 
별도로 피막되며, 그 후, 수지가 열 경화되어 기판 상에 표면 칼라 층이 형성된다.

칼라 필터를 제조하기 위한 제4 방법으로서 인쇄 방법이 있다. 인쇄 방법은 안료가 열 경화성 수지 상에 
분산되어, R, G, B의 별도의 피막을 위한 이러한 수지를 사용하여 인쇄가 세 번 반복된다. 그 후, 수지는 
열 경화되어 기판 상에 칼라 층이 형성된다. 또한, 상술된 방법들 중 하나에 의해 형성된 칼라 층의 표면 
상에 보호층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방법에 공통적인 처리 태양은 R, G, B로 착색하기 위해 동일한 프로세스를 세 번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불가피하게 보다 높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보다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하면 생산
성이 보다 감소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전착 방법에 대해, 형성 가능한 패턴 형상이 자동적으로 제
한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에서 현재 사용되는 기술은 TFT형 칼라 액정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데는 적
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인쇄 방법으로는, 해상도 및 평탄도(smoothness)가 미세 피치로 패턴을 형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잉크 제트 기록 방법으로 칼라 필터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은 일본 특허 공
개 소59-75205호, 소63-235901호, 소63-294503호, 또는 평1-217302호 등에서 공개되어 제안되었다.

이들에서 개시된 방법 중, 잉크 제트 기록 방법에 의해 칼라 필터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은 특정한 규칙성
을 가지고 투명한 기판 상에 개구를 형성하도록 통상 광 차폐 막이 제공되며, 기판 상에 이러한 노출된 
개구를 갖는 투명 기판 상에 착색을 위해 잉크 제트 헤드로부터 잉크가 토출된다.

필요한 부분에만 착색이 되기 때문에 잉크 제트 기록 방법의 사용에 의해 제조된 칼라 필터의 재료비는 
보다 감소될 수 있다. 특히, 한 번에 3 가지 칼라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조 단계에서 필요한 시간
은 보다 짧아져 먼지 입자의 존재에 의해 가해질 수도 있는 영향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또한, 
제조 시스템의 비용이 보다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상술된 이유 등에 의해 다른 제조 방법과 비교할 
때, 보다 낮은 재료비 및 보다 높은 생산성이 예상되며, 잉크 제트 기록 방법의 사용에 의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칼라 필터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11은 종래의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공급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11에
서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공급 시스템은 잉크 제트 헤드(1100)와, 잉크 
제트 헤드(1100)에 공급되는 잉크를 담은 보조 탱크(1401)와, 보조 탱크(1401)에 공급되는 잉크를 담는 
주 탱크(1301)를 포함한다.

주  탱크(1301)의  내부  바닥면  상에는,  튜브(1351)의  일단이  배치되며,  튜브(1351)의  타단은  주 펌프
(1302)를 통해 주 탱크(1301) 외부로 튜브(1352)의 일단과 연결된다. 주 탱크 근처의 튜브(1351)의 부분
에는,  튜브(1355)의  일단이 조인트(1371)를  통해 공기 연통되도록 연결된다.  튜브(1355)의  타단은 2방
(two-way) 밸브(1304)를 통해 공기 연통되도록 튜브(1356)의 일단과 연결된다. 2방 밸브가 개방되면, 외
부 공기와 튜브(1351)가 튜브(1356, 1355)에 의해 튜브(1356)의 타단을 통해 연결된다. 도11에서, 2방 밸
브는 폐쇄된 상태에 있다.

한편, 튜브(1353)의 일단은 역지 밸브(1303)를 통해 튜브(1352)의 타단과 연결된다. 튜브(1353)의 타단에
는, 튜브(1453)의 일단 및 튜브(1452)의 일단이 조인트(1471)를 통해 연결된다. 튜브(1453)의 타단은 2방 
밸브(1403)를 통해 보조 탱크(1401)의 근처에 튜브(1454)의 일단과 연결되며, 튜브(1454)의 타단은 보조 
탱크(1401)의 내부와 연통된다. 주 탱크(1301)로부터 보조 탱크(1401)로의 잉크 공급은 튜브(1351, 1352, 
1353, 1454)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2방 밸브(1403)에 의해, 잉크 공급 경로는 주 탱크(1301)와 보
조 탱크(1401) 사이에서 개폐된다.

보조 탱크(1401)에는, 보조 탱크(1401)의 내부의 바닥에서 회전되는 터빈(1402a) 및 터빈(1402a)을 구동
하는 모터(1402)가 배치된다. 터빈(1402a)이 보조 탱크(1401)를 위해 제공되는 부분 근처에 튜브(1451)의 
일단이 연결되며, 튜브(1451)의 타단은 공기 버퍼(1501)와 연결된다. 터빈(1402a)이 구동될 때, 보조 탱
크(1401) 내의 잉크는 가압되어 튜브(1451)를 통해 공기 버퍼(1501)로 이동된다. 

또한,  보조  탱크(1401)의  측벽으로부터,  보조  탱크(1401)의  내부와  연결된  배출구(1404)는  보조 탱크
(1401)의  내부와  연통되며,  연장되어,  튜브(1354)의  일단이  배출구(1404)의  선단부와  연결된다. 튜브
(1354)의 타단은 주 탱크(1301) 내로 안내된다. 배출구(1404)가 보조 탱크(1401)의 바닥 단부로부터 특정 
높이에 배치되면, 보조 탱크(1401) 내의 잉크는 소정 액 수준으로 배출구(1404)로부터 배출된다. 배출구
(1404)로부터 배출된 잉크는 튜브(1354)의 타단으로부터 주 탱크(1301)의 내부로 튜브(1354)를 통해 복귀
된다.

공기 버퍼(1501)의 바닥 단부 상에는, 튜브(1551, 1553)의 각 단부가 각각 연결된다. 튜브(1551)의 타단
은 커넥터(1102)를 통해 잉크 제트 헤드(1100) 내의 잉크 공급 경로와 연결된다. 한편, 튜브(1553)의 타
단은 3방 밸브(1502)와 연결된다. 따라서, 튜브(1552)의 일단 및 튜브(1554)의 일단은 3방 밸브(1502)와 
연결된다. 도11에서, 튜브(1553) 및 튜브(1552)는 3방 밸브(1502)에 의해 연결된다. 튜브(1552)의 타단은 
커넥터(1102)를 통해 잉크 제트 헤드(1100) 내의 잉크 공급 경로와 연결된다. 이 커넥터(1102)에 의해 잉
크 제트 헤드(1100)가 잉크 공급 시스템과 착탈 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다. 잉크 제트 헤드(1100)가 다른 
것과 교환되어야 할 때, 잉크 제트 헤드(1100)는 커넥터(1102)의 이 부분에서 잉크 공급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잉크 제트 헤드(1100) 상에 토출 포트(1100a)가 형성되며, 잉크는 잉크 제트 헤드(1100) 
내의 잉크 공급 경로로부터 이들 토출 포트(1100a)로 공급된다.

또한, 소정 높이로 공기 버퍼(1501)의 측벽의 위치로 튜브(1555)의 일단이 연결된다. 튜브(1555)의 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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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방 밸브(1503)를 통해 튜브(1556)의 일단과 연결된다. 튜브(1556)의 타단은 조인트(1571)에 의해 전
술된  튜브(1452)의  타단  및  튜브(1554)의  타단과  연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잉크  공급  경로가 
구성되어, 주사 방향으로 잉크 제트 헤드(1100)의 이동에 의해 잉크 공급 시스템에 진동이 주어지더라도, 
진동에  의해  잉크  공급  시스템에  가해질  수  있는  영향은  잉크  제트  헤드(1100)에  도달될  수  없다. 
따라서, 토출 포트(1100a)로부터의 잉크 토출은 밀도 불균형 등을 발생시킬 정도로 불안정해지는 것이 방
지된다. 

도12는 도11에서 도시된 잉크 공급 시스템을 도시하는 부분 확대도이다. 이하, 도12를 참조하여, 잉크 제
트 기록 장치의 종래의 잉크 공급 시스템의 작동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통상의 인쇄가 수행될 때, 잉크(1100b)는 도1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비산하는 액적으로서 잉크 제트 헤
드(1100)의 잉크 토출 포트(1100a)로부터 토출된다. 그 후, 부압(negative pressure)이 잉크 제트 헤드
(1100)의 잉크 공급 경로의 내부에 가해진다. 잉크 제트 헤드(1100)의 이러한 부압에 의해, 보조 탱크
(1401) 내의 잉크가 튜브(1451), 공기 버퍼(1501) 및 튜브(1551)를 통해 잉크 제트 헤드(1100)로 공급된
다. 또한, 공기 버퍼(1501)의 내부의 잉크 일부는 튜브(1553, 1552) 내로 분기되어 잉크 제트 헤드(110
0)로 공급된다. 이렇게 공급된 잉크로, 잉크 제트 헤드(1100)는 기록 매체 상에 기록을 위해 잉크 토출 
포트(1100a)로부터 잉크를 토출한다. 이 경우, 기포가 잉크 내에 혼합되면, 기포는 공기 버퍼(1501)를 통
과할 때 공기 버퍼(1501)의 상부 부분에 놓여서 포획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잉크 내의 기포가 제거되므
로 잉크 제트 헤드(1100)는 기포의 존재에 의해 토출의 결함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하, 탈기기를 사용하는 종래의 잉크 제트 기록 장치를 설명하기로 한다.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토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잉크 제트 헤드로 공급되는 잉크에 
있는 용해된 기체를 제거하는 몇 가지 방법이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기체 투과성을 갖는 
막을 통과시킴으로써 잉크 내에 있는 용해된 기체를 제거하기 위한 일본 특허 공개 소5-17712호의 명세서
에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명세서에 따르면, 압전 요소를 사용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서 잉크를 탈기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압축 챔버 내의 잉크가 반복적으로 급격히 압축되는 경우에도 공동화가 발
생되지 않으며, 공동화에 의한 잉크 토출 불능에 의해 인쇄 결함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잉크 탈기
기로서, 기체 투과성을 갖는 막이 튜브의 형태로 제조되어, 동시에 이러한 튜브의 외부에 진공화가 수행
된다. 그 후, 잉크가 튜브의 내부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잉크 내에 용해된 기체는 튜브의 
외부로 제거되어 잉크를 탈기시킨다. 이러한 탈기기의 사용 상태로서, 튜브 외부의 진공도는 1 atm(76 
Torr) 이하이다. 그러나, 탈기기를 통과한 후 탈기된 잉크의 수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

또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해 비등 막을 사용하는 잉크 제트 기록 방법에 대해, 잉크의 탈기가 효과적이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탈기의 확인된 효과로서, 탈기된 잉크를 잉크 제트 헤드로 공급하면 토출 결
함이 야기될 수 있는 기포가 잉크 제트 헤드 내로 이동되는 것이 방지된다는 것이 공지되었다.

잉크를 탈기할 수 있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 대해, 잉크에 노출된 내부 면에 우수한 내잉크성을 갖는 
가요성 플라스틱 재료에 의해 잉크 튜브가 형성되며, 잉크 탱크로부터 잉크 제트 헤드로 잉크 공급 경로 
상에 배치되며, 이러한 잉크 튜브가 공기 투과성이 작은 재료로 덮이는 (일본 특허 공개 소57-83488호 및 
소62-288045호의 명세서에서 개시된 바와 같은) 구조가 공지되어 있다. 특히, 잉크 제트 헤드가 이동될 
수 있도록 잉크 공급 튜브를 위해 연성을 갖는 플라스틱 재료가 항상 사용되고, 그 후, 폴리에틸렌 내부 
튜브가 염화 폴리비닐리덴에 의해 외부가 덮이는 것이 종래에는 가장 적절한 구조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잉크 제트 헤드가 칼라 필터 제조 장치로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프린터의 분사 정밀도 보다 거
의 한 자리수만큼 높게 분사 정밀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며, 잉크 제트 헤드가 통상의 프린터로 사용
되는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엄격히 규칙적으로 배치된 소정의 토출 포트로부터 잉크를 토출함으로써 
투명 기판 상에 착색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칼라 필터 제조 장치는 통상의 잉크 제트 기록 장치와
는 다른 구조를 취한다. 통상의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서는 잉크 제트 헤드를 기록 매체의 반송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전후 방향으로 주사하면서 잉크를 기록 매체에 토출함으로써 화상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한편, 잉크 제트 헤드는 이의 토출 성능을 위하여 매우 정밀하게 위치하
도록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대하여 고정된다. 그러면, 잉크는 스테이지에 장착
된 투명 기판이 고정된 잉크 제트 헤드 아래에서 X-Y 방향으로 주사되는 동안에 잉크 제트 헤드로부터 토
출된다.

또한, 종래의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서는 종래의 기술을 도시한 도11 및 도12에 도시된 것처럼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공급 시스템에 공기 버퍼가 마련된다. 공기 버퍼를 구비함으로써 잉크 제트 헤드의 주
사 방향으로의 이동에 의해 발생된 진동에 의해 작용될 수도 있는 어떠한 영향도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임의의 기포가 잉크 내에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잉크가 공기 버퍼를 통과할 때 기포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을 포획함으로써 잉크 토출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잉크 내의 기포 생성에 의해 일어나는 잉크 제트 
헤드의 토출 결함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잉크 제트 헤드를 사용하는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서, 잉크 제트 헤드는 
높은 정밀도를 얻기 위하여 고정되고 주사 작동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의 잉크 제트 기록 장치와는 
달리 잉크 토출 시의 임의의 영향을 미치는 주사 방향으로의 잉크 제트 헤드의 이동에 기인하여 잉크 공
급 시스템에 진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종래의 시스템에서 잉크 공급 경로에 있는 잉크는 공기 
버퍼에 공기를 일정한 양으로 유지하기 위해 터빈 또는 이와 유사하게 작용하는 잉크 공급 수단에 의해 
잉크 공급 경로에 있는 잉크를 순환시키거나 잉크 제트 헤드의 회복 작동을 수행하도록 가압된다. 이때 
잉크를 가압하는 작동은 잉크 공급 수단에 의해 가압된 잉크에 용해될 공기 버퍼의 상부 부분 상에 잔류
하는 공기 상에서 작용한다. 그러면, 공기가 용해되게 되는 잉크는 잉크 제트 헤드에 공급된다. 그 결과, 
잉크 내에 용해된 공기는 소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공기 버퍼와 잉크 제트 헤드 사이에서 튜브에 추출된
다. 따라서, 잉크는 잉크 제트 헤드에 공급될 수 있게 되고, 몇몇 경우에는 잉크로부터 추출되는 상태에
서 용해된 공기와 함께 공급된다.

또한, 칼라 필터가 제조되면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현재 사용된 잉크는 칼라 필터의 칼라를 미세하게 변
경시키기 위해 상이한 밀도 및 칼라를 갖는 몇몇 다른 잉크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칼라 필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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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치의 종래의 잉크 공급 시스템에서는 사용 시에 잉크를 잉크 공급 경로로부터 완전히 배출할 필요가 
있다. 그 후에, 새로운 잉크를 잉크 공급 시스템에 충전한다. 시스템에 새로운 잉크를 충전한 후에, 잉크 
제트 헤드(1100)는 도11에 도시된 것처럼 커넥터(1102)로부터 제거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잉크를 충전
하기 위하여 잉크 공급 경로를 우회하도록 잉크 제트 헤드(1100) 대신에 우회 지그를 커넥터(1102) 상에 
장착한다. 새로운 잉크가 충전되면, 우회 지그를 커넥터(1102)로부터 제거한 후에 잉크 제트 헤드(1100)
를 커넥터(1102)에 재차 고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잉크 제트 헤드(1100)가 재차 고정되면 공기는 항상 
커넥터(1102) 내부에서 혼합된다. 일단 혼합된 공기는 최종적으로는 잉크 제트 헤드(1100) 내부로 반송되
고, 몇몇 경우에는 잉크 토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잉크 토출 결합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잉크 공급 
경로 내에 혼합된 공기를 잉크 제트 헤드(1100)에 매우 근접하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잉크 제트 헤
드(1100)의 토출 포트(1100a)로부터 밀려나도록 잉크 공급 수단에 의해 잉크를 공급하도록 배열된다. 이 
경우에,  잉크는  토출  포트(1100a)로부터  강제적으로  밀려난다.  그러면,  잉크가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잉크를 탈기할 수 있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서는 일본 공개 특허 소57-83488호 및 소62-288045호에 개
시된 것처럼 잉크 튜브가 잉크에 노출된 내부면 상에 우수한 내잉크성을 갖는 가요성 플라스틱 재료로 형
성되고 잉크 탱크로부터 잉크 제트 헤드로의 잉크 공급 경로에 배열되고, 이로써 상기 튜브가 공기 투과
성이 작은 재료로 덮이도록 된 구조가 공지되어 있다. 특히, 잉크 제트 헤드를 이동시킬 수 있게 하기 위
하여 연성을 갖는 플라스틱 재료를 잉크 공급 튜브에 항상 사용하고, 내부가 폴리에틸렌인 튜브의 외부를 
염화 폴리비닐리덴으로 덮는 것은 가장 안정된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잉크 제트 헤드가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사용되면, 잉크 제트 헤드가 통상의 프린터에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엄격한 조정성을 갖고 배열된 소정의 토출 포트로부터 잉크를 토출함으로써 투명 기판 상
에 칼라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린터를 사용할 때의 분사 정확도보다 10배 정도 높은 정확
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칼라 필터 제조 장치는 통상의 잉크 제트 기록 장치와는 다른 구조를 취한다. 통
상의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서는 잉크 제트 헤드를 기록 매체의 반송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전후 방향
으로 주사하면서 잉크를 기록 매체에 토출함으로써 화상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
이다. 한편, 상기 구조는, 잉크 제트 헤드가 필요한 정밀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정된 후에 기판이 X-Y 
방향으로 주사되는 동안에 잉크가 잉크 제트 헤드로부터 헤드가 면하게 되는 스테이지 상에 장착된 투명 
기판(기록 매체)에 토출되도록 된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적합하다.

칼라 필터에 대하여 매우 높은 정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기 잉크 제트 기록 방법이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사용되면 잉크의 양의 차이가 투명 기판 상에 비균일한 줄무늬로 보이므로 토출된 잉크의 양이 약
간만 변해도 최종 제품에 결함을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통상의 잉크 제트 프린터에 비해 매우 높은 안
정도로 토출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출량의 변동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비균일성
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의 결과로 본원의 발명자는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사용된 잉크 제트 헤드의 잉크 
공급 경로에 사용된 탈기기가 상기 비균일성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충분히 기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
었다.

그러나, 칼라 필터 제조 장치는 통상의 잉크 제트 프린터보다 매우 더 크고, 잉크 탱크 등의 잉크 공급 
유닛이 X-Y 스테이지 등을 포함하는 주 본체 외부에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잉크 탱크와 잉크 제트 헤
드를 연결하는 잉크 공급 튜브의 길이는 길게는 수 미터로 길어지게 된다. 또한,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서 잉크 제트 헤드는 R, G, B의 3 가지 칼라부를 덮도록 장치 상에 장착되고, 상기 장치에 장착된 각 칼
라의 잉크 제트 헤드는 1 ㎛ 이하의 위치 정밀도를 갖고 잉크 토출에 사용하기 위한 노즐을 구비해야 한
다. 이는 이들 각 잉크 제트 헤드를 높은 정밀도로 위치설정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잉크 제트 헤드가 
설치되는 부분에 각각의 잉크 제트 헤드의 위치를 조정하는 기구도 배열된다. 탈기에 의해 더 효과적인 
잉크 토출 안정성을 얻기 위하여, 탈기된 잉크가 큰 거리로 주변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가능
한 한 짧은 거리로 잉크 제트 헤드에 공급되도록 각 잉크 제트 헤드 직전에 각각의 탈기기를 배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정 기구는 각각의 잉크 제트 헤드에 마련되어야 하고, 몇몇 다른 이유들 중에
서도 각각의 잉크 제트 헤드의 측면에 탈기기를 배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를 위
하여 무게를 갖는 어떠한 장치도 조정 기구 주위에 배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튜브는 탈기기가 
장치에 합체되었을 때 잉크를 각각의 탈기기로부터 잉크 제트 헤드에 이르기까지 공급하도록 길어져야 한
다.

또한, 기체 투과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잉크 제트 헤드에 잉크를 공급하도록 튜브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튜브의 기체 투과성은 그 두께가 클수록 더 작아진다. 뛰어난 내잉크성을 갖는 
폴리에틸렌 등의 수지를 외부가 염화 폴리비닐리덴으로 덮인 튜브의 내측면에 사용한 종래의 경우에서 상
기 튜브의 기체 투과성은 염화 폴리비닐리덴의 두께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튜브가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탈기기와 잉크 제트 헤드 사이의 잉크 공급 경로에 채택되면, 튜브가 각각의 잉크 제트 
헤드에 도달하기 전에 긴 튜브와 함께 얇은 염화 폴리비닐리덴이 튜브 벽을 통한 기체의 투과를 허용하게 
되어 튜브 벽을 투과한 기체가 잉크 내에 용해되기 때문에 잉크 내에 용해된 기체의 농도가 증가된다. 또
한, 잉크 제트 헤드를 교체하기 위해 잉크 공급 튜브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게 되면, 기체 투과성이 작은 
수지 커버는 튜브들이 서로 마찰될 때 박리되는 경향을 덜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튜브들이 최종적으로 
기체 투과성에 대한 충분한 내성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원의 발명자는 칼라 필터를 더욱 안정되게 제조하기 위하여 탈기된 잉크를 헤드에 더 효과적으로 공급
할 필요가 있으며, 잉크 제트 헤드가 해당 탈기기로부터 도달하기 전에 잉크의 탈기 수준을 낮추지 않는 
수단이 배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원의 발명자는 상기 지식에 기초하여 본원 발명을 안출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잉크 제트 기록 방법을 사용하는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잉크 공급 시스템에서 잉크 제
트 헤드에 걸쳐 잉크 토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잉크 토출 불안정성을 일으키는 기포를 방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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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제트 기록 장치와, 잉크 토출량을 안정화시키도록 잉크 제트 헤드에 일정한 수준으로 탈기된 잉크를 
신뢰성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형태
의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 사용되는 칼라 필터 제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목적 이외에도 본 발명은 잉크가 잉크 제트 기록 장치 및 잉크 제트 기록 방법을 사용하는 칼
라 필터 제조 장치에 맞는 다른 잉크로 대체되었을 때 잉크 공급 시스템의 잉크 공급 경로에 공기가 혼합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잉크 공급 경로가 잉크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수준으로 탈기된 잉크로 충전되
도록 해당 수단을 배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공기가 잉크에 혼합
된 경우에 공기를 잉크 공급 경로 외부로 배출할 때 잉크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칼라 필터 제조 장
치를 높은 생산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해 잉크 공급 시스템에 필요한 보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상기에 설명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잉크 제트 헤드의 토출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잉크 
제트 기록 방법을 사용하는 화상 형성 장치의 잉크 공급 시스템의 헤드에 충분히 탈기된 잉크를 신뢰성 
있게 공급함으로써 칼라 필터를 양호한 생산성으로 제조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잉크를 토출하여 기록을 행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잉크 제트 기
록 장치는,

토출될 잉크를 저장하는 잉크 탱크와,

저장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토출 포트를 구비한 잉크 제트 헤드와,

잉크 탱크로부터 잉크 제트 헤드로 잉크를 유동시키도록 잉크 탱크와 잉크 제트 헤드를 연결하는 잉크 경
로와,

잉크 내에 함유된 기체를 제거하도록 잉크 경로의 중간에 배열된 탈기기와,

잉크 경로 내의 탈기기와 불화 폴리비닐리덴을 함유하는 재료에 의해 형성된 잉크 제트 헤드를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의 부분을 포함한다.

잉크 제트 헤드와 잉크 탱크를 연결하는 제2 잉크 경로를 더 포함하는 잉크 제트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여기서, 잉크 제트 헤드를 통과한 탈기된 잉크는 제2 잉크 경로를 통해서 잉크 탱크로 복귀한다.

제2 잉크 탱크와, 잉크 제트 헤드를 제2 잉크 탱크에 연결하는 제2 잉크 경로를 더 포함하는 잉크 제트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기서 잉크 제트 헤드를 통과한 탈기된 잉크는 제2 잉크 경로를 통해서 제2 잉
크 탱크로 복귀한다.

탈기 수준을 측정하는 탈기 수준 측정 장치를 탈기기와 잉크 제트 헤드를 연결하는 부분에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용존 산소 계량기를 탈기 수준 측정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잉크를 토출하여 기록을 행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잉크 제
트 기록 장치는,

토출될 잉크를 저장하는 잉크 탱크와, 

저장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토출 포트를 구비한 잉크 제트 헤드와,

잉크 탱크로부터 잉크 제트 헤드로 잉크를 유동시키도록 잉크 탱크와 잉크 제트 헤드를 연결하는 잉크 경
로와,

잉크 내에 함유된 기체를 제거하도록 잉크 경로의 중간에 배열된 탈기기와,

탈기기와 잉크 제트 헤드 사이에 배열된 탈기 수준 측정 장치를 포함한다.

잉크 경로에서 탈기기와 잉크 제트 헤드를 연결하는 부분을 불화 폴리비닐리덴을 함유하는 재료로 형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기 수준 측정 장치를 잉크 제트 헤드에 연결된 잉크 경로의 측면 상에서 용기의 상부 부분 상에 있는 
연결부와, 탈기기에 연결된 잉크 경로의 측면 상에서 용기의 하부 부분 상에 있는 연결부를 구비하고 기
체 투과성에 대한 내성을 갖는 용기에 측정 수단을 구비한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수단으로는 용존 산소 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용존 산소 계량기는 폴라로(polraro)형이다.

용존 산소 계량기가 로드 형태를 취하고 거의 수평으로 용기의 측면 상에 장착되는 구조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잉크를 토출하여 기록을 행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잉크 제
트 기록 장치는,

토출될 잉크를 저장하는 제1 및 제2 잉크 탱크와,

저장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토출 포트를 구비한 복수개의 잉크 제트 헤드와,

제1 잉크 탱크와 잉크 제트 헤드의 일단을 연결하는 제1 잉크 경로와,

제2 잉크 탱크와 잉크 제트 헤드의 타단을 연결하는 제2 잉크 경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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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잉크 경로의 중간에 있는 제1 연결부에 연결되는 동시에 제2 잉크 경로의 중간에 있는 제2 연결부에 
연결되는 제3 잉크 경로와,

제1 연결부와 제2 연결부에 대하여 각각 마련된 잉크 유동 통로들을 변경시키기 위한 제1 및 제2 절환 수
단을 포함한다.

제1 및 제2 절환 수단으로 3방 밸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1 잉크 경로에 탈기기를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 잉크 경로에서 제1 잉크 탱크와 제1 연결부 사이에 탈기기를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잉크 경로에서 흐르는 잉크의 탈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탈기기와 제1 연결부 사이에 탈기 수준 측정 장
치를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존 산소 계량기가 탈기 수준 측정 장치용으로 사용된다.

탈기 수준 측정 장치에서 측정된 탈기 수준에 따라 잉크 공급 및 공급 중지를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탈기 수준 측정 장치에서 측정된 탈기 수준에 따라 제어 수단이 제1 및 제2 절환 수단의 절환 
작동을 제어한다.

불화 폴리비닐리덴을 함유하는 재료로 형성된 튜브를 가지는 제1 및 제2 잉크 공급 경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화 폴리비닐리덴을 함유하는 재료로 형성된 튜브로 탈기기와 잉크 제트 헤드 사이에 적어도 연결 통로
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실시예에 따라 잉크를 토출하여 기록을 행하는 본 발명의 잉크 제
트 기록 장치는,

토출될 잉크를 저장하는 잉크 탱크와,

저장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해 토출 포트를 구비한 복수개의 잉크 제트 헤드와,

제1 잉크 탱크와 잉크 제트 헤드의 일단을 연결하는 제1 잉크 경로와,

제2 잉크 탱크와 잉크 제트 헤드의 타단을 연결하는 제2 잉크 경로와,

제1 잉크 경로의 중간에 있는 제1 연결부에 연결되는 동시에 제2 잉크 경로의 중간에 있는 제2 연결부에 
연결되는 제3 잉크 경로와,

제1 연결부와 제2 연결부에 각각 마련된 잉크 유동 통로를 변경시키기 위한 제1 및 제2 절환 수단을 포함
한다.

제1 및 제2 절환 수단용으로 3방 밸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 잉크 경로에는 탈기기를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 잉크 경로에서 제1 잉크 탱크와 제1 연결부 사이에 탈기기를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잉크 경로에서 흐르는 잉크의 탈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탈기기와 제1 연결부 사이에 탈기 수준 측정 장
치를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존 산소 계량기가 탈기 수준 측정 장치로서 사용된다.

탈기 수준 측정 장치에서 측정된 탈기 수준에 따라 잉크 공급 및 공급 중지를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탈기 수준 측정 장치에서 측정된 탈기 수준에 따라 제어 수단이 제1 및 제2 절환 수단의 절환 
작동을 제어한다.

불화 폴리비닐리덴을 함유하는 재료로 형성된 튜브를 가지는 제1 및 제2 잉크 공급 경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화 폴리비닐리덴을 함유하는 재료로 형성된 튜브로 탈기기와 잉크 제트 헤드 사이에 적어도 연결 통로
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칼라 필터 제조 장치는,

토출될 잉크를 저장하는 잉크 탱크와, 저장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토출 포트를 구비한 잉크 제트 헤드
와, 상기 잉크 탱크에서 상기 잉크 제트 헤드로의 잉크를 유동시키도록 상기 잉크 탱크와 상기 잉크 제트
를 연결하는 잉크 경로와, 잉크에 함유된 기체를 제거하기 위해 상기 잉크 경로 상에 배열된 탈기기와, 
적어도 불화 폴리비닐리덴 수지를 함유하는 재료로 형성되는 상기 잉크 경로의 상기 잉크 제트 헤드와 상
기 탈기기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잉크 제트 기록 장치와,

칼라 필터 형성용 기판과,

잉크 제트 헤드로부터 잉크를 토출해서 제조되는 칼라 필터를 포함하고,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제트 헤드 및 칼라 필터 형성용 기판은 상대적으로 이동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칼라 필터 제조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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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존 산소 계량기인 탈기 수준 측정 장치를 갖춘 잉크 제트 기록 장치와,

칼라 필터 형성용 기판과,

잉크 제트 헤드로부터 잉크를 토출해서 제조되는 칼라 필터를 포함하고,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제트 헤드 및 칼라 필터 형성용 기판은 상대적으로 이동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칼라 필터 제조 장치는,

토출될 잉크를 저장하는 제1 및 제2 잉크 탱크와, 저장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복수개의 토출 포트를 구
비한 잉크 제트 헤드와, 상기 제1 잉크 탱크와 상기 잉크 제트 헤드의 일단을 연결하는 제1 잉크 경로와, 
상기 제2 잉크 탱크와 상기 잉크 제트 헤드의 타단을 연결하는 제2 잉크 경로와, 상기 제1 잉크 경로의 
중간에 있는 제1 연결부에 연결되는 동시에 상기 잉크 경로의 중간에 있는 제2 연결부에 연결되는 제3 잉
크 경로와, 상기 제1 연결부와 상기 제2 연결부에 각각 마련된 잉크 유동 통로를 각각 변경시키기 위한 
제1 및 제2 절환 수단으로 이루어진 잉크 제트 기록 장치와,

칼라 필터 형성용 기판과, 

잉크 제트 헤드로부터 잉크를 토출해서 제조되는 칼라 필터를 포함하고,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제트 헤드 및 칼라 필터 형성용 기판은 상대적으로 이동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칼라 필터 제조 장치는,

토출될 잉크를 저장하는 잉크 탱크와, 저장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복수개의 토출 포트를 구비한 잉크 
제트 헤드와, 상기 제1 잉크 탱크와 상기 잉크 제트 헤드의 일단을 연결하는 제1 잉크 경로와, 상기 제2 
잉크 탱크와 상기 잉크 제트 헤드의 타단을 연결하는 제2 잉크 경로와, 상기 제1 잉크 경로의 중간에 있
는 제1 연결부에 연결되는 동시에 상기 제2 잉크 경로의 중간에 있는 제2 연결부에 연결되는 제3 잉크 경
로와, 상기 제1 연결부와 상기 제2 연결부에 각각 마련된 잉크 유동 통로를 각각 변경시키기 위한 제1 및 
제2 절환 수단으로 이루어진 잉크 제트 기록 장치와, 

칼라 필터 형성용 기판과,

잉크 제트 헤드로부터 잉크를 토출해서 제조되는 칼라 필터를 포함하고,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제트 헤드 및 칼라 필터 형성용 기판은 상대적으로 이동된다. 

이하에서, 첨부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가 설명될 것이다.

(제1 실시예)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전체 구조

도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칼라 필터 제조 장치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본 실시예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는 베이스 스탠드(21)의 상부면 상에 X 및 Y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X-Y 테이블(22)이 제공된다. 베이스 스탠드(21)의 측부 상에는 지지 폴(24)이 설치되고, 지지 폴(24)의 
상단부로부터 장착 부재(24a)가 X-Y 테이블(22) 위로 평행하게 연장한다. 장착 부재(24a)의 선단부 상에
는 잉크 제트 헤드(120)가 지지 부재(23)를 통해 고정된다.

잉크 제트 헤드(120)에 대해 각각의 장착 위치는 지지 부재(23)에 대해 조정 가능하다. 잉크 제트 헤드
(120)는 소정의 위치에서 각각 지지 부재(23)에 고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잉크 제트 헤드(120)는 지지 
폴(24)과 지지 부재(23)에 의해서 X-Y 테이블(22) 위의 소정의 위치에 각각 고정된다. 또한, 잉크 제트 
헤드(120)에 대해 적색 잉크를 토출하는 잉크 제트 헤드(120a)와, 녹색 잉크를 토출하는 잉크 제트 헤드
(120b)와, 청색 잉크를 토출하는 잉크 제트 헤드(120c)가 제공된다. 반면에, X-Y 테이블(22)의 상부면 상
에는 기판(1)이 장착된다. 기판(1)의 표면 상에는 흑색 매트릭스와 수지 구성 층(3)이 형성되는데, 도6a 
내지 도6f를 참조하여 후에 설명될 것이다.

지지 폴(24)의 상단부 상에는 밸브 박스(30)가 설치된다. 밸브 박스(30)에는 3방 밸브와, 용존 산소 계량
기 등이 잉크 제트 헤드(120a, 120b, 120c)의 각각에 대해서 배열된다. 밸브 박스(30)는 각각 잉크 공급 
튜브에 의해 잉크 제트 헤드(120a, 120b, 120c)의 각각에 연결된다. 또한, 이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대
해서 밸브 박스(30)의 3방 밸브의 각각을 통하여 잉크 제트 헤드(120a, 120b, 120c)의 각각에 잉크를 공
급하기 위해 잉크 공급 유닛(32)이 제공된다.

잉크 공급 유닛(32)에는 주 탱크(301a, 301b, 301c)와, 보조 탱크(401a, 401b, 401c)와, 주 탈기기(511a, 
511b, 511c)가 제공된다. 잉크 제트 헤드(120a)에 대해서 주 탱크(301a)와 보조 탱크(401a)와 주 탈기기
(511a)가 대응하도록 배열된다. 잉크 제트 헤드(120b)에 대해서 주 탱크(301b)와 보조 탱크(401b)와 주 
탈기기(511b)가 대응하도록 배열된다. 잉크 제트 헤드(120c)에 대해서 주 탱크(301c)와 보조 탱크(401c)
와 주 탈기기(511c)가 대응하도록 배열된다. 각 보조 탱크(401a, 401b, 401c)와 각각의 주 탈기기(511a, 
511b, 511c)는 각각의 튜브를 통해 밸브 박스(30)와 연결된다. 이런 방식으로 잉크 공급 유닛(32)에서 각
각의 잉크 헤드(120a, 120b, 120c)로 잉크가 공급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칼라 필터 제조 장치용 잉
크 공급 시스템은 잉크 공급 유닛(32)과, 밸브 박스(30)와, 잉크 공급 유닛(32)에서 잉크 제트 헤드(12
0)로의 각각의 잉크 공급 경로를 구성하는 튜브로 형성된다.

또한, 밸브 박스(30)로부터 케이블(31)이 연장한다. 케이블(31)의 선단부에서 제어 박스(27)가 개별 컴퓨
터와 관련 장치에 의해 구성된 제어 수단의 역할을 하도록 연결된다. 케이블(31)은 밸브 박스(30)에서 3
방 밸브를 구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케이블과 용존 산소 계량기를 함께 묶어서 만들 수 있다. 또한, 제어 
박스(27)는 케이블(26)에 의해 각각 잉크 제트 헤드(120a, 120b, 120c)와 연결된다. 제어 박스(27) 상에
는 키보드(28)와 디스플레이 유닛(29)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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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공급 시스템의 구조

도2는 도1에 나타난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잉크 공급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1에 도시된 잉크 공급의 전체 시스템 중에서 도2는 잉크가 잉크 제트 헤드(120a)로 공급되는 시스템을 
도시한다. 잉크 제트 헤드(120b, 120c)에 대해 제공된 잉크 공급 시스템은 도2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것
이다.

본 실시예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잉크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도2에 도시된 대로, 잉크 제트 헤드
(120a)로 공급되는 잉크를 저장하는 보조 탱크(401a)와, 보조 탱크(401a)로 공급되는 잉크를 저장하는 주 
탱크(301a)가 제공된다. 보조 탱크(401a)에서, 수위는 잉크 제트 헤드(120a)에 의해 토출되는 잉크에 의
해 결정된다. 주 탱크(301a)의 내부에는 잉크 잔량 센서(350)가 주 탱크(301a)에 잔류한 잉크를 감지하도
록 배열된다.

주 탱크(301a)의 내부 바닥면 상에는 튜브(351)의 일단이 배열되는 반면에, 튜브(351)의 타단은 조인트
(371)에 의해 튜브(352)의 일단에 연결된다. 조인트(371)에는 공기 연통 튜브(357)의 일단이 연결되고, 
튜브(357)의 타단은 2방 밸브(304)와 연결된다. 2방 밸브(304)에 의해서 튜브(357)의 단부는 개방되거나 
폐쇄된다. 튜브(352)의 타단에는 주 펌프(302)가 연결된다. 주 펌프(302)로서 튜브 펌프는 잉크의 진행 
방향으로  튜브를  짜서  잉크를  외부로  공급하도록  사용된다.  튜브(353)의  일단은  주  펌프(302)에 
연결되고, 튜브(353)의 타단은 2 ㎛의 직경을 가지는 작은 포착물을 가지는 필터(311)를 통해 튜브(354)
의  일단에 연결된다.  튜브(354)의  타단에는 튜브(355)의  일단이 조인트(372)를  통해 연결된다. 조인트
(372)에는 커플러 플러그(374)가 튜브(373)를 통해 설치된다. 튜브(355)의 타단에는 탈기기(321)가 보조
적인 사용을 위해 연결되고 탈기기(321)에는 튜브(323)를 통해서 진공 펌프(322)가 연결된다.

탈기기(321)의 내부에는 몇몇의 기체 투과성 중공편의 묶음이 배열된다. 잉크가 중공편을 통과하여 탈기
기(321)에 모이면, 잉크의 용존 기체는 진공 펌프(322)에 의해 주어진 진공 흡입부에 의해 중공편의 외부
로부터 제거된다. 중공편을 형성하는 중공 탈기 막으로서는 폴리(4-메틸펜틴-1)가 사용된다. 탈기기(32
1)에 대해서는 잉크가 탈기기(321)를 통과할 때 진공 펌프(322)에 의해 제공되는 32±2 Torr의 진공으로 
잉크에 통풍이 차단된다.

튜브(356)의 일단은 탈기기(321)에 연결되고 튜브(356)의 타단은 조인트(471)에 의해 튜브(453)의 일단 
뿐만 아니라 튜브(452)의 일단에도 연결된다. 튜브(453)의 타단에는 튜브(454)의 일단이 2방 밸브(403)를 
통해 연결된다. 튜브(454)의 타단은 보조 탱크(401a)의 내부가 연결된다. 그러므로, 주 탱크(301a)에서 
보조 탱크(401a)로의 잉크 공급은 튜브(351, 352, 353, 354, 355, 356, 453, 454)에 의해 수행된다. 그리
고 나서, 내부 탱크 공급 경로는 주 펌프(302), 필터(311), 탈기기(321)를 통해 튜브(351)와 튜브(356) 
사이의 잉크 경로에 의해 형성된다.

전술한 커플러 플러그(374)에는 커플러 소켓(375)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도2는 커플러 소켓(375)이 
커플러 플러그(374)로부터 제거되는 상태를 도시한다. 커플러 플러그(374)는 커플러 플러그(374)로의 연
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단부가 밀폐되는 기구를 갖는다. 한편, 커플러 소켓(375)에는 튜브(376)의 
일단이 연결되며, 튜브(376)의 타단에는 흡입 펌프(377)가 연결된다. 흡입 펌프(377)로는 튜브(378)를 통
해 폐액 탱크(379)가 연결된다. 잉크 흡입 시스템은 커플러 소켓(375), 튜브(376), 흡입 펌프(377), 튜브
(378) 및 폐액 탱크(379)에 의해 형성된다. 잉크 흡입 시스템은 잉크 공급 경로의 내부로부터 잉크가 배
출되는 경우에 커플러 플러그(374)에 연결된다.

보조 탱크(401a)의 저부에는 튜브(451)의 일단이 연결되며, 튜브(451)의 타단에는 유량계(456)를 통해 튜
브(455)의 일단이 연결된다. 튜브(455)의 타단으로는 주 탈기기(511a)가 연결된다. 주 탈기기(511a)에는 
튜브(580)의 일단이 연결되며, 튜브(580)의 타단에는 진공계(521)를 통해 튜브(581)의 일단이 연결된다. 
튜브(581)의 타단으로는 진공 펌프(522)가 연결된다.

주 탈기기(511a)로는 튜브(571)의 일단이 추가로 연결되며, 튜브(571)의 타단은 탈기 수준을 측정하는 장
치로서 역할을 하는 용존 산소 계량기(520)에 연결된다. 용존 산소 계량기(520)에는 측정 수단으로서 역
할을 하는 센서(523)와 자성 교반기(524)가 제공된다. 용존 산소 계량기(520)의 상단부로는 튜브(572)의 
일단이 연결되며, 튜브(572)의 타탄부는 조인트(577)에 의해 튜브(573)의 일단 및 튜브(574)의 일단에 연
결된다. 튜브(574)의 타단으로는 3방 밸브(504)가 연결된다. 또한, 3방 밸브(504)로는 튜브(575)의 일단
뿐만 아니라 튜브(553)의 일단도 연결된다. 튜브(553)의 타단은 커플러(555)를 통해 튜브(551)에 연결되
고, 튜브(551)의 타단은 커넥터(102)에 연결된다. 커넥터(102)에는 잉크 분사 헤드(120a)가 설치된다.

한편, 3방 밸브(502)는 조인트(577)를 통해 튜브(572, 574)에 연결되는 튜브(573)의 타단에 연결된다. 상
기 3방 밸브(502)로는 상기 튜브(452)의 타단 및 튜브(576)의 일단이 추가로 연결된다. 튜브(576)의 타단
으로는  3방  밸브(502)가  연결된다.  3방  밸브(505)로는  튜브(575)의  타단  및  튜브(554)의  일단이 
연결된다. 튜브(554)의 타단으로는, 커플러(556)를 통해 튜브(552)의 일단이 연결되며, 튜브(552)의 타단
은 커넥터(102)에 연결된다. 공급 통로를 절환하기 위한 수단이 3방 밸브(504, 505)에 의해 구성된다.

커플러(555, 556)에 의해 튜브(551, 552)가 분리되면, 잉크 분사 헤드(120a)는 잉크 공급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커플러(555, 556)로서는 커플러(555, 556)에 의해 튜브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에 밀폐되
지 않고 해제 상태로 남는 단부를 갖는 것을 사용하도록 배열된다. 상기 방식으로, 커플러(555, 556)에 
의해  튜브  자체가  연결되면,  커플러(555,  556)의  내부로  유입된  공기는  빠져나가기 쉬워진다. 커플러
(555)에는 부착/분리 센서(557)가 설치된다. 커플러(556)에는 부착/분리 센서(558)가 설치된다. 부착/분
리 센서(557, 558)는 커플러(555, 556) 자체의 연결 여부를 검출한다. 그러므로, 칼라 필터 제조 장치는 
커플러(555, 556)에 의해 튜브 자체가 견고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잉크 공급 시스템이 작동될 수 없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의 잉크 공급 경로는 주 탈기기(511), 용존 산소 계량기(520) 등을 통해 보조 탱크(401a)에 연결
된 튜브(451)로부터 잉크 분사 헤드(120a)로 도달하도록 배열된 잉크 통로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튜브
(452, 453)에 의해, 우회 통로는 주 탈기기(511a)를 통과한 잉크가 보조 탱크(401a) 내로 유동될 수 있도
록 형성된다. 상기 우회 통로의 도중에서, 상기 탱크 상호간 공급 통로의 일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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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의 단부는 조인트(471)의 일부분에 연결되며, 탱크 상호간 공급 통로의 타단인 튜브(351)는 주 탱크
(301a)에 연결된다. 다음에는 보조 탱크(401a)로부터 3방 밸브(504, 505)로의 잉크 공급 경로 부분은 우
회 통로를 형성하는 튜브(452, 453)와 함께 보조 탱크(401a)로부터 튜브(451)로 유동된 잉크가 보조 탱크
(401a)로 반송될 수 있도록 하는 잉크 순환 통로를 구성한다.

상기 튜브 중에서, 보조 사용을 위한 탈기기(321)의 주 탱크(301) 측의 모든 튜브와, 보조 탱크의 배출구
(404)와 주 탱크(301) 사이의 튜브(360)는 특별한 폴리올레핀계 수지에 의해 제조된 PN 튜브(상표명, 니
따-모르 가부시끼 가이샤(Nitta-Morr Kabushiki Kaisha) 제조)이다. 튜브의 크기에 대해, 튜브(360)만은 
ø12의 외경/ø8의 내경(단위는 ㎜, 이후의 튜브에 모두 동일함)을 가지며, 그 외 모든 튜브는 ø6의 외
경/ø4의 내경을 갖는다. 또한, 탈기기(321)와 잉크 분사 헤드(120) 사이에 있는 모든 튜브는 PVDF(폴리
비닐리덴 플로라이드)에 의해 제조된다. 잉크 분사 헤드(120)에 연결된 튜브(551, 552)만 ø4의 외경/ø2
의 내경을 가지며, 그 외 모든 튜브는 ø6의 외경/ø4의 내경을 갖는다. 상기 관점에서, 주 펌프(302)에 
배열된 펌프(도시되지 않음)는 실리콘 튜브이다.

본 발명에서는, 본 실시예에 따라, 튜브 및 각각의 부품은 스텐레스 튜브 조인트에 의해 연결된다.

이제는 본 실시예에 따른 튜브를 위해 사용되는 재료인 PVDF(폴리비닐리덴 플로라이드)의 기체 투과성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표1에는 전형적인 수지 재료 각각의 산소 및 질소에 대한 투과성이 나타내어져 있다.

[표 1]

상기 표에 나열된 것 중에서, 기체(산소 및 질소) 투과성이 낮은 재료는 PVDF, PVF 및 염화 폴리비닐리덴
이다. 그러나, 상기 3가지 재료 중에서, PVF 및 염화 폴리비닐리덴은 가열되면 용해되므로 단일 재료로서 
상기 재료 각각을 사용하는 튜브를 성형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는 튜브 성형 프로세스가 대개 가열 프
로세스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낮은 기체 투과성을 가지면서 단독으로 튜브로서 성형 가능한 재료
로는 PVDF만이 유일하다. PVDF는 일반적으로 본 실시예를 위해 사용되는 잉크를 포함하여 사용되는 잉크
에 대한 내성도 갖는다.

결국, 본 발명에 따르면, 탈기기로부터 잉크 분사 헤드로의 잉크 공급 경로를 위해 사용되는 튜브용으로 
PVDF 튜브가 채택된다. PVDF 튜브를 위한 재료로서는 예컨대 키나르 2800(KYNAR 2800, 엘프 아트켐 저팬, 
인크.(ELF  Atchem  Japan,  Inc.)  제조)이 사용 가능하다.  본  발명에서는 엑슬론 PVDF  튜브(EXLON  PVDF 
tubes, 이와세 가부시끼 가이샤(Iwase Kabushiki Kaisha) 제조)를 사용하는 것도 양호하다.

도3a 및 도3b는 도2에 나타낸 잉크 공급 시스템의 3방 밸브(502, 504, 505)의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a는 잉크 분사 헤드로부터 잉크가 토출되는 경우의 3방 밸브(502, 504, 505)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3b는 하기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잉크 공급 시스템에 잉크를 충전하기 위해 잉크가 우회되어야 하는 시
기 또는 잉크를 교체하는 시기의 3방 밸브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잉크 분사 헤드(120a)로부터 잉크가 토출되면,  튜브(573,  576)는  3방 밸브
(502)에 의해 연통되며, 3방 밸브(502)측의 튜브(452) 단부는 밀폐된다. 3방 밸브(505)에서, 튜브(576, 
554)는 연통되며, 3방 밸브(504)측의 튜브(575) 단부는 밀폐된다. 3방 밸브(504)에서, 튜브(574, 553)는 
연통되며, 3방 밸브(504)측의 튜브(575) 단부는 밀폐된다. 따라서, 잉크가 토출되면, 보조 탱크(401a)로
부터 용존 산소 계량기(520)로 터빈(402a)에 의해 공급된 잉크가 용존 산소 계량기(520) 및 튜브(57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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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한 다음에, 조인트(577)에 의해 튜브(574, 573)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조인트(577)에 의해 분류된 
잉크는 각각의 공급 통로를 통해 잉크 분사 헤드(120a)로 공급된다.

도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잉크가 우회되면, 튜브(452, 576)는 3방 밸브(502)에 의해 연통되고, 3방 밸브 
측의 튜브(573) 단부는 밀폐된다. 3방 밸브(505)에서, 튜브(576) 및 튜브(575)는 연통된다. 다음에, 3방 
밸브(505)측의 튜브(554) 단부는 밀폐된다. 3방 밸브(504)에서, 튜브(575) 및 튜브(574)는 연통된다. 다
음에,  3방  밸브(505)측의  튜브(553)의  단부는  밀폐된다.  따라서,  잉크가  우회되면,  용존  산소 계량기
(520)를 통과한 후에 튜브(572), 조인트(577), 튜브(574), 3방 밸브(504), 튜브(575), 3방 밸브(505), 튜
브(576), 3방 밸브(502)의 순서를 통해 용존 산소 계량기(520)로 공급된 잉크가 튜브로 추가로 운반된다. 
상기 경우 및 잉크가 역방향으로 유동되는 경우에, 3방 밸브(502)를 향해 튜브(452)에서 유동되는 잉크는 
용존 산소 계량기(520) 내로 운반된다. 3방 밸브(502, 504, 505)가 상기 상태에 있으면, 잉크 분사 헤드
(120a)는 잉크 공급 경로를 통해 주 탱크(301a) 및 보조 탱크(401a)에 연결되지 않는다.

도3a 및 도3b에 도시된 3방 밸브(502, 504, 505)의 절환 동작은 도1에 도시된 제어 박스(27)를 사용하여 
제어된다.

이제는 상기 잉크 공급 시스템의 잉크 공급 경로를 위해 배열된 부품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보조 탱크(401a)에 대해, 유량계(456)를 향해 잉크가 운반되도록 가압시키는 터빈(402a)과 터빈(402a)을 
구동시키는 모터(402)가 제공된다. 모터(402) 및 터빈(402a)에 의해 , 도1에 도시된 제어 박스(27)에 의
해 구동되거나 중지되도록 제어되는 가압 수단이 형성된다. 보조 탱크(401a)의 측면에서, 배출구(404)는 
보조 탱크의 저면으로부터 소정의 높이에 배열된다. 배출구(404)로는 튜브(358)의 일단이 연결되며, 튜브
(358)의 타단은 주 탱크(301a)에 연결된다.

또한, 보조 탱크(401a)에 대해, 보조 탱크 잔량 센서(405)는 보조 탱크(401a)의 특정 높이 이하로 잉크의 
액체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조 탱크(401a)의 잉크 잔량을 검출하도록 제공된다. 상기 배열로써, 잉크
가 가압되어 터빈(402a)에 의해 보조 탱크(401a)로부터 공급되므로 보조 탱크(401a)의 액체 수준을 저하
시켜 결국 고갈되는 경우에 공기가 잉크 공급 경로 내에서 압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 따라, 구조는 배출구(404)를 통해 주 탱크(301a)로 잉크가 유출될 수 있는 보조 
탱크(401a)의 잉크의 높이보다 10 ㎜ 정도 낮게 설정되는 액체 수준으로 잉크의 높이가 감소되면 보조 탱
크 잔량 센서(405)가 작동되도록 배열된다. 보조 탱크 잔량 센서(405)가 상기 액체 수준을 검출하면, 주 
펌프(302)를 구동시켜 주 탱크(301a)로부터 보조 탱크(401a)로 잉크가 재충전된다. 상기 경우에, 주 펌프
(302)는 배출구(404)로부터 잉크가 유출될 때까지 구동된다.

유량계(456)는 보조 탱크(401a)로부터 가압하에 공급되는 잉크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유량계
(456)로서는 순간 유속과 누적 유속이 모두 측정될 수 있도록 된 유량계가 사용된다.

주 탈기기(511a)는 탈기기(321)와 동일하며, 잉크에 용해된 기체를 제거한다. 주 탈기기(511a)의 내부에
는 기체 투과 가능한 여러 개의 중공편 다발이 배열된다. 잉크가 이와 같이 묶여진 중공편을 통과하면, 
잉크에 용해된 기체는 중공편의 외부로부터 진공 펌프(522)에 의해 제공되는 탈기 흡입에 의해 제거된다. 
중공편을 형성하는 중공 탈기 막으로서, 주 탈기기(511a)에서는 수지 플로라이드(에틸렌 테트라플로라이
드)가 사용된다. 또한, 진공 펌프(522)에 의해 제공된 대략 10 Torr의 진공으로 잉크가 탈기된다.

용존 산소 계량기(520)는 주 탈기기(511a)를 통과한 후의 잉크의 탈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도4
는 용존 산소 계량기(520)를 상세하게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용존 산소 계량기
(520)에 대해, 낮은 기체 투과성을 갖는 수지(예컨대, PVDF) 또는 스텐레스 강에 의해 제조된 용기(528)
의 하부 측면에 튜브 조인트(527a)를 사용하여 튜브(571)가 연결된다. 용기(528)의 상부면에는 튜브 조인
트(527b)를 사용하여 튜브(527)가 연결된다. 다음에, 용기(528) 측면의 튜브(571)를 위한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는 용기의 내부로부터 잉크 누설이 전혀 유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센서 고정 지그(529)를 사용하여 
센서(523)가 고정된다. 센서(523)는 대체로 수평하게 되도록 설치된다. 용기(528)의 내부 구성으로서, 잉
크와 함께 튜브(572)로 용기(528)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상부에 테이퍼를 형성하도록 
배열된다. 상기 방식으로, 용기(528)의 내부로 공기가 진입된다고 하더라도, 가압되어 보조 탱크(401a)로
부터 공급되는 잉크가 저부로부터 튜브(571)를 통해 용기(528) 내로 유동될 수도 있다. 다음에는 이와 같
이 유입되는 잉크와 함께 용기(528)의 공기는 용기(528)의 상부로부터 튜브(572) 내로 쉽게 유동될 수도 
있다.

센서(523)는 폴라로형 산소 전극을 사용한다. 센서(523)의 측정 원리에 따르면, 용기(528)에 배열된 센서
(523)의 전극 유닛의 선단부에서 산소가 분산된다. 따라서, 탈기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하기에 
설명되는 용존 산소 계량기의 상기 측정 원리 때문에 센서(523)의 선단부 근방의 액체를 교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잉크 분사 헤드(120a)로부터 잉크를 토출하는 동안의 잉크의 소비는 극히 적다. 그러므로, 용기
(528)에서의 잉크의 유동은 거의 없다. 따라서, 용기(528)의 잉크를 교반시키기 위해, 용기(528)에는 자
석을 내장한 회전자(526)가 제공된다. 또한, 용기(528)의 저면에는 회전자(526)가 회전할 수 있도록 자성 
교반기(524)가 설치된다. 자성 교반기에 의해, 회전자(526)는 용기(528)의 저면에 접촉된 상태로 회전된
다. 상기 방식으로, 잉크 중의 용해된 산소량에 대해 가능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항상 용기
(528)의 잉크가 교반된다.

용존 산소 계량기의 측정 원리

도2 및 도4에 도시된 용존 산소 계량기(520)로서 사용되는 폴라로형 용존 산소 계량기는 일반적으로 격판
형 용존 산소 전극이라고 부른다. 상기 계량기는 계량 원리로서 탈산 작용을 이용한다.

도5는 폴라로형 용존 산소 계량기의 계량 원리를 개략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폴라
로형 용존 산소 계량기는 산소 전극(537a), 저전압 전원(533), DC 전류계(538)에 의해 구성된다. 산소 전
극(537a)에서는 전극 본체(537)의 일단이 개방된다. 그러한 전극 본체(537)의 개구는 전극 본체(537)의 
일단을 폐쇄하도록 격판(534)에 의해 덮여진다. 전극 본체(537)의 내부에 은 로드형 양극(532)이 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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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판(535) 측면 상의 양극(532)의 단부 상에 백금 음극(531)이 배치된다. 또한, 전해액(536)이 전극 
본체(537) 내에 채워진다. 전해액(536) 내에 음극(531) 및 양극(532)이 침지된다. 그렇게 형성된 산소 전
극(537a)은 용기(539) 내의 측정 용액(534) 내에 침지되고 격판(535)은 하방으로 향해있다. 음극(531) 및 
양극(532)은 특정 전압 공급원(533) 및 용기(539) 외부의 DC 전류계(538)에 전기 접속된다.

산소를 줄이는 데 필요한 특정 전압(일례로, 600 내지 700mA) 정도의 용해된 산소 계기는 낮은 전압 공급
원(533)을 이용하여 음극(531) 및 양극(532) 사이에서 앞서 사용된다. 측정액(534) 내의 산소가 전해액
(536)  내에서  용해되도록  격판(535)에  스며들  때,  용해된  산소는  음극(531)에  의해  수소기(hydrogen 
radical)로 줄어들게 되어, 용해된 산소 계기의 회로 내에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연결부
에서의 양극(532)의 화학 반응은 이하에 주어진 화학식 1로서 표현되고, 음극(531)의 화학 반응은 이하에 
주어진 화학식 2로서 표현된다.

[화학식 1]

4Ag + 4OH
-
→ 2Ag2O + 2H2O

[화학식 2]

O2+ 2H2O + 4e → 4OH
-

위의 화학식 2에 의해 표현된 대로, 줄어든 전류는 측정액(534) 내의 산소 농도에 비례한다. 일례로, 측
정액(534) 내의 산소가 증가하면, 전해액(536) 내에 용해될 산소양은 격판(535)을 통해 스며든 후에 더 
커진다. 그 후, DC 전류계(538) 내에 흐르는 줄어든 전류는 전해액(536) 내의 산소 농도에 비례하여 더 
커진다. 또한, 측정 중의 액체(534) 내에서, 격판(535)에 더 가까운 구역은 산소 농도가 낮은 저농도 구
역(534a)을 나타내고, 낮은 농도 구역(534a)의 외부 측면은 산소 농도가 낮은 농도 구역(534a)의 농도보
다는 더 높은 중간 농도 구역(534b)으로 된다. 그 후, 중간 농도 구역(534b)의 외부 측면은 산소 농도가 
중간 농도 구역(534b)의 농도보다는 더 높은 고농도 구역(534c)으로 된다. 이렇게, 용해된 산소 계기는 
용해된 산소 계기의 회로 내에 흐르는 줄어든 전류를 측정하고,  줄어든 전류의 측정값을 측정될 액체
(534) 내에서의 측정을 위한 산소 농도로 절환한다.

전술된 대로, 폴라로형의 산소 전극은 음극으로서 백금, 양극으로서 은, 및 전해액으로서 알칼리 용액을 
이용한  외부  전극에  의해  산소의  잠재적  특정  전기  분해를  수행한다.  폴라로형의  산소  전극과는 
대비되는, 격판 형태의 용해된 산소 계기, 즉 갈바니 전기 형태에 채택된 또 다른 측정 방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에서, 백금은 양극으로, 납은 음극으로, 알칼리 용액은 전해액으로 이용되나, 외부 전극을 이
용하지는 않는다. 그 후, 산소 전극 자체의 전지 반응에 의해 발생된 전압을 이용함으로서, 산소의 잠재
적 특정 전기 분해가 수행된다.

갈바니 전기형과 비교하여, 폴라로형은 다음과 같은 더 많은 장점을 갖는다. 첫 번째 장점은 더 양호하게 
재생하는 측정 성능이다. 두 번째는 더 적은 양의 침전물이 발생되어, 장시간 동안 측정을 안정화시킨다
는 점이다. 세 번째는 산소 전극에 전압이 인가되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영향이 더 적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본 실시예는 폴라로형의 용존 산소 계량기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제, 도4에 도시된 용기(528)에 거의 직교하는 센서(523)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5에 도시된 
용해된 산소 계기가 장시간 동안 사용되면, 염화은층이 양극(532)의 표면 상에 형성되고, 그 후 염화은층
은 음극(531) 및 격판(535) 사이에 침투 및 배치되도록 양극(532)으로부터 박리된다. 염화은이 음극(53
1)과  격판(535)  사이에  놓이게  되면,  결국  용해된  산소  계기의  안정된  성능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그 방법이 하향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격판(535)을 갖춘 산소 전극(537a)을 갖는다면, 염화
은이 음극(531) 및 격판(535) 사이에 침투 및 배치되는 것이 더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계기가 장
시간 동안 이용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반대로, 산소 전극(537a)이 격판(535)과 함께 상향 설치
된다면, 센서(523)는 도4에 도시된 용해된 산소 계기의 용기(528)의 기부면 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
나, 회전자(525)는 교반을 위해 용기(528)의 기부면 상에 설치된다. 그 결과, 회전자의 이용을 위한 센서
(523) 및 자기 교반기(524) 모두는 용기(528)의 기부면 상에 나란히 배치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불가피
하게 그러한 배치가 가능하게 되도록 큰 용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용기(528)가 더 커지게 되면, 용기
(528) 내에 존재하는 잉크의 양이 또한 더 많아지게 된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센서(523)는 
센서(523)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용기(528)에 거의 수평으로 설치되고, 한편 도4에 도시된 용해된 산소 
계기를 위해 용기(528)의 내부 용적을 가능한 작게 한다.

잉크 공급 장치의 작동

이제, 도2와 도3a 및 도3b를 참고로 하여, 도2에 도시된 잉크 공급 장치의 작동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잉크가 잉크 제트 헤드(120a)에 의해 토출될 때, 3방 밸브(502, 504, 505)는 도3a에 도시된 상태로 되도
록 제어된다. 대개, 잉크가 각각의 잉크 제트 헤드에 의해 토출될 때, 잉크 토출에 이어 보조 탱크(401a) 
내의  잉크는  가해진  부압에  의해  공급되고,  잉크는  튜브(451),  유량계(456),  튜브(455),  주 탈기기
(511a), 튜브(571), 용해된 산소 계기(520), 및 튜브(572)를 거쳐 조인트(577)로 흐르게 된다. 그 후, 잉
크는 이러한 조인트(577)에 의해 튜브(573)와 튜브(574)로 분기된다. 튜브(574) 내에 흐르는 잉크는 3방 
밸브(504),  튜브(553),  커플러(555),  튜브(551)  및  커넥터(102)를  거쳐  잉크  제트  헤드(120a)로 

공급된다. 한편, 조인트(577)에 의해 튜브(573) 내에 흐르는 잉크는 3방 밸브(502), 튜브(576), 3방 밸브
(505), 튜브(554), 커플러(556), 튜브(552), 및 커넥터(102)를 거쳐 잉크 제트 헤드(120a)로 공급된다.

전술된 대로 잉크가 공급될 때, 착색을 위해 잉크는 잉크 제트 헤드(120a)의 토출구로부터 투명 유리 기
판으로 토출된다. 그 후, 하나의 기판 또는 여러 개의 기판 상의 착색을 위해, 모터(402)가 터빈을 회전
시키도록 구동된다. 따라서, 보조 탱크(401a) 내의 잉크는 잉크를 잉크 제트 헤드(120a)에 공급하도록 압
력 회복을 수행하는 압력 하에서 공급된다. 이 경우에, 잉크 제트 헤드(120a)에 공급될 잉크는 기체 제거 
장치(321)와 주 탈기기(511a)를 통과하게 된다. 그 결과, 불안정한 토출을 야기하는 잉크 내의 기포는 잉
크 내에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잉크 내의 용해된 기체는 거의 제거된다. 여기에서, 잉크의 기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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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수준은 용해된 산소 계기(520)에 의해 항상 제어되고, 잉크 내의 용해된 산소의 양이 소정값보다 더 
낮게  유지되도록  압력  복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잉크  제트  헤드의  안정된  성능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정된 토출을 실현하기 위해, 3방 밸브(502, 504, 505)는 잉크 공급 장치가 장시간 동안 작동되지 
않을 때 또는 용해된 산소량이 소정값을 초과해야 하는 몇몇 다른 경우에 도3b에 도시된 것과 같은 우회 
상태로 절환된다. 또한, 2방향 밸브(403)는 개방 상태로 유지된다. 그 후, 모터(402)는 보조 탱크(401a) 
내의 잉크가 튜브(451) 외부로 밀려 주 탈기기(511a)를 통과할 수 있도록 터빈(402a)을 회전시키기 위해 
구동된다. 그 후에, 3방 밸브(502, 504, 505)는 도3a에 도시된 잉크 토출 상태로 절환된다. 그 후에, 모
터(402)는 잉크가 충분히 기체가 제거된 후에 주 탈기기(511a)를 거쳐 잉크 제트 헤드(120a)로 잉크를 공
급하도록 다시 구동된다. 여기에서, 잉크를 비경제적으로 흩어지게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용해된 산소의 
양은 소정값보다 더 낮게 유지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잉크는 안정된 잉크 토출의 실행을 위해 잉크 제트 
헤드로 공급된다.

잉크 충전 작업

이제, 잉크가 도2에 도시된 잉크 공급 장치 내에 충전될 때의 작업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처음에, 2방향 밸브(304, 403)는 잉크가 잉크 공급 장치 내에 충전될 때 폐쇄되고, 반면에 3방 밸브(502, 
504, 505)는 우회 상태로 되도록 절환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1 프로세스와 같이, 주 펌프(302)는 잉크
를 튜브(351,  352)를 거쳐 주 탱크(301a)  내로 펌핑하도록 구동된다.  그 후,  잉크는 튜브(353), 필터
(311), 튜브(354, 355), 탈기기(321), 튜브(356, 452), 3방 밸브(502), 튜브(576), 3방 밸브(505), 튜브
(575),  3방  밸브(504),  튜브(574,  572),  용해된  산소  계기(520),  튜브(571),  주  탈기기(511a), 튜브
(455), 유량계(456), 튜브(451), 보조 탱크(401a), 배출구(404), 및 튜브(358)를 통과함으로서 전체 잉크 
공급 경로 내에서 거의 충전된다. 이 경우에, 주 펌프(302)의 유량은 200 ml/min로 설정된다. 또한, 탈기
기(321)에 사용되는 진공 펌프(322)는 탈기기(321) 내의 진공이 약 30 Torr가 되도록 구동된다. 그 후, 
주 탈기기(511a)에 사용되는 진공 펌프(522)는 주 탈기기(511a) 내의 진공이 약 10Torr가 되도록 구동된
다.

잉크 공급 장치가 전술된 제1 프로세스에 의해 잉크로 충전된 후 바로, 탈기기(321)를 통과한 잉크는 튜
브(356, 452), 3방 밸브(502), 튜브(576), 3방 밸브(505), 튜브(575), 3방 밸브(504), 튜브(574, 572), 
용해된 산소 계기(520), 튜브(571), 및 주 탈기기(511a)의 모두로 분배된다. 주 탈기기(511a)를 통과한 
잉크는 추가로 기체가 제거된다. 그 후, 튜브(455), 유량계(456), 튜브(451), 및 보조 탱크(401a)는 각각 
그렇게 기체가 제거된 잉크로 충전된다.

그러나, 이제 도4에 도시된 대로, 용해된 산소 계기(520)를 형성하는 용기(528)의 내부는 회전자(526)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공간뿐만 아니라, 센서(523)의 선단부의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다소간의 용적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용기(528)의 내부 용적은 약 10ml로 된다. 또한, 튜브(571)를 
거쳐 용기(528)의 내부로 운반되는 공기가 튜브(572)를 거쳐 용기(528)의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더 용이
하도록, 용기(528)가 배치되고 튜브(571, 572)가 그렇게 설치된다. 여기에서, 튜브(571)는 전술된 대로 
용기(528)의 하부에 연결되고, 반면에 튜브(572)는 용기(528)의 상부에 연결된다. 따라서, 잉크가 전술된 
바와 같이 충전될 때, 튜브(572)로부터 용기(528)의 내부로 들어간 모든 공기는 튜브(571)를 통해 배출되
지 않는다. 따라서, 공기는 용기(528)의 내부에 부분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주 펌프(302)가 잉크를 잉크 공급 장치 내에서 충전하도록 소정 시간 동안 구동
된 후에, 주 펌프(302)는 작동 중지되고, 그 후 단지 2방향 밸브(403) 만이 개방 상태로 있게 된다. 그 
후에, 제2 프로세스와 같이, 모터(402)는 잉크가 전술된 바와 같이 충전되는 잉크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
로 잉크를 운반하도록 구동된다. 이 경우에, 주 펌프(302)는 주 펌프(302)가 작동하지 않을 때 주 펌프
(302)에 연결된 튜브 내의 잉크 흐름을 끊도록 구성되기 때문에, 보조 탱크(401a)로부터 운반된 잉크는 
조인트(471)에 의해 튜브(356)를 향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튜브(453, 454)를 거쳐 보조 탱크
(401a)로 회수된다.

제2 프로세스에 의해, 공기는 용해된 산소 계기(520), 3방 밸브(502, 504, 505)에 의해 주 탈기기(511a)
와 보조 탱크(401a) 사이의 잉크 통로로부터 거의 완전히 제거된다. 또한, 그렇게 기체가 제거된 잉크는 
보조 탱크(401a)의 내부로 또는 주 탈기기(511a)와 3방 밸브(502, 504, 505)가 튜브(452, 453), 2방향 밸
브(403) 및 튜브(454)를 지나 통과함으로서 주 탈기기(511a)로 또한 순환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잉크 통
로의 내부는 튜브(573)를 제외하고는 기체가 제거된 잉크로 모두 채워진다. 제1 및 제2 프로세스의 순환 
작동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서, 순환 잉크는 주 탈기기(511a)를 여러 번 통과하게 되어, 잉크의 가스 제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전술된 제1 및 제2 프로세스의 작동은 도1에 도시된 제어 박스
(27)에 의해 제어된다.

그 후, 아직 잉크로 채워지지 않은 잔류부 내에 기체가 제거된 잉크를 채우기 위해, 3방 밸브(502, 504, 
505)가 도3a에 도시된 잉크 토출 상태로 절환된다. 그 후에, 모터(402)는 튜브(573, 553, 554, 551, 55
2)를 기체가 제거된 잉크로 채우도록 잉크를 보조 탱크(401a)로부터 공급하기 위해 구동된다.

전술된 대로, 종래의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 있어서, 잉크 통로는 잉크가 잉크 제트 헤드(1100)를 제외하
고 그러한 통로를 경유하여 순환되도록 잉크 제트 헤드(1100)의 근방에 마련된다. 그 후, 단지 그러한 잉
크 통로 상에 탈기기를 설치함으로서, 탈기기와 잉크 제트 헤드(1100) 사이의 통로 상에 잔류하는 상당한 
양의 잉크가 비경제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잉크 공급 장치로 인해, 기체가 제거된 
잉크를 갖춘 전체 장치를 효율적으로 충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잉크의 비경제적인 낭비를 최소화한
다.

잉크 교환 작업

이제, 도2, 도3a 및 도3b를 참고로 하여, 도2에 나타낸 잉크 공급 장치 내에서의 잉크 교환 작업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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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를 잉크 공급 경로 내에서 교환할 때, 커넥터(102)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러한 잉크 교환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처음에, 잉크 공급 장치로부터 잉크를 끄집어내는 작동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2방향 밸브(304)는 개방
되고, 2방향 밸브(403)는 폐쇄된다. 3방 밸브(502, 504, 505)는 도3b에 도시된 우회 상태로 절환된다. 그 
후, 공기는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2방향 밸브(304)의 개구로부터 내부에 흡인된다. 2방향 밸브
(304)로부터 내부에 그렇게 흡인된 공기는 튜브(357, 352), 주 펌프(302), 튜브(353), 필터(311), 튜브
(354, 355), 탈기기(321), 튜브(356, 452), 3방 밸브(502), 튜브(576), 3방 밸브(505), 튜브(575), 3방 
밸브(504),  튜브(574,  572),  용해된 산소 계기(520),  튜브(571),  주  탈기기(511a),  튜브(455), 유량계
(456), 및 튜브(451)를 통과한 후에 보조 탱크(401a)의 내부로 흐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흐르는 공기로 인해, 잉크 통로 내에 잔류하는 잉크는 보조 탱크(401a)의 내부로 흐르게 된
다. 보조 탱크(401a) 내에서, 잉크의 액체 수위는 튜브(451)로부터 흐르는 잉크에 의해 상승된다. 그 후, 
보조 탱크(401a) 내의 잉크는 배출구(404)와 튜브(358)를 거쳐 주 탱크(301) 내로 흐르게 된다. 따라서, 
배출구(404) 보다 더 낮은 위치에 배치된 보조 탱크(401a)의 부분 내에 있는 잉크를 제외하고는, 잉크 통
로 내의 대부분의 잉크는 결국 주 탱크(301a) 내로 흐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잉크 통로 내에 잔류하는 
대부분의 잉크는 주 탱크(301a) 내로 수집된다.

여기에서, 보조 탱크(401a) 내에 잔류한 잉크를 수집하기 위해, 커플러 소켓(375)은 커플러 플러그(374)
에 연결된다.  그 후, 흡인 펌프(377)가 구동되어 보조 탱크(401a) 내의 잉크가 튜브(451), 유량계(456), 
튜브(455), 주 탈기기(511a), 튜브(571), 용해 산소 계량기(520), 튜브(572, 574), 3방 밸브(504), 튜브
(575), 3방 밸브(505), 튜브(576), 3방 밸브(502), 튜브(452, 356), 탈기기(321), 튜브(355, 373), 커플
러 플러그(374), 커플러 소켓(375), 튜브(376), 흡인 펌프(377), 튜브(378)를 그 순서대로 통과한 후에 
폐 잉크 탱크(37) 내로 유입될 수 있게 해준다.

상술한 작동에 의해, 잉크는 주 탱크(301a), 3방 밸브(504, 505)와 잉크 제트 헤드(120a) 사이에 존재하
는 튜브(553, 554, 551, 552), 및 튜브(573)를 제외한 전체 잉크 경로로부터 사실상 완전히 추출된 상태
에 있게 된다. 다음에, 주 탱크(301a)가 통째로 다른 주 탱크로 교환되거나 주 탱크(301a) 내의 잉크가 
교환됨으로써, 잉크 교환을 완료한다. 

또한, 그 후 잉크 공급 시스템의 잉크 경로가 교환된 새로운 잉크로 충전되어야 하는 경우에 잉크 충전 
작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수행된다. 그러한 잉크 충전을 실시할 때 교환 전의 잉크는 튜브(573), 튜브
(553, 554, 551, 552) 뿐만 아니라 잉크 제트 헤드(120a) 내에 있는 상태로 여전히 잔류하게 된다. 그러
나, 잔류 잉크가 이미 탈기되었으며, 교환 전에 잉크로 충전되었던 잉크 경로는 공기가 침입할 공간을 갖
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공기가 튜브(573) 내로 침입하면 튜브(573) 내의 공기를 이하에서 설명하
는 바와 같이 제거할 수 있다.

2방 밸브(403)가 개방되어 있는 동안에 2방 밸브(304)는 폐쇄된다. 3방 밸브(502, 504, 505)가 잉크 토출 
상태로 절환된다. 다음에, 모터(402)가 짧은 시기에 걸쳐 구동되어 보조 탱크(401a) 내의 잉크를 가압해
서 튜브(451) 내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튜브(573) 내의 공기가 튜브(576)의 내부로 운반한다. 다음에, 3
방 밸브(502, 504, 505)가 우회 상태로 절환되고, 모터(402)가 구동된다. 따라서, 튜브(576) 내의 공기는 
3방 밸브(502) 및 튜브(452, 453, 454)를 통해 보조 탱크(401a)의 내부로 운반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
기는 더 이상 잉크 공급 시스템의 전체 잉크 경로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이 때 튜브(573) 
내에 여전히 잔류한 교환 전의 잉크는 결국 새로 교환된 잉크와 혼합된다. 튜브(573) 내의 잉크 잔류물은 
잉크 공급 시스템 내의 전체 잉크 량과 비교해서 극히 소량이다. 또한, 그 칼라는 완전히 상이하지는 않
고, 밀도 및 칼라가 서로 약간 상이하다. 그 차이의 수준은 칼라 필터의 제조 시에 상기 혼합물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어떤 특정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이다. 

그 후, 3방 밸브(502, 504, 505)가 잉크 토출 상태로 절환되고 모터(402)가 구동된다. 따라서, 튜브(553, 
554, 551, 552)의 내부뿐만 아니라 잉크 제트 헤드(120a) 내에 여전히 잔류한 교환 전의 잉크는 잉크 제
트 헤드(120a)의 토출 헤드로부터 밀려나오게 된다. 다음에, 공기는 잉크 공급 경로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공기가 잉크 제트 헤드(120a)  내로 운반될 뿐만 아니라, 많이 탈기된 잉크가 잉크 제트 헤드
(120a) 내로 운반된다. 

또한, 잉크 교환 시에 대응 잉크 제트 헤드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 그 결과, 잉크 제트 헤드를 설치한 직
후에 그 잉크 제트 헤드의 위치 설정 작업을 수행할 필요도 없다.

〈칼라 필터의 제조 방법〉 

이제, 도6a 내지 도6f를 참조해서 도1에 도시된 본 실시예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사용에 의해 칼라 필
터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하기로 한다.

도6a 내지 도6f는 도1에 도시된 칼라 필터 제조 장치를 사용해서 칼라 필터를 제조하는 방법을 도시하고 
있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사용에 의한 칼라 필터 제조 방법에 따르면, 칼라 필
터는 각각이 도6a 내지 도6f에 도시된 단계에서 각각 제조된다. 여기서, 도6c 및 도6e의 참조 기호 hγ는 
각각 조사된 광의 세기를 가리킨다. 

먼저, 도6a에서 기판(1)의 표면 상에는 광 차단부로서의 흑색 매트릭스(2)가 형성된다. 흑색 매트릭스(2) 
상에는 개구들이 형성되며 이들 개구는 기판(1) 표면 상의 광 전달부(7)로서의 역할을 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유리 기판이 기판(1)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기판은 투명성이나 기계적 
강도 등과 같은 결정액 칼라 필터에 대해 요구되는 특성이 제공되기만 하면 유리 기판으로 반드시 제한되
지는 않는다. 

이제, 도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흑색 매트릭스(2)가 그 위에 형성된 기판(1)의 표면 상에는 광 조사 또
는 광 조사와 조합된 가열에 의해 경화된 다음, 필요에 따라 사전 소작(prebaked)된 잉크 수용체가 제공
된 수지 성분에 의해 피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지 성분층(3)이 형성되게 된다. 기판(1)의 표면 상에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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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피복하는 방법으로는 스핀 피복법, 롤러 피복법, 바아 피복법, 분무 피복법, 침지 피복법 등을 사
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피복 방법은 반드시 상술한 것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음에, 도6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지 성분층(3)의 표면 상에는 소정의 패턴이 마련된 광 마스크(4)의 
사용에 의해 패턴화 노광이 수행된다. 다음에, 흑색 매트릭스(2)에 대응하는 수지 성분층(3)의 일부분이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잉크를 흡수하지 않는 비착색부(5)를 형성한다. 각각의 비착색부(5)는 흑색 매트릭
스(2) 상의 개구마다 형성된 다수의 개구를 분할시키도록 형성된다. 그 후, 광 마스크(4)가 제거된다. 

다음에, 도6d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1에 도시된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잉크 제트 헤드(120)의 사용에 
의해서 수지 성분층(3)에 대한 착색이 수행된다. 이러한 경우, R 잉크는 대응하는 잉크 제트 헤드(120)로
부터 수지 성분층(3) 상의 R(적색) 영역 상으로 토출된다. 마찬가지로, G 잉크는 대응하는 잉크 제트 헤
드(120)로부터 G(녹색) 영역 상으로 토출되며, B 잉크는 B(청색) 영역 상으로 토출된다. 수지 성분층(3)
의 착색은 잉크 제트 헤드(120)에 의해 프로세스의 한 단계에서 일시에 수행된다. 다음에, 필요에 따라 
본 양태에서 사용된 광 마스크(4)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흑색 매트릭스(2)에 대응하는 수지 성분층(3)의 
각 부분을 경화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개구가 제공된다. 이 때, 흑색 매트릭스(2)와 접촉 상태에 있는 부
분 상의 착색제 인가의 탈락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양의 잉크를 인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
에서, 도6c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 마스크(4)의 각 개구를 흑색 매트릭스(2)의 개구보다 좁게 만드는 것
이 바람직하다.

착색용으로 사용되는 잉크로는 착색제 잉크 또는 안료 잉크를 채택할 수 있으며, 또 그와 동등하게 액체 
잉크 또는 고체 잉크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 가능한 잉크 제트 방법으로는 에너지 발생 소자로서 전열 변환 소자를 사용하는 기포 
제트형, 또는 피에조 전기 소자를 사용하는 피에조 제트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착색 면적 및 착색 
패턴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르면, 기판 상에 흑색 매트릭스가 형성된 예가 도시되어 있지만, 착색 수행 후에 수
지 성분층 상에 형성되거나 또는 그 위에 경화될 수 있는 수지 성분층의 형성 후에 흑색 매트릭스가 형성
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 흑색 매트릭스의 형성 모드는 반드시 본 실시예에 따른 설명된 것으로 제
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흑색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비산 또는 증착에 의해 기판 상에 얇은 금
속막을 형성하고 이 금속막을 석판 사진 프로세스에서 패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흑색 매트릭
스의 형성은 반드시 상기 방법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제 도6e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지 성분층(3)이 광 조사만으로 또는 가열 처리만으로, 또는 이들의 조
합에 의해 경화된다. 다음에, 기판(1)의 표면 상에는 적색 영역(6a), 녹색 영역(6b), 및 청색 영역(6c)이 
형성된다.

계속해서, 도6f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 적색 영역(6a), 녹색 영역(6b), 청색 영역(6c), 및 비
착색부(5)의 전체 표면 상에는 보호층(8)이 형성된다. 여기서, 도6c 및 도6e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도가 
참조 기호 hγ로 표시되어 있지만 열처리의 경우에는 그 세기가 hγ로 표시된 광 대신에 열이 주어진다. 
또한, 보호층(8)은 광 조사, 열 인가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경화될 수 있는 형태의 수지 성분에 의해 
형성되거나, 또는 무기 재료의 비산 또는 증착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층 재료는 칼라 필터로서 
사용 가능한 투명성을 갖는 동시에, ITO (인듐 산화 주석)의 형성 프로세스, 또는 배향된 막의 형성 프로
세스, 또는 기타 몇 가지 프로세스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양호하다. 

〈칼라 필터의 구조〉

이제 상술한 칼라 필터를 제조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된 칼라 필터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7은 본 실
시예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의해 제조된 칼라 필터의 패턴을 도시하고 있는 도면이다.

도7에 도시한 바와 같이, R(적색), G(녹색), 및 B(청색)로 착색된 적색 영역(6a), 녹색 영역(6b), 및 청
색 영역(6c)의 각각은 하나의 화소(필터 소자)를 형성한다. 각 화소의 형상은 거의 장방형이다. 화소의 
크기는 모든 화소에 대해 동등하게 150 ㎛ × 60 ㎛이다. 한 화소의 종방향을 X 방향이라 하고, X 방향에 
대해 직각인 방향을 Y 방향이라고 가정하면, X 방향으로의 피치는 300 ㎛이고, Y 방향으로의 피치는 100 
㎛이다. 다음에, 동일 칼라의 화소들은 X 방향으로 직선 상에 배열되는 동시에, R, G, B의 순서로 배열된 
3 가지의 화소는 Y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배열된다. 또한, 도7에 도시한 칼라 필터 패턴은 도6a에 도시된 
프로세스에서 형성된 흑색 매트릭스(2)의 패턴에 대응한다. 화소의 갯수는 X 방향으로 480개이고, Y 방향
으로 1,920개(칼라당 640개)이다.

도8은 도1에 도시된 본 실시예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의해 제조된 칼라 필터의 전체 스크린의 크기를 
도시하고 있는 도면이다. 도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칼라 필터의 전체 스크린의 크기는 144 ㎜ × 192 ㎜
이고, 그 대각선 길이가 240 mm이며, 이 크기는 9.4 인치 크기의 액정 패널에 상당한다. 

(제2 실시예)

제1 실시예와 비교했을 때, 제2 실시예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는 칼라 필터 제조 장치를 형성하는 잉크 
공급 시스템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상이하다. 제1 실시예와 상이한 것은 잉크 공급 시스템을 구성하는 
공급 경로를 절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른 모든 구조는 제1 실시예의 구조와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제1 
실시예와 상이한 점에 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9a 및 도9b는 본 실시예에 따른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특수한 특징을 도시한 도면으로서, 이 도면들은 
잉크 공급 시스템의 공급 경로의 절환 수단의 확대도이다. 또한, 공급 경로의 절환 수단의 각 상태가 도
9a 및 도9b에 각각 도시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있어서는, 도2에 도시된 3방 밸브(504, 505)가 도9a 및 도9b에 도시
한 바와 같은 4방 밸브로 대체된다. 다시 말해서, 공급 경로의 절환 수단이 4방 밸브(506)에 의해 형성된
다. 이 4방 밸브(506)에는 튜브(553, 554, 574, 576)의 각 단부가 각각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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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a는 잉크 토출 상태에 있는 4방 밸브(506)를 도시하고 있다. 잉크가 토출되면, 튜브(576, 552)는 4방 
밸브(506)에 의해 연통되며, 마찬가지로 튜브(574, 553)가 동시에 연통된다.

도9b는 잉크 우회 상태에 있는 4방 밸브(506)를 도시하고 있다. 잉크가 우회되면, 튜브(576, 574)와 튜브
(554, 553)는 4방 밸브에 의해 동시에 연통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잉크 공급 시스템의 공급 경로 절환 수단은 본 실시예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용의 4방 
밸브(506)로 구성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1 실시예에 따른 잉크 공급 시스템에서와 정확하게 동일한 작
업을 수행을 수행할 수 있다. 

(제3 실시예) 

제1 실시예와 비교했을 때,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칼라 필터 제조 장치는 칼라 필터 제조 장치를 
형성하는 잉크 공급 시스템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상이하다. 본 실시예의 잉크 공급 시스템은 도2에 도
시된 제1 실시예의 잉크 공급 시스템용으로 제공된 3방 밸브(504, 505) 없이 구성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는 제1 실시예와 상이한 점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10은 본 실시예에 따른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잉크 공급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는 
도면이다. 도10에서, 제1 실시예의 구성 요소와 동일한 구성 요소에 동일 참조 부호가 적용된다.

본 실시예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잉크 공급 시스템에 있어서, 3방 밸브(502) 및 커플러(556)는 튜브
(576a)에 의해 연결되며, 또 튜브(572, 573)의 일단은 도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조인트(577)에 의해 튜브
(574a)의 일단과 연결된다. 이와 동시에, 튜브(574a)의 타단은 커플러(555)와 연결된다. 또한, 잉크 제트 
헤드(120a)의 내부는 잉크가 순환될 수 있게 해주도록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잉크 제트 헤드(120a)가 잉크를 토출하면, 3방 밸브(502)는 상술한 바와 같이 잉크 토출 상
태에 있게 된다. 다음에, 보조 탱크(401a) 내의 잉크가 운반되어 튜브(451)를 통해 주 탈기기(511a) 내로 
유입된다. 특정 수준으로 잉크가 탈기될 수 있게 해주는 주 탈기기(511a)를 통과한 잉크는 용해 산소 계
량기(520)를 통과한 후에 조인트(577)에 의해 튜브(574a) 또는 튜브(573)를 향한 방향으로 분기된다. 2개
의 방향으로 분기된 잉크는 잉크 공급 경로를 각각 통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 탈기기(511a)에 의해 
특정 수준으로 탈기된 잉크는 잉크 제트 헤드(120a)로 공급된다. 

또한, 칼라 필터 제조 장치가 장기간에 걸쳐 손대지 않고 방치되었을 때 잉크 공급 경로 내의 잉크 내에 
용해된 산소량이 증가되면, 모터(402)가 구동되어 보조 탱크(401a) 내의 잉크를 가압해서 튜브(451) 내로 
유입되게 한다. 다음에, 잉크는 이 잉크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탈기될 수 있게 해주는 주 탈기기(511a)를 
통과한다. 다음에, 크게 탈기된 잉크는 잉크 제트 헤드(120a)로 공급된다. 이러한 경우, 주 탈기기(511
a)와 잉크 제트 헤드(120a) 사이의 잉크 공급 경로 내에 잔류하는 잉크는 잉크 제트 헤드(120a)의 토출구
로부터 배출된다. 여기서, 그 용해 산소 함량이 잉크 공급 경로 내에서 소정 수준을 초과한 잉크는 불필
요하게 낭비된다. 그러나, 제1 및 제2 실시예의 경우에서와 같이, 특정치 내의 높은 수준으로 탈기된 잉
크를 잉크 제트 헤드(120a)에 공급할 수 있다. 그 결과, 제1 및 제2 실시예의 구조보다 더 간단한 구조의 
사용으로 안정된 잉크 토출이 수행되므로 저 비용으로 높은 생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칼라 필터 제조 장
치를 얻을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지금까지 제1 내지 제3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칼라 필터 제조 장치를 설명하였지만, 제1 내지 제3 실
시예용으로 도시된 잉크 공급 시스템이 제공된 잉크 제트 기록 장치도 상술한 바와 동일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 즉, 토출 불능 또는 토출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기포가 잉크 제트 헤드 내로 운반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또한, 잉크를 낭비하지 않고 보다 짧은 시기에 특정 탈기 수준을 갖는 잉크로 잉크 공급 
시스템을 충전할 수 있는 잉크 기록 장치를 얻을 수 있다. 그와 같이 배열된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 의해
서, 공기가 잉크 내에서 혼합되더라도 잉크를 낭비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잉크 내에 혼합된 공기를 잉크 
경로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 더욱이, 잉크 공급 시스템에 필요한 보수의 빈도를 감소시키면서, 고 정밀
도의 화상을 기록할 수 있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를 얻을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잉크 공급 경로가 마련된 잉크 기록 장치에는 잉크가 탈기기를 통과한 후 탱크
로 운반시키는 순환 통로가 더 마련된다. 그 결과, 잉크 공급 경로 내의 잉크가 용해된 기체를 소정의 수
준보다 더 많이 함유하더라도 이러한 잉크는 잉크 순환 통로에 의해 탱크로 복귀된다. 따라서, 토출을 불
능으로 하거나 불안정하게 하는 잉크 내의 기포 및 용해된 기체가 잉크 제트 헤드 내로 운반되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고 신뢰성의 잉크 기록 장치가 얻어진다.

또한, 상술한 잉크 제트 기록 장치가 칼라 필터 제조 장치용으로 사용되면, 특정 수준으로 탈기된 잉크가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채택된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제트 헤드에 신뢰성 있게 공급되므로, 저 비
용 및 고 생산성으로 칼라 필터를 제조할 수 있는 칼라 필터 제조 장치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주 탱크, 보조 탱크 및 탈기기가 마련된 잉크 제트 헤드에서, 잉크 순환 통로, 일단이 잉크 통로
를 형성하는 우회 통로의 중간에 연결되고 타단이 주 탱크에 연결된 내부 탱크 공급 통로가 마련된다. 여
기에서, 잉크 제트 기록 장치 내의 잉크가 다른 잉크와 교환될 때, 잉크 경로의 내부는 공기가 잉크 경로 
내에서 혼합되지 않도록 특정 수준으로 탈기된 잉크로 충전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이 경우에, 
잉크는 잉크 제트 헤드를 제거하지 않고 단시간 내에 교환될 수 있으므로, 잉크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장치는 필요한 보수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를 제공하
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공기가 잉크 경로 내에서 혼합되면, 이 공기를 잉크 경로의 외부로 잉크의 불필요
한 낭비없이 배출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상술한 잉크 제트 기록 장치가 칼라 필터 제조 장치의 사용에 채택되면, 필요한 보수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칼라 필터의 제조에 있어 고 생산성을 제공하는 칼라 필터 제조 장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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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잉크 공급 경로가 탈기기로부터 잉크 제트 헤드까지 길어도, 탈기
기의 바로 다음에 흐르는 탈기된 잉크를 잉크 제트 헤드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잉크 제트 헤
드로부터 안정된 잉크 토출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탈기된 잉크의 탈기 수준의 감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하
여, 즉, 탈기 수준의 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잉크 공급 경로 내의 잉크 내에 공기의 혼합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본 발명에 따르면, 칼라 필터는 불균일함이 없이 양질로 안정하게 제조될 수 있다.

또한, PVDF(폴리비닐리덴 플로라이드) 수지는 여러 종류의 무기산, 알칼리 직렬 하이드로카본의 일부, 알
리파틱,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유기산, 알코올 등에 뛰어난 내성을 갖는다. 이 수지는 또한 칼라 필터
의 사용에 있어서도 물과 정상 하이드로카본 또는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및 기타 다른 재료의 용제에 의
해 형성된 잉크에 대하여 내성을 가진다. 따라서, 튜브는 잉크에 의해 부식되지 않으며, 잉크 제트 헤드
의 잉크 토출에 불리한 효과를 유발하는, 원하지 않는 성분이 잉크 내에 용해될 가능성이 없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잉크를 토출하여 기록을 행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 있어서,

토출될 잉크를 저장하는 잉크 탱크와,

저장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토출 포트를 구비한 잉크 제트 헤드와,

상기 잉크 탱크로부터 상기 잉크 제트 헤드로 잉크를 유동시키도록 상기 잉크 탱크와 상기 잉크 제트 헤
드를 연결하는 잉크 경로와,

잉크 내에 함유된 기체를 제거하도록 상기 잉크 경로의 중간에 배열된 탈기기를 포함하며,

적어도 상기 잉크 경로 내의 탈기기와 잉크 제트 헤드를 연결하는 부분은 불화 폴리비닐리덴 수지 함유 
재료에 의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 제트 헤드와 상기 잉크 탱크를 연결하는 제2 잉크 경로를 더 포함하며, 잉크 
제트 헤드를 통과한 탈기된 잉크는 제2 잉크 경로를 통해서 잉크 탱크로 복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
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제2 잉크 탱크와, 상기 잉크 제트 헤드를 상기 제2 잉크 탱크에 연결하는 제2 잉크 경로
를 더 포함하며, 상기 잉크 제트 헤드를 통과한 탈기된 잉크는 상기 제2 잉크 경로를 통해서 제2 잉크 탱
크로 복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탈기 수준을 측정하는 탈기 수준 측정 장치가 상기 탈기기와 상기 잉크 제트 헤드를 연
결하는 부분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탈기 수준 측정 장치가 용존 산소 계량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
치.

청구항 6 

잉크를 토출하여 기록을 행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 있어서, 

토출될 잉크를 저장하는 잉크 탱크와, 

저장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토출 포트를 구비한 잉크 제트 헤드와,

상기 잉크 탱크로부터 상기 잉크 제트 헤드로 잉크를 유동시키도록 상기 잉크 탱크와 상기 잉크 제트 헤
드를 연결하는 잉크 경로와,

잉크 내에 함유된 기체를 제거하도록 상기 잉크 경로의 중간에 배열된 탈기기와,

상기 탈기기와 상기 잉크 제트 헤드 사이에 배열된 탈기 수준 측정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 경로에서 상기 탈기기와 상기 잉크 제트 헤드를 연결하는 부분이 불화 폴리비
닐리덴 수지를 함유한 재료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탈기 수준 측정 장치는, 상기 잉크 제트 헤드에 연결된 잉크 경로의 측면 상에서 
용기의 상부 부분 상에 있는 연결부와 상기 탈기기에 연결된 잉크 경로의 측면 상에서 용기의 하부 부분 
상에 있는 연결부를 구비하고 기체 투과성에 대한 내성을 갖는 용기 내에 측정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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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수단이 용존 산소 계량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용존 산소 계량기가 폴라로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용존 산소 계량기가 로드 형태를 취하고 상기 용기의 측벽 상에 실제로 수평으로 장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12 

잉크를 토출하여 기록을 행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 있어서,

토출될 잉크를 저장하는 제1 및 제2 잉크 탱크와,

저장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복수개의 토출 포트를 구비한 잉크 제트 헤드와,

상기 제1 잉크 탱크와 상기 잉크 제트 헤드의 일단을 연결하는 제1 잉크 경로와,

상기 제2 잉크 탱크와 상기 잉크 제트 헤드의 타단을 연결하는 제2 잉크 경로와,

상기 제1 잉크 경로의 중간에 있는 제1 연결부에 연결되는 동시에 상기 제2 잉크 경로의 중간에 있는 제2 
연결부에 연결되는 제3 잉크 경로와,

상기 제1 연결부와 제2 연결부에 대하여 각각 마련된 잉크 유동 통로들을 변경시키기 위한 제1 및 제2 절
환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절환 수단이 3방 밸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탈기기가 상기 제1 잉크 경로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
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탈기기가 제1 잉크 경로에서 상기 제1 잉크 탱크와 상기 제1 연결부 사이에 배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탈기 수준 측정 장치가 잉크 경로에서 흐르는 잉크의 탈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상기 
탈기기와 상기 제1 연결부 사이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탈기 수준 측정 장치가 용존 산소 계량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탈기 수준 측정 장치에서 측정된 탈기 수준에 따라 잉크 공급 및 공급 중지를 제
어하는 제어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이 탈기 수준 측정 장치에서 측정된 탈기 수준에 따라 상기 제1 및 제2 
절환 수단의 절환 작동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20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잉크 공급 경로가 불화 폴리비닐리덴 수지를 함유하는 재료로 형성된 
튜브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탈기기와 상기 잉크 제트 헤드 사이의 연결 통로부가 불화 폴리비닐리덴 
수지를 함유하는 재료로 형성된 튜브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22 

잉크를 토출하여 기록을 행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 있어서,

토출될 잉크를 저장하는 잉크 탱크와,

저장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토출 포트를 구비한 복수개의 잉크 제트 헤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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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잉크 탱크와 상기 잉크 제트 헤드의 일단을 연결하는 제1 잉크 경로와,

상기 제2 잉크 탱크와 상기 잉크 제트 헤드의 타단을 연결하는 제2 잉크 경로와,

상기 제1 잉크 경로의 중간에 있는 제1 연결부에 연결되는 동시에 상기 제2 잉크 경로의 중간에 있는 제2 
연결부에 연결되는 제3 잉크 경로와,

상기 제1 연결부와 제2 연결부에 대하여 각각 마련된 잉크 유동 통로들을 변경시키기 위한 제1 및 제2 절
환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절환 수단이 3방 밸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탈기기가 상기 제1 잉크 경로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탈기기가 제1 잉크 경로에서 상기 제1 잉크 탱크와 상기 제1 연결부 사이에 배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탈기 수준 측정 장치가 잉크 경로에서 흐르는 잉크의 탈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상기 
탈기기와 상기 제1 연결부 사이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탈기 수준 측정 장치가 용존 산소 계량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탈기 수준 측정 장치에서 측정된 탈기 수준에 따라 잉크 공급 및 공급 중지를 제
어하는 제어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이 상기 탈기 수준 측정 장치에서 측정된 탈기 수준에 따라 제1 및 제2 
절환 수단의 절환 작동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30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잉크 공급 경로가 불화 폴리비닐리덴 수지를 함유하는 재료로 형성된 
튜브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31 

제24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탈기기와 상기 잉크 제트 헤드 사이의 연결 통로부가 불화 폴리비닐리덴 
수지를 함유하는 재료로 형성된 튜브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청구항 32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잉크 제트 기록 장치와,

칼라 필터 형성에 사용하기 위한 기판과,

상기 잉크 제트 헤드로부터 잉크를 토출해서 제조되는 칼라 필터를 포함하고,

상기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제트 헤드 및 칼라 필터 형성용 상기 기판은 상대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필터 제조 장치.

청구항 33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있어서,

제5항에 따른 잉크 제트 기록 장치와,

칼라 필터 형성에 사용하기 위한 기판과,

상기 잉크 제트 헤드로부터 잉크를 토출해서 제조되는 칼라 필터를 포함하며,

상기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제트 헤드 및 칼라 필터 형성용 상기 기판은 상대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필터 제조 장치.

청구항 34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있어서,

제12항에 따른 잉크 제트 기록 장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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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필터 형성에 사용하기 위한 기판과,

상기 잉크 제트 헤드로부터 잉크를 토출해서 제조되는 칼라 필터를 포함하고,

상기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제트 헤드 및 칼라 필터 형성용 상기 기판은 상대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필터 제조 장치.

청구항 35 

칼라 필터 제조 장치에 있어서,

제22항에 따른 잉크 제트 기록 장치와,

칼라 필터 형성에 사용하기 위한 기판과, 

상기 잉크 제트 헤드로부터 잉크를 토출해서 제조되는 칼라 필터를 포함하고, 

상기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제트 헤드 및 칼라 필터 형성용 상기 기판은 상대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필터 제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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