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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10)으로 지지 구조(82)를 인쇄하기 위한 지지재료로서, 고 무수물 변환을 가지
며, 무수물기, 카르복시산기, (메트)아크릴레이트-계 에스터, 방향족기를 갖는 열가소성 코폴리머와 전하조절제
를 갖는 조성물을 포함하는 지지재료에 관한 것이다. 본 조성물은 조절된 파우더 사이즈를 가진 파우터 형태로
제공되며, 상기 지지재료은 적층방식으로 지지 구조(82)를 인쇄하기 위한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20)을 구
비한 전자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10)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성되며, 수성 용액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용해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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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전자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으로 지지 구조를 인쇄하기 위한 지지재료로서,
상기 지지재료는
방향족기, (메트)아크릴산계 에스터기, 카르복시산기, 및 무수물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열가소성 코폴리머 여기서, 상기 코폴리머는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대한 최대 무수물 변환의 적어도 90%인 무수물 변환을 가짐 - ,
및
전하 조절제; 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조성물은 약 5마이크로미터 내지 약 30마이크로미터 범위의 D50 입자 크기를 갖는 파우더 형태로
제공되며,
상기 지지재료는 삼차원 부품의 인쇄와 함께 적층 방식으로 지지 구조를 인쇄하기 위한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
블리를 갖는 전자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구성되며,
상기 조성물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용액에 용해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지재료.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무수물 변환은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대한 최대 무수물 변환의 적어도 95%인
지지재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에틸렌성 불포화 방향족 모노머,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및 (메트)아크릴산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모노머들로
부터 중합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지지재료.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성 불포화 방향족 모노머는 스티렌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는 n-부틸 아크릴레이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메트)아크릴산은 메타크릴산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지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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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50 입자 크기는 약 10 마이크로미터에서 약 20마이크로미터의 범위인
지지재료.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우더 형태는 각각 약 1.00 내지 약 1.40 범위의 D90/D50 입자 크기 분포 및 D50/D10 입자 크기 분포를
갖는
지지재료.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 조절제는 크롬 옥시 카르복시산 착체, 아연 옥시 카르복시산 착체, 알루미늄 옥시 카르복시산 착체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것인
지지재료.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에 대하여 약 0.5중량% 내지 약 10중량%로 구성된 열 흡수제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지지재료.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에 대하여 약 0.1중량% 내지 약 10중량%로 구성된 유동성 조절제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지지재료.

청구항 10
전자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지지재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하나 이상의 에틸렌성-불포화 방향족 모노머, 하나 이상의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모노머, 및 하나 이상의
(메트)아크릴산 모노머를 포함하는 모노머들을 중합하여, 방향족기, (메트)아크릴레이트-계 에스터기, 및 카르
복시산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산 형태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제조하는 단계;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대한 최대 무수물 변환의 적어도 90%인 무수물 변환으로, 카르복시산기의 일부를 무수물기
로 변환하기 위해, 상기 산 형태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가열함으로써, 무수물 형태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수
득하는 단계;
상기 무수물 형태의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전하 조절제를 혼합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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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혼합물을 약 5 마이크로미터 내지 약 30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D50 입자 크기를 갖는 파우더 형태로 형성하
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지지재료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무수물 변환은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대한 최대 무수물 변환의 적어도 95% 인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성-불포화 방향족 모노머는 스티렌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는 n-부틸 아크릴레이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메트)아크릴산은 메타크릴
산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무수물 형태의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열 흡수제를 혼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열 흡수제는 파우더 형태
로 제조되는 혼합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파우더-형태의 혼합물을 유동성 조절제로 표면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모노머들의 중합은 용매 내에서 수행되며,
상기 카르복시산기 부분을 무수물기로 변환하기 위해 산 형태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가열하는 단계는, 또한 상
기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상기 용매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전자사진 엔진, 전사 매체 및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를 구비하는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으로 지지
구조를 인쇄하는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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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재료를 상기 전자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단계 - 상기 지지재료는 조성적으로 방향족기,
(메트)아크릴레이트-계 에스터기, 카르복시산기, 및 무수물기를 갖는 열가소성 코폴리머와 전하 조절제를 가지
며, 상기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대한 최대 무수물 변환의 적어도 90%인 무수물 변환을 가지
며, 상기 조성물은 파우더 형태로 제공됨 -

;

상기 지지재료를, 음전하 또는 양전하, 및 약 5 마이크로 쿨롱/그램(μC/g)에서 약 50 마이크로 쿨롱/그램(μ
C/g) 범위의 크기를 갖는 Q/M 비가 되도록 마찰전기적으로 대전시키는 단계;
상기 전자사진 엔진으로 상기 대전된 지지재료로부터 지지 구조의 층들을 현상하는 단계;
상기 현상된 층들을 상기 전자사진 엔진으로부터 상기 전사 매체로 정전기적으로 끌어당기는 단계;
상기 끌려온 층들을 상기 전사 매체를 이용하여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로 이동시키는 단계; 및
상기 이동된 층들을 상기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를 이용하여 이전에 인쇄된 층들에 트랜스퓨즈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에틸렌성-불포화 방향족 모노머,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및 (메트)아크릴산을 포
함하여 이루어진 모노머들로부터 중합된 것인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성-불포화 방향족 모노머는 스티렌을 포함하며,
상기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는 n-부틸 아크릴레이트를 포함하며,
상기 (메트)아크릴산은 메타크릴산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재료는 유리전이온도가 약 100℃내지 약 115℃의 범위인
방법.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재료의 파우더 형태는 5 마이크로미터에서 약 30마이크로미터의 범위의 D50 입자 크기를 가지며, 각각
약 1.00 내지 약 1.40의 범위인 D90/D50 입자 크기 분포 및 D50/D10 입자 크기 분포를 가지는
방법.

발명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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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3차원(3D) 부품 및 지지 구조를 인쇄하기 위한 적층 제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전
자사진과 같은 이미징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3D 부품 및 지지 구조를 인쇄하기 위한 소모성 재료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적층제조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적층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3D 부품의 디지털 표현(예를 들어, AMF 및 STL 포맷
파일)으로부터 3D 부품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업적으로 가능한 적층 제조 기술은 압출기반 기술,
잉크젯, 선택적 레이저 소결법, 파우더/바인더 분사(jetting), 전자빔 용해법, 및 스테레오리소그래픽 프로세스
를 포함한다. 각 기술들에 있어서, 처음에 3D 부품의 디지털 표현은 다수의 수평층으로 분할된다. 다음에 분할
된 각 층에 대해 가공경로(tool path)가 생성되는데, 이는 특정한 적층제조 시스템에 해당 층을 형성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0003]

예를 들어, 압출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에서, 3D 부품이나 모델은 유동성 부품 재료를 압출함으로써 적층 방식
(layer-by-layer manner)으로 3D 부품의 디지털 표현으로부터 인쇄될 수 있다. 부품 재료는 시스템의 프린트 헤
드에 의하여 이동되는 압출 팁(tip)을 통하여 압출되며, x-y 평면의 기판 위에 일련의 로드(a sequence of
roads)로 침적된다. 압출된 부품 재료는 앞서 침적된 부품 재료에 융합되고 온도 하강에 따라 고화된다. 이후
기판에 대한 프린트 헤드의 위치는 (x-yv평면에 수직한) z축을 따라 상승되고, 이 프로세스가 반복되어 디지털
표현과 닮은 3D 부품을 형성한다.

[0004]

부품 재료의 적층에 의하여 3D 부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지지 층이나 구조는 보통 돌출부 아래나 제조중인 물품
의 동공 내에 구축된다. 지지 구조는 부품 재료를 적층한 것과 동일한 적층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될 수 있다. 호
스트 컴퓨터는 형성된 3D 부품의 돌출 또는 자유공간 세그먼트, 및 어떤 경우에는 형성된 3D 부품 측벽의 지지
구조로서 작용하는 추가적인 기하학적 구조(geometry)를 생성한다. 지지 재료는 제작되는 동안 부품 재료에 부
착되며, 인쇄 과정이 완료되면 완성된 3D 부품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0005]

2차원(2D) 인쇄에 있어서, 전자사진(예, 제로그래피(xerography))은 인쇄 용지 및 투명 기판과 같은 평면 기판
상에 2D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기술이다. 전자사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광전도성 재료층으로 코팅된 전도성
지지 드럼(conductive support drum)을 포함하고, 여기서 정전 잠상 이미지가 정전기 하전에 의해 형성되고 광
원에 의한 상기 광전도성 층의 이미지 방향으로의(image-wise) 노출이 뒤따른다. 그 다음 상기 정전 잠상은 가
시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토너가 광전도성 절연체의 하전 영역, 또는 선택적으로 방전 영역에 적용된
현상 스테이션(development station)으로 이동된다. 이후 상기 형성된 토너 이미지는 기판(예컨대, 인쇄 용지)
에 전달되어 열 또는 압력으로 상기 기판에 부착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본 발명의 일 목적은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으로 지지구조를 인쇄하기 위한 지지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다.

[0007]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에 사용되기 위한 지지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0008]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전자사진 엔진, 전사 매체 및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layer transfusion
assembly)를 구비하는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으로 지지구조를 인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9]

본 발명의 일 측면은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으로 지지구조를 인쇄하기 위한 지지재료에 관한 것이다.
상기 지지재료는 전하 조절제 및 방향족기, (메트)아크릴산계 에스터기, 카르복시산기 및 고 무수물 전환으로
무수물기를 가지는 조성물을 포함한다. 상기 조성물은 조절된 입자 크기(예, 약 5 마이크로미터에서 약 30 마이
크로미터 범위의 D50 입자 크기)를 가지는 파우더 형태로 제공되고, 지지재료는 지지구조를 적층 방식으로 인쇄
하기 위한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layer transfusion assembly)를 구비하는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
템에 사용되도록 이루어지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용액(예, 알칼리 수용액)에 용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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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

일부 실시예에서, 상기 설명된 지지재료는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에 사용되기 위해, 캐리어 입자와 함
께 교체가능한 카트리지 또는 다른 유사한 장치에 제공될 수 있다.

[0011]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에 사용되기 위한 지지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법은 하나 이상의 에틸렌성-불포화 방향족 모노머(ethylenically-unsaturated aromatic
monomers), 하나 이상의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모노머(alkyl (meth)acrylate monomers), 하나 이상의
(메트)아크릴산 모노머((meth)acrylic acid monomers)를 포함하는 모노머를 중합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열가소
성 코폴리머를 산 형태로 제조하고, 이것은 방향족기, (메트)아크릴레이트-계 에스터기 및 카르복시산기를 포함
한다. 또한, 상기 방법은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대한 최대 무수물 전환의 적어도 90%인 무수물 전환으로 카르복
시산기의 일부를 무수물기로 전환하기 위해, 산 형태의 상기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무수물 형태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생성한다. 상기 방법은 또한 무수물 형태의 상기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전하
조절제를 혼합하는 단계와, 상기 혼합물을 약 5 마이크로미터에서 약 30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D50 입자 크기를
가지는 파우더 형태로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2]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전자사진 엔진, 전사 매체 및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layer transfusion
assembly)를구비하는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으로 지지구조를 인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법
은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에 지지재료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지지재료는 조성적으
로 전하 조절제 및 방향족기, (메트)아크릴레이트-계 에스터기, 카르복시산기 및 무수물기를 가지는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포함하고, 높은 무수물 전환을 가지며, 상기 지지재료는 파우더 형태로 제공된다.

[0013]

상기 방법은 또한 상기 지지재료를 바람직한 마찰전기 전하(예, 음의 전하 또는 양의 전하와, 약 5 마이크로-쿨
롱/그램에서 약 50 마이크로-쿨롱/그램 범위의 크기를 가지는 Q/M 비율)로 마찰전기적으로 대전시키는 단계와,
전자사진 엔진으로 상기 대전된 지지재료로부터 지지구조의 층들을 현상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전
자사진 엔진으로부터 전사 매체로 상기 현상된 층을 정전기적으로 끌어당기는 단계, 상기 전사 매체로 상기 끌
려온 층들을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로 이동시키는 단계, 및 상기 이동된 층들을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
리를 이용하여 지지구조의 이전에 인쇄된 층들에 트랜스퓨즈(transfuse)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014]

<정의>

[0015]

다르게 설명되지 않는 한, 여기에 사용되는 다음의 용어들은 하기에 제공된 의미를 가진다:

[0016]

"코폴리머(copolymer)"는 둘 이상의 모노머(monomer) 종류를 가지는 폴리머(polymer)를 지칭하고, 터폴리머
(terpolymers)(즉, 세 종류의 모노머를 가지는 코폴리머)를 포함한다.

[0017]

"바람직한" 및 "바람직하게"는 특정 환경에서 특정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발명의 실시형태를 지칭한다. 그러나
다른 실시형태도 동일한 또는 다른 환경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될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바람직한 실시형
태라는 기재는, 다른 실시형태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본 발명의 창작 범위에서 다른 실시
형태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0018]

"하나의(a)" 화합물에 대한 지칭은 상기 화합물의 하나 이상의 분자를 말하며, 그 화합물의 단일 분자에 제한되
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상기 하나 이상의 분자는 상기 화합물의 카테고리에 속하기만 한다면 동일하거나 동일하
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하나의" 스티렌-부틸 아크릴레이트-메타크릴산 코폴리머( styrenebutyl acrylate-methacrylic acid copolymer)는 하나 이상의 코폴리머 폴리머 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
고, 상기 폴리머 분자는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예를 들면, 상이한 분자량 및/또는 이성질체일 수
있음).

[0019]

"적어도 하나의" 및 "하나 이상의" 요소라는 용어는 서로 대체하여 사용될 수 있고, 단일의 요소 및 복수의 요
소를 포함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요소의 끝에 접미사 "들(s)"이 붙여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적어도 하
나의 코폴리머", "하나 이상의 코폴리머" 및 "코폴리머(들)"는 서로 대체하여 사용될 수 있고 동일한 의미를 가
진다.

[0020]

"(메트)아크릴레이트((meth)acrylate)"라는 용어는 아크릴레이트(acrylate), 메타크릴레이트(methacrylate) 및
/또는 그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메트)아크릴산((meth)acrylic acid)"이라는 용어는 아크릴산
(acrylic acid), 메타크릴산(methacrylic acid) 및/또는 그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0021]

"위에(above)", "아래에(below)", "상부(top)", "하부(bottom)" 등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용어는 3D 부품의
인쇄 축을 따른 방향을 참조하여 기재된다. 인쇄 축이 수직한 z-축을 따르는 실시 형태에서, 상기 층 인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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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직한 z-축을 따라 위쪽을 향한 방향이다. 이들 실시형태에서, "위에(above)", "아래에(below)", "상부
(top)", "하부(bottom)" 등과 같은 용어는 수직한 z-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3D 부품의 층들이 다른 축을
따라 인쇄되는 실시형태에서, "위에(above)", "아래에(below)", "상부(top)", "하부(bottom)" 등과 같은 용어
는 주어진 축에 대해 상대적인 방향을 의미한다.
[0022]

"재료를 제공하는 단계"에서와 같이 "제공하는 단계(providing)"라는 용어는, 청구항에 기재되었을 때 상기 제
공되는 아이템에 대해 특별히 전달 또는 수령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제공하는 단계"라는 용어는 단
지 읽기에 명확하고 용이하도록 할 목적에서 청구항의 후속 요소들에서 언급될 아이템을 인용하는데 사용된다.

[0023]

다르게 특정되지 않는 한, 여기서 언급되는 온도는 대기압(즉, 1기압)에 기초한다.

[0024]

약(about)" 및 "실질적으로(substantially)"라는 용어는 이 분야의 기술자들에게 알려진 예견되는 변동(예를 들
면, 측정 한계 및 가변성)으로 인해 측정 가능한 값 및 범위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5]

도 1은 본 발명의 부품 및 지지 재료로부터 3D 부품 및 지지 구조를 인쇄하기 위한 예시적인 전자사진 기반 적
층 제조 시스템의 정면도이다.
도 2는 부품 및 지지 재료의 층들을 현상하기 위한 시스템의 한 쌍의 전자사진 엔진에 대한 개략적인 정면도이
다.
도 3은 중간 드럼 또는 벨트를 포함하는 다른 전자사진 엔진에 대한 개략적인 정면도이다.
도 4는 현상된 층으로 레이어 트랜스퓨전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에 대한
개략적인 정면도이다.
도 5는 예시적인 산 형태의 지지 재료 코폴리머에 대한 예시적인 양성자 NMR 스펙트럼이다.
도 6은 예시적인 지지 재료 코폴리머에 대한 온도 대 동적 점도(dynamic viscosity)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분자
량과 무수물 변환(anhydride conversion)이 코폴리머의 용융 레올로지(melt rheology) 거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다.
도 7은 대규모 배치(larger-scale batches)로 제조된 부가적인 예시적인 지지 재료 코폴리머에 대한 온도 대 동
적 점도(dynamic viscosity)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상기 코폴리머의 용융 레올로지 거동을 나타낸다.
도 8은 다른 온도에서 혼합된 열 흡수제가 함유된 추가적인 예시적인 지지 재료 코폴리머에 대한 온도 대 동적
점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상기 코폴리머의 용융 레올로지 거동을 나타낸다.
도 9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지지 재료의 파우더 입자 크기 분포에 대한 그래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6]

본 발명은 희생(sacrificial) 용해성 지지 재료에 관한 것으로, 상기 용해성 지지 재료는 고해상도와 빠른 인쇄
속도로 3D 부품을 인쇄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 재료와 함께, 지지 구조를 인쇄하기 위해 전자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에

사용되도록

분자로

제조(molecularly

engineered)된다.

인쇄

작업

중에,

전자사진

(electrophotography, EP) 엔진은 전자사진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부품 및 지지 재료의 각 층을 현상 또는 이미
지화할 수 있다. 그 다음 상기 현상된 층들은, 하나 이상의 3D 부품 및 지지 구조를 적층 방식으로 인쇄하기 위
하여,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로 전달되고 거기서 트랜스퓨즈(transfuse)된다.
[0027]

인쇄 용지에 전위차를 둠으로써 현상된 토너 입자가 정전기적으로 인쇄 용지에 전사될 수 있는 2D 인쇄와 비교
하여, 3D 환경에서 인쇄된 다중의 층들은 주어진 수의 층들(예를 들면, 약 15개 층)이 인쇄된 후에 부품 및 지
지 재료의 정전기적 전사를 실질적으로 방지한다. 그 대신, 각 층은 상승된 전사 온도로 가열되고, 이전에 인쇄
된 층에 대해 (또는 생성 플랫폼에 대해) 가압되어 트랜스퓨전 단계에서 상기 층들을 함께 트랜스퓨즈할 수 있
다. 이것은 3D 부품 및 지지 구조의 다수의 층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 정전기적 전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수직방향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0028]

하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지지 재료는 전자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에 사용되고, 아크릴로니트
릴-부타디엔-스티렌(ABS) 부품 재료와 같은, 적절한 부품 재료(예컨대, 열가소성계 부품 재료)를 보완하도록 제
조된, 파우더 기반의 용해성 지지 재료이다. 상기 지지 재료는 특히 마틴의 미국 특허출원 13/944,472호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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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ABS 부품 재료와 함께 사용되기에 적절하고, 상기 문헌의 개시 내용은 본 발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참
조로 포함되어 있다.
[0029]

지지 재료는 부품 재료에 대해 희생(sacrificial) 재료로서 기능하며, 최종적인 3D 부품 구조에서 돌출된 부분
이 필요한 경우, 최종 3D 부품에 큰 각도의 경사가 존재하는 경우, 3D 부품에 작은 오리피스 또는 조절 다공 구
조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부분을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 등과, 어떤 상황에서는 3D 부품을 측면에서
둘러싸기 위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일단 3D 부품이 인쇄되고 나면, 희생 지지 재료의 지지 구조는 완성된 3D
부품을 드러내기 위해, 바람직하게는 3D 부품의 결정적 또는 연약한 기하학적 특징을 손상시킴이 없이, 제거될
수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상기 지지 재료는 알칼리 수용액과 같은 수용액에 용해될 수 있어, 지지 구조가
3D 부품으로부터 떨어져 용해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0030]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조건은 전자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에 사용하기 적절한 지지 재료를 제조하는 데 있
어서 상당한 도전을 부여하였다. 예컨대, 하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지지 재료의 각 층은 바람직하게는 부품 재
료의 관련 층과 함께 트랜스퓨즈된다. 따라서, 지지 재료 역시 바람직하게는 그 관련 부품 재료의 열 특성 및
용용 레올로지에 유사한, 또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그 관련 부품 재료의 열 특성 및 용용 레올로지와 실질적으
로 동일한 열 특성(예컨대, 유리 전이 온도) 및 용융 레올로지(melt rheology)를 가진다.

[0031]

또한, 상기 지지 재료는 부품 및 지지 재료가 함께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layer transfusion assembly)로
전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람직하게는 관련 부품 재료에 유사한, 또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관련 부품 재료
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정된 마찰전기적 대전을 용인하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지지 재료는 바람직하게는
비용 효율적인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파우더 형태로 제조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부품 재료에 양호한 부착 특
성을 나타내고, 바람직하게는 레이어 트랜스퓨전 공정 중에 열적으로 안정하다.

[0032]

따라서, 본 발명의 지지 재료는 이들 경쟁적인 요인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개발되었다. 간결하게 말하면, 상기
지지 재료는 조성적으로 열가소성 코폴리머, 전하 조절제, 및 선택적으로 열 흡수제 및/또는 유동성 조절제와
같은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재료를 포함한다. 상기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방향족기(aromatic groups), (메트)아
크릴레이트-계 에스터기((meth)acrylate-based ester groups), 카르복시산기(carboxylic acid groups) 및 무수
물기(anhydride groups)를 포함하고, 여기서 카르복시산기에 대한 무수물기의 비는 바람직하게는 최대화되거나,
상기 코폴리머에 대한 무수물 변환(anhydride conversion)을 위하여 증가된다.

[0033]

지지 재료로 바람직한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하나 이상의 에틸렌성-불포화 방향족 모노머(ethylenicallyunsaturated

aromatic

monomers)(예컨대,

스티렌),

하나 이상의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모노머(alkyl

(meth)acrylate monomers)(예, 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하나 이상의 (메트)아크릴산 모노머((meth)acrylic
acid monomers)(예, 메타크릴산)에서 유래된 터폴리머(terpolymer)이고, 상기 하나 이상의 (메트)아크릴산 모노
머로부터의 카르복시산기는 바람직하게는 가능한 한 최대 범위로 분자 내에서(intra-molecularly) 무수물기로
변환된다.
[0034]

무수물 변환이 실질적으로 또는 충분히 최대화되지 않으면, 지지 재료의 카르복시산기는 레이어 트랜스퓨전 단
계 중에 추가 무수물 변환을 겪을 수 있고, 이는 포밍(foaming) 및 버블링(bubbling)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것이 발견되었다. 상기 포밍 및 버블링은 따라서 지지 구조 및 부품 품질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는 일반적으
로 실질적으로 더 낮은 무수물 변환을 가지는, 용해성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지지 재료를 포함하는 압출 기반 적
층 제조 기술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다. 또한, 지지 재료는 바람직하게는, 인쇄 후(post-printing) 제거 단계에
서 희생 제거(sacrificial removal)를 위해 수계 용액에 용해될 수 있는 한편, 인쇄 작업 동안 부품 재료 층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부품 재료 층에 양호한 접착력을 가진다.

[0035]

도 1-4는 부품 재료(예컨대, ABS 부품 재료)로부터 3D 부품을, 그리고 본 발명의 지지 재료로부터 관련 지지 구
조를 인쇄하기 위한 전자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의 일 예인 시스템(10)을 나타낸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시스템(10)은 한 쌍의 EP 엔진(12p, 12s), 벨트 전사 어셈블리(14), 바이어싱 매커니즘(16, 18) 및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20)를 포함한다. 시스템(10)에 대한 적절한 구성요소 및 기능적 동작의 예시로는 한손 등
의 미국 출원공개공보 2013/0077996호 및 2013/0077997호, 콤 등의 미국 출원공개공보 2013/0186549호 및
2013/0186558호에 개시된 것들이 포함된다.

[0036]

EP 엔진(12p, 12s)은 부품 및 지지 재료의 층들을 각각 이미징 또는 현상하기 위한 이미징 엔진이고, 상기 부품
및 지지 재료는 각각 특정의 EP 엔진(12p) 또는 EP 엔진(12s) 아키텍처와 사용되도록 제조된다. 하기에 설명되
는 바와 같이, 그 다음 상기 이미지화된 층들은 바이어싱 매커니즘(16, 18)을 이용하여 벨트 전사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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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또는 다른 전사 매체(transfer medium))로 전달되고,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20)로 이송되어 3D 부품
및 관련 지지 구조를 적층 방식으로 인쇄한다.
[0037]

도시된 실시예에서, 벨트 전사 어셈블리(14)는 전사 벨트(22), 벨트 구동 매커니즘(24), 벨트 드래그 매커니즘
(26), 루프 리미트 센서(28), 아이들러 롤러(30) 및 벨트 클리너(32)를 포함하고, 이들은 벨트(22)가 화살표
(34)의 회전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안 벨트(22) 상에 장력을 유지하도록 구성된다. 특히, 벨트 구동 매커니즘(2
4)은 벨트(22)와 결합하여 벨트를 구동시키며, 벨트 드래그 매커니즘(26)은 브레이크로서 기능할 수 있어, 루프
리미트 센서(28)를 통해 모니터링 된 읽혀진 수치에 기초하여, 벨트(22)를 인장응력(tension stress)에 대해 보
호하기 위한 서비스 루프 설계를 제공한다.

[0038]

또한, 시스템(10)은 하나 이상의 제어 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엔진 제어 시스템, 및/또는 디지털 제어 래
스터 이미징 프로세서 시스템인 콘트롤러(36)를 포함하고, 이는 시스템(10)의 구성요소들이 호스트 컴퓨터(38)
로부터 수신된 인쇄 명령에 근거하여 동기화된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구성된다. 호스트 컴퓨터(38)는 인쇄 명령
(및 다른 작동 정보)을 제공하기 위해 콘트롤러(36)와 통신하도록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컴퓨터 기반 시스템이
다. 예를 들면, 호스트 컴퓨터(38)는 3D 부품 및 지지 구조의 분할된 층들과 관련한 정보를 콘트롤러(36)에 전
달할 수 있고, 이로써 시스템(10)이 3D 부품 및 지지 구조를 적층 방식으로 인쇄하도록 허용한다.

[0039]

시스템(10)의 구성요소들은 프레임(40)과 같은 하나 이상의 프레임 구조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시스템(10)의 구성요소들은 바람직하게는, 작업 중에 시스템(10)의 구성요소로 주변의 빛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
하는 밀폐 가능한 하우징(미도시) 내에 수용된다.

[0040]

도 2는 EP 엔진(12p, 12s)을 나타내고, 여기서 EP 엔진(12s)(즉, 벨트(22)의 회전 방향에 대해 상류 EP 엔진)은
지지 재료의 층들을 현상하고, EP 엔진(12p)(즉, 벨트(22)의 회전 방향에 대해 하류 EP 엔진)은 부품 재료의 층
들을 현상한다. 선택적 실시형태에서, EP 엔진(12p, 12s)은 역으로 배치되어, EP 엔진(12p)이 벨트(22)의 회전
방향에 대해 EP 엔진(12s)으로부터 상류에 배치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선택적 실시형태에서, 시스템(10)은 추
가 재료로 층들을 인쇄하기 위해 세 개 이상의 EP 엔진을 포함할 수 있다.

[0041]

도시된 실시형태에서, EP 엔진(12p, 12s)은 전도성 드럼체(44)와 광전도성 표면(46)을 가지는 광전도체 드럼
(42) 등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전도성 드럼체(44)는 전기적으로 접지되어 있고 샤프트(48) 둘레로
회전하도록 구성된, 전기적으로 전도성인 드럼(예를 들면, 구리, 알루미늄, 주석 등으로 제조됨)이다. 샤프트
(48)는 구동 모터(50)에 대응하여 연결되어 있고, 상기 구동 모터는 화살표(52)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샤프트
(48)(및 광전도체 드럼(42))를 회전시키도록 구성된다.

[0042]

광전도성 표면(46)은 전도성 드럼체(44)의 원주면 둘레로 연장된 얇은 필름이고, 바람직하게는 비정질 실리콘,
셀레늄, 산화아연, 유기 재료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광전도성 재료로 이루어진다. 하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표면(46)은 3D 부품 또는 지지 구조의 분할된 층들에 대한 잠재 하전 이미지(latent-charged images)(또는 네거
티브 이미지)를 수용하고, 부품 또는 본 발명의 지지 재료의 하전 입자들을 하전 또는 방전 이미지 영역으로 끌
어당기도록 구성됨으로써, 3D 부품 또는 지지 구조의 층들을 생성한다.

[0043]

더 도시된 바와 같이, EP 엔진(12p, 12s)은 또한 대전유도체(charge inducer)(54), 이미저(imager)(56), 현상
(development) 스테이션(58), 클리닝(cleaning) 스테이션(60) 및 방전기(62)를 포함하고, 이들 각각은 콘트롤
러(36)와 함께 통신할 수 있다. 구동 모터(50) 및 샤프트(48)가 화살표(52) 방향으로 광전도체 드럼(42)을 회전
시킴에 따라, 대전 유도체(54), 이미저(56), 현상 스테이션(58), 클리닝 스테이션(60) 및 방전기(62)는 표면
(46)에 대해 이미지 형성 어셈블리를 정의한다.

[0044]

도시된 실시예에서, EP 엔진(12s)의 표면(46)에 대한 이미지 형성 어셈블리는 지지 재료(지지 재료(66s)로
언급)의 층들(64s)을 형성하는데 사용되고, 여기서 지지 재료(66s) 공급물은 캐리어 입자들과 함께 (EP 엔진
(12s)의) 현상 스테이션(58)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 유사하게, EP 엔진(12p)의 표면(46)에 대한 이미지 형성
어셈블리는 부품 재료(부품 재료(66p)로 언급)의 층들(64p)을 형성하는데 사용되고, 부품 재료(66p) 공급물은
캐리어 입자들과 함께 (EP 엔진(12p)의) 현상 스테이션(58)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

[0045]

대전 유도체(54)는 표면(46)이 대전 유도체(54)를 지나 화살표(52) 방향으로 회전할 때, 표면(46) 상에 균일한
정전하를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대전

유도체(54)로

적절한

장치로는

코로트론(corotrons),

스코로트론

(scorotrons), 대전 롤러 및 다른 정전기 대전 장치 등이 포함된다.
[0046]

이미저(56)는 표면(46)이 이미저(56)를 지나 화살표(52) 방향으로 회전할 때, 표면(46) 상의 균일한 정전하를
향하여 전자기 방사선을 선택적으로 방출하도록 구성된, 디지털 제어형 픽셀방식(pixel-wise) 노광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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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46)에 대한 전자기 방사선의 선택적 노출은 콘트롤러(36)에 의해 지시되고, 제거(즉, 그라운드로 방전)될
정전하의 비연속 픽셀방식 배치(discrete pixel-wise locations)를 유도함으로써, 표면(46) 상에 잠상 전하 패
턴(latent image charge patterns)을 형성한다.
[0047]

이미저(56)로 적절한 장치로는 스캐닝 레이저(예컨대, 가스 또는 고체 레이저) 광원, 발광다이오드(LED) 어레이
노광장치 및 기타 2D 전자사진 시스템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노광장치가 포함된다. 선택적인 실시 형태에
있어서, 대전 유도체(54) 및 이미저(56)로 적절한 장치는 표면(46)에 하전이온 또는 전자를 선택적으로 직접 증
착하여 잠상 하전 패턴을 형성하도록 구성된 이온 증착 시스템을 포함한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되는 "전자사진
(electrophotography)"이라는 용어는 이오노그래피(ionography)를 포함한다.

[0048]

각각의 현상 스테이션(58)은 캐리어 입자와 함께 부품 재료(66p) 또는 지지 재료(66s)의 공급물을, 바람직하게
는 파우더 형태로 보관하는 카트리지 또는 정전기(electrostatic) 및 자기(magnetic) 현상 스테이션이다. 현상
스테이션(58)은 2D 전자사진 시스템에 사용되는 토너 카트리지 및 단일 또는 이중 컴포넌트 현상 시스템에 유사
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면, 각각의 현상 스테이션(58)은 부품 재료(66p) 또는 지지 재료(66s) 및 캐리어
입자를 수용하는 인클로저를 포함할 수 있다. 교반시키면, 상기 캐리어 입자는 마찰 전하를 생성하여 부품 재료
(66p) 또는 지지 재료(66s) 파우더를 끌어당기고, 상기 끌어 당겨진 파우더를 하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원하
는 부호(sign) 및 크기(magnitude)로 대전시킨다.

[0049]

또한, 각각의 현상 스테이션(58)은 대전된 부품 재료(66p) 또는 지지 재료(66s)를 표면(46)으로 전사하기 위해,
컨베이어, 퍼 브러쉬(fur brushes), 패들 휠(paddle wheels), 롤러 및/또는 마그네틱 브러쉬와 같은 하나 이상
의 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하전된 잠상을 포함하는) 표면(46)이 이미저(56)로부터 현상 스테
이션(58)으로 화살표(52) 방향으로 회전함에 따라, (사용되는 전자사진 모드에 따라) 하전 영역 현상(charged
area development) 또는 방전 영역 현상(discharged area development) 중 하나를 이용하여, 대전된 부품 재료
(66p) 또는 지지 재료(66s)는 표면(46) 위의 적절히 대전된 잠상 영역으로 끌어 당겨진다. 이것은 광전도체 드
럼(42)이 연속하여 화살표(52) 방향으로 회전함에 따라, 연속적인 층들(64p 또는 64s)을 생성시키고, 상기 연속
적인 층들(64p 또는 64s)은 3D 부품 또는 지지 구조에 대한 디지털 표현의 연속적인 분할 층들에 해당한다.

[0050]

그 다음 연속적인 층들(64p 또는 64s)은 화살표(52) 방향으로 표면(46)과 함께 층들(64p 또는 64s)이 광전도체
드럼(42)에서 벨트(22)로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전사 영역으로 회전된다. 광전도체 드럼(42)과 벨트(22)가 직접
결합되는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일부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EP 엔진(12p, 12s)은, 하기에 더 설명되는 바와 같
이, 중간 전사 드럼 및/또는 벨트를 포함할 수도 있다.

[0051]

주어진 층(64p 또는 64s)이 광전도체 드럼(42)에서 벨트(22)(또는 중간 전사 드럼 또는 벨트)로 전사된 후에,
구동 모터(50) 및 샤프트(48)는 광전도체 드럼(42)을 화살표(52) 방향으로 계속 회전시켜 이전에 층(64p 또는
64s)을 유지하였던 표면(46) 영역이 클리닝 스테이션(60)을 통과하도록 한다. 클리닝 스테이션(60)은 잔여물이
나 전사되지 않은 부품 또는 지지 재료(66p, 66s) 등을 제거하도록 구성된 스테이션이다. 클리닝 스테이션(60)
으로 적절한 장치로는 블래이드(blade) 클리너, 브러쉬 클리너, 정전기 클리너, 진공기반 클리너 및 이들의 조
합이 포함된다.

[0052]

클리닝 스테이션(60)을 통과한 후에, 표면(46)은 다음 사이클을 시작하기 이전에, 화살표(52) 방향으로 계속 회
전함으로써 깨끗해진 표면(46) 영역이 방전기(62)를 통과하여 표면(46)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정전하가 제거된
다. 방전기(62)로 적절한 장치로는 광학 시스템, 고전압 교류 코로트론(corotrons) 및/또는 스코로트론
(scorotrons), 하나 이상의 고전압 교류가 인가되는 전도성 코어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유전체 회전 롤러 및 이
들의 조합이 포함된다.

[0053]

전사 벨트(22)는 현상된 연속적인 층들(64p, 64s)을 광전도체 드럼(42)(또는 중간 전사 드럼 또는 벨트)으로부
터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16)로 전사하기 위한 전사 매체이다. 벨트(22)로 적절한 전사 벨트의 예시로는
콤 등의 미국 출원공개 2013/0186549호 및 2013/0186558호에 개시된 것들이 포함된다. 벨트(22)는 전면(22a)과
후면(22b)을 포함하고, 전면(22a)은 광전도체 드럼(42)의 표면(46)과 마주하고, 후면(22b)은 바이어싱 매커니즘
(16, 18)과 접촉하고 있다.

[0054]

바이어싱 매커니즘(16, 18)은 EP 엔진(12p, 12s)으로부터 벨트(22)로 층들(64p, 64s)을 정전기적으로 끌어당기
기 위해 벨트(22)에 걸쳐 전위를 유도하도록 구성된다. 층들(64p, 64s)은 각각 프로세스 중 해당 시점에서 두께
에 있어서 단일의 층 증가분에 해당되므로, 정전기적 인력은 EP 엔진(12p, 12s)으로부터 벨트(22)로 층들(64p,
64s)을 전달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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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5]

콘트롤러(36)는 바람직하게는 EP 엔진(12p, 12s)의 광전도체 드럼(36)을 벨트(22)의 선속도 및/또는 임의의 중
간 전사 드럼 또는 벨트와 동기화된 동일한 회전 속도로 회전시킨다. 이것은 시스템(10)이 서로 협력하여 층들
(64p, 66s)을 각각의 현상 이미지로부터 현상하도록 허용한다. 특히,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부품 층(64p)은
적합한 레지스트레이션으로 각각의 지지 층(64s)과 함께 벨트(22)로 전사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결합된 부품
및 지지 재료 층(64)을 형성할 수 있다. 하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것은 부품 및 지지 재료가 유사한 또는 실
질적으로 동일한 열 특성 및 용융 레올로지를 가질 것을 필요로 하면서, 층들(64p, 64s)이 함께 트랜스퓨즈되도
록 허용한다. 이해될 수 있듯이,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20)로 전달되는 일부 층들은 특정 지지 구조 및
3D 부품의 기하학적 구조 및 층 분할에 따라, 지지 재료(66s)만을 포함하거나 또는 부품 재료(66p) 만을 포함할
수 있다.

[0056]

다른 실시예 및 덜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층들(64p, 64s)을 교번하는 것과 같이 부품 층들(64p)과 지지 층들
(64s)은 선택적으로 현상되어 벨트(22)를 따라 각각 전사될 수 있다. 이들 연속적인, 교번 층들(64p, 64s)은 그
다음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20)로 전달될 수 있고, 여기서 3D 부품 및 지지 구조를 인쇄하기 위해 각각
트랜스퓨즈될 수 있다.

[0057]

일부 실시예에서, EP 엔진(12p, 12s) 중 하나 또는 모두는 광전도체 드럼(42)과 벨트(22) 사이에 하나 이상의
중간 전사 드럼 및/또는 벨트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EP 엔진(12p)은 모터
(50a)의 회전력으로 화살표(52a)로 도시된 바와 같이, 화살표(52)로부터 대향하는 회전 방향으로 회전하는 중간
드럼(42a)을 포함할 수도 있다. 중간 드럼(42a)은 광전도체 드럼(42)과 결합하여 현상된 층들(64p)을 광전도체
드럼(42)으로부터 수신하고, 그 다음 상기 수신한 현상 층들(64p)을 운반하여 벨트(22)로 전달한다.

[0058]

EP 엔진(12s)은 광전도체 드럼(42)으로부터 벨트(22)에 상기 현상층들(64s)을 운반하기 위해 동일한 배열의 중
간 드럼(42a)을 포함할 수 있다. EP 엔진(12p, 12s)에 이러한 중간 전사 드럼 또는 벨트를 사용하는 것은 원하
는 경우 벨트(22)로부터 광전도체 드럼(42)을 단열하는 데에 유익할 수 있다.

[0059]

도 4는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20)에 대한 실시예를 보여준다. 나타난 바와 같이,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
블리(20)는 생성 플랫폼(68), 닙 롤러(70), 히터(72, 74), 포스트-퓨즈 히터(76), 및 에어 제트(78) (또는 다
른 냉각 유닛)을 포함한다. 생성 플랫폼(68)은 적층 방식으로,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로 언급된 3D 부품
및 지지 구조를 인쇄하기 위한 가열된 결합 층(64)(또는 개별층(64p, 64s))을 받도록 구성된 시스템(10)의 플랫
폼 어셈블리 또는 플래튼(platen)이다. 일부 실시예에서, 생성 플랫폼(68)은 인쇄된 층(64)을 받기 위한 제거
가능한 필름 기판(미도시)을 포함할 수 있는데, 상기 제거 가능한 필름 기판은 어떤 적합한 기술(예, 진공
배기, 제거 가능한 접착제, 기계적 파스너 등)을 이용하여 생성 플랫폼에 구속될 수 있다.

[0060]

생성 플랫폼(68)은 갠트리(gantry)(84)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데, 이는 z-축 및 x-축을 따라 생성 플랫폼(68)을
이동시켜서 왕복 직사각 패턴을 생성하기 위한 갠트리 매커니즘이며, 주된 동작은 x-축을 따라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다(파단선(86)으로 표시됨). 갠트리(84)는 컨트롤러(36)로부터의 명령을 기반으로 모터(88)에 의해 작동되
며, 모터(88)는 전기모터, 유압시스템(hydraulic system), 공압시스템(pneumatic system) 등일 수 있다.

[0061]

도시된 실시예에서, 생성 플랫폼(68)은 가열부(90)(예, 전기 히터)로 가열될 수 있다. 가열부(90)는 콤 등의 미
국출원공개 제2013/0186549호 및 제2013/0186558호에 논의된 바와 같이, 3D 부품(80) 및/또는 지지 구조(82)의
원하는 평균 부분 온도 정도인 실온(25℃) 보다 높은 상승된 온도로 생성 플랫폼(68)을 가열 및 유지하도록 구
성된다. 이로 인해 생성 플랫폼(68)은 3D 부품(80) 및/또는 지지 구조(82)를 이 평균 부분 온도로 유지하도록
보조할 수 있게 된다.

[0062]

닙 롤러(70)는 예시적인 가열 가능한 구성요소 또는 가열 가능한 레이어 트렌스퓨전 구성요소이며, 벨트(22)의
움직임을 따라 고정된 축 주위를 회전하도록 구성된다. 특히, 닙 롤러(70)는 벨트(22)가 화살표(34)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안 화살표(92)의 방향으로 후면(22b)을 롤링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닙 롤러(70)는 가열부
(94)(예, 전기 히터)로 가열될 수 있다. 가열부(94)는 층(64)에 대해 원하는 트랜스퓨전 온도와 같이
실온(25℃)보다 높은 상승된 온도로 닙 롤러(70)를 가열하고 유지하도록 구성된다.

[0063]

히터(72)는 바람직하게는 닙 롤러(70)에 도달하기 전에, 적어도 부품 및 지지 재료의 융합 온도와 같은 부품 및
지지 재료의 의도된 전사온도에 가까운 온도로 층들(64)을 가열하도록 구성된 하나 이상의 가열 장치(예, 적외
선 히터 및/또는 가열된 에어 제트)이다. 각 층(64)은 의도된 전사온도로 층(64)을 가열하기에 충분한 체류시간
동안 히터(72) 옆을(또는 안을)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히터(74)는 히터(72)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열된 층(64)과 동일한 전사 온도와 같이 상승된 온도(또는 다른 적절한 상승된 온도)로 3D 부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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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지 구조(82)의 상부 표면을 가열할 수 있다.
[0064]

상술된 바와 같이, 지지 구조(82)를 인쇄하기 위해 사용된 지지 재료(66s)는 바람직하게는 3D 부품(80)을 인쇄
하는데 사용된 부품 재료(66p)의 열 특성(예, 유리 전이 온도) 및 용융 레올로지와 유사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
한 열 특성 및 용융 레올로지를 갖는다. 이로 인해 층들(64p, 64s)의 부품 및 지지 재료가 히터(74)에 의해 동
일한 전사 온도로 함께 가열될 수 있으며, 또한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상부 표면에서 부품 및 지지
재료가 히터(74)에 의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온도로 함께 가열될 수 있다. 따라서, 부품층(64p) 및 지지층(64s)
은 조합된 층(64)으로서 하나의 트랜스퓨전 단계에서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상부 표면에 함께 트랜스
퓨즈 될 수 있다. 상기 결합된 층(64)을 트랜스퓨즈하기 위한 상기 단일의 트랜스퓨전 단계는 부품 및 지지 재
료의 열 특성 및 용융 레올로지를 매칭함이 없이는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0065]

포스트-퓨즈(post-fuse) 히터(76)는 닙 롤러(70)의 하류 및 에어 제트(78)의 상류에 위치하며, 포스트-퓨즈 또
는 열경화(heat-setting) 단계에서 상승된 온도로 트랜스퓨즈된 층들을 가열하도록 구성된다. 또 다시, 부품 및
지지 재료의 유사한 열 특성 및 용융 레올로지는 하나의 포스트-퓨즈 단계로 포스트-퓨즈 히터(76)가 3D 부품
(80) 및 지지 구조(82)의 상부 표면을 후-가열할 수 있도록 한다.

[0066]

3D 부품 및 지지 구조(82)를 인쇄하기에 앞서, 생성 플랫폼(68) 및 닙 롤러(70)가 소정의 온도로 가열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생성 플랫폼(68)은 (부품 및 지지 재료의 근접한 용융 레올로지로 인해)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평균 부분 온도로 가열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닙 롤러(70)는 (또한 부품 및 지지 재료의 유사
한 열 특성 및 용융 레올로지로 인해) 층들(64)에 대한 바람직한 전사온도로 가열될 수 있다.

[0067]

인쇄 동작 중에, 벨트(22)는 층(64)을 히터(72)를 지나 이송하고, 이는 층(64) 및 벨트(22)의 관련 영역을 전사
온도로 가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부품 및 지지 재료에 대한 적합한 전사 온도는 부품 및 지지 재료의 유리전
이온도를 초과하는 온도를 포함하는데, 이들은 바람직하게는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온도에서 층
(64)의 부품 및 지지 재료는 연화되나 용융되지는 않는다(예를 들면, ABS 부품 재료에 대해 약140°C 에서 약
180°C까지 범위의 온도).

[0068]

도 4에 더 도시된 바와 같이, 동작 중에, 갠트리(84)는 왕복 직사각 패턴(86)으로 (3D부품(80) 및 지지 구조
(82)와 함께) 생성 플랫폼(68)을 이동시킬 수 있다. 특히 갠트리(84)는 x-축을 따라, 히터(74)의 하방으로, 히
터를 따라 또는 히터를 관통하여 생성 플랫폼(68)을 이동시킬 수 있다. 히터(74)는 부품 및 지지 재료의 전사
온도와 같이 상승된 온도로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상부 표면을 가열한다. 콤 등의 미국출원공개 제
2013/0186549호 및 제2013/0186558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히터(72, 74)는 일정한 트랜스퓨전 계면 온도를 제공
하기 위해 거의 동일한 온도로 층(64)과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상부 표면을 가열할 수 있다. 또한,
히터(72, 74)는 원하는 트랜스퓨전 계면 온도를 가지도록 층(64)과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상부 표면
을 다른 온도로 가열할 수 있다.

[0069]

벨트(22)의 연속된 회전 및 생성 플랫폼(68)의 이동은 가열된 층(64)을 x-축을 따라 적절한 레지스트레이션으로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가열된 상부 표면과 정렬시킨다. 갠트리(84)는 생성 플랫폼(68)을 x-축을
따라, 화살표(34) 방향의 벨트(22)의 회전 속도와 동기화된 속도(즉, 동일 방향 및 속도)로, 계속하여 이동시킨
다. 이것은 벨트(22)의 후면(22b)이 닙 롤러(70) 둘레로 회전하여 벨트(22)와 가열된 층(64)을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상부 표면에 대해 닙(nip)하도록 한다. 이것은 닙 롤러(70)의 위치에서 3D 부품(80)과 지지 구
조(82)의 가열된 상부 표면들 사이에 상기 가열된 층(64)을 가압하고, 이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가열된 층(6
4)을 3D 부품(80)과 지지 구조(82)의 상부 층들에 트랜스퓨즈한다.

[0070]

트랜스퓨즈된 층(64)이 닙 롤러(70)의 닙을 통과함에 따라, 벨트(22)는 닙 롤러(70)의 둘레를 감싸 생성 플랫폼
(68)으로부터 분리 및 결합 해제된다. 이것은 벨트(22)로부터 트랜스퓨즈된 층(64)이 분리되는 것을 도모하여,
상기 트랜스퓨즈된 층(64)이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에 부착된 채 남아있도록 허용한다. 트랜스퓨전 계면
온도를, 부품 및 지지 재료의 유리 전이 온도보다 높지만 그들의 융합 온도보다는 낮은, 전사 온도로 유지하는
것은, 가열된 층(64)이 벨트(22)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되기에 충분히 차가우면서도,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
(82)에 부착되기에 충분히 뜨겁도록 허용한다. 또한,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부품 및 지지 재료의 유사한 열
특성 및 용융 레올로지는 그것들이 동일한 단계에서 트랜스퓨즈되도록 허용한다.

[0071]

분리 후에, 갠트리(84)는 계속하여 생성 플랫폼(68)을 x-축을 따라 포스트-퓨즈 히터(76)로 이동시킨다. 포스트
-퓨즈 히터(76)에서, (트랜스퓨즈된 층(64)을 포함하여)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최상부 층은 그 다음
포스트-퓨즈 또는 열경화 단계에서 부품 및 지지 재료의 적어도 융합 온도로 가열된다. 이는 트랜스퓨즈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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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의 부품 및 지지 재료를 높은 수준의 융합 가능한 상태로 용융시켜 트랜스퓨즈된 층(64)의 폴리머 분자가
신속하게 서로 섞여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와 높은 수준의 계면 얽힘을 달성하도록 한다.
[0072]

또한, 갠트리(84)가 계속하여 생성 플랫폼(68)을 x-축을 따라 포스트-퓨즈 히터(76)를 지나 에어 제트(78)로 이
동시킬 때, 에어 제트(78)는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상부 층을 향해 냉각 공기를 송풍한다. 이것은 콤
등의 미국 출원공개 2013/0186549호 및 2013/0186558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상기 트랜스퓨즈된 층(64)을 평균
부품 온도로 능동적으로 냉각시킨다.

[0073]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를 평균 부품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히터(74) 및/또는 포스트-히터(76)는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최상부 층들만을 가열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히터(72, 74, 76)가 적외선 복사를 방출하도록 구성된 실시형태에서, 3D 부품(80) 및 지지 구
조(82)는 적외선 파장이 최상부 층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이루어진 열 흡수제 및/또는 다른 착색제
를 포함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히터(72, 74, 76)는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상부 표면에 걸쳐 가열
공기를 송풍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로의 열 침투를 제한하는 것은,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를 평균 부품 온도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냉각량을 감소시키면서, 최상부 층이 충
분히 트랜스퓨즈되는 것을 허용한다.

[0074]

그 다음 갠트리(84)는 왕복 직사각형 패턴(86)을 따라, 생성 플랫폼(68)을 하방으로 작동시키고, 생성 플랫폼
(68)을 x-축을 따라 후방으로 시작 위치로 이동시킨다. 생성 플랫폼(68)은 바람직하게는 다음 층(64)에 적절한
레지스트레이션을 위한 시작 위치에 도달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갠트리(84)는 다음 층(64)에 적절한 레지스트
레이션을 위해 생성 플랫폼(68)과 3D 부품(80)/지지 구조(82)를 상방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다. 그 다음 동일한
프로세스가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각각의 남아있는 층(64)에 대해 반복될 수 있다.

[0075]

일부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과적인 3D 부품(80)은 측면으로(즉, 생성 평면에 대
해 수평으로) 지지 구조(82)로 둘러싸인다. 이것은, 왕복 운동하는 생성 플래튼(68) 및 닙 롤러(70)를 사용하는
한편, 3D 부품(80)에 대해 양호한 치수 완전성과 표면 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0076]

인쇄 동작이 완료된 후, 제조된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는 시스템(10)으로부터 이동되고 하나 이상의 인
쇄 후 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지지 재료로부터 유래된 지지 구조(82)는 수계 용액(예,
알칼리 수용액)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3D 부품(80)으로부터 희생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상기 바람직
한 용해방식 기술에 의해, 지지 구조(82)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용액에 용해되어 핸즈 프리 방식으로 3D 부품
(80)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0077]

이에 비하여, ABS 부품 재료와 같은 부품 재료는 알칼리 수용액에 화학적으로 저항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알칼
리 수용액의 사용은 3D 부품(80)의 모양이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희생 지지 구조(82)가 제거될 수 있도
록 한다. 이 방식으로 지지 구조(82)를 제거하기에 적합한 시스템과 기술의 예에는 스완손 등의 미국 특허 제
8,459,280호; 홉킨스 등의 미국 특허 제8,246,888호; 및 던 등의 미국출원공개 제2011/0186081호에 개시된 것들
이 포함되며, 이들 각각은 본 발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본원에 참조로서 포함된다.

[0078]

또한, 지지 구조(82)가 제거된 후, 3D 부품(80)은 표면 처리 공정과 같은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인쇄 후 공정을
거칠 수 있다. 적합한 표면처리 공정의 예로서는 프리드만 등의 미국특허 제8,123,999호 및 지니엘의 미국출원
공개 제2008/0169585호에 개시된 것들이 포함된다.

[0079]

위에서 간단히 설명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지지 재료는 열가소성 코폴리머, 전하 조절제 및 선택적으로 열 흡
수제(예, 적외선 흡수제) 및/또는 유동성 조절제와 같은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재료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지
지 재료는 전자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예, 시스템(10))에 사용하기 위한 경쟁적인 요인들과 균형을
이루고, 3D 부품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수계 용액(예, 알칼리 수용액)에 용해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0080]

지지 재료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에틸렌성-불포화 방향족 모노머들(예를 들면, 스티
렌), 하나 이상의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모노머들, 및 하나 이상의 (메트)아크릴산 모노머들을 포함하는 모
노머들로부터 중합되고, 여기서 하나 이상의 (메트)아크릴산 모노머들로부터의 카르복시산기는 가능한 최대한도
로 무수물기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81]

예를 들어 에틸렌성-불포화 방향족 모노머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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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1

[0082]

[0083]

여기서, 일부 실시형태에서는, 화학식 1에서의 수소원자들은 독립적으로, 탄소수 1~3의 알킬 또는 에테르기 같
은 하나 이상의 선택적인 저원자량기로 치환될수 있다. 또한, 일부 실시태양에서는, 에틸렌성-불포화기와 방향
족기는 탄소수 1~8의 탄화수소 또는 에테르 결합과 같은 선택적인 사슬 결합으로 분리될 수 있다.

[0084]

일부 추가적인 실시형태에서, 방향족기의 하나 이상의 수소원자는 독립적으로, 탄소수 1-3의 알킬 또는 에테르
기와 같은 하나 이상의 선택적인 저원자량기로 치환될 수 있다. 더 바람직하게, 상기 방향족 모노머는 예를 들
면 스티렌과 같이 방향족기로부터 직접 확장된 에틸렌성 불포화 비닐기를 갖는, 화학식 1로 표기된 구조를 포함
한다. 상기 방향족 모노머들은 결과물 코폴리머의 유리전이온도를 상승시키며 폴리머에 강도를 부여한다.

[0085]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모노머의 예는 하기 화학식 2의 구조를 갖는다.

화학식 2

[0086]

[0087]

여기서 R1은 탄소수 1-8 (더욱 바람직하게는 2-5 개)의 탄화수소 체인이다. R2 는 수소원자 또는 탄소수 1-3의
알킬 또는 에테르기(더욱 바람직하게는 수소원자)이다. 또한 일 실시형태에서는 에틸렌성-불포화기와 카보닐기
는 탄소수 1-8의 탄화수소 또는 에테르 결합과 같은 선택적인 사슬 결합에 의하여 분리될 수 있다.

[0088]

더욱 바람직하게,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모노머는, 카르보닐기로부터 직접 연장된 에틸렌성 불포화 비닐기를
가지는 상기 화학식 2에 표기된 구조를 포함하며, R1이 탄소수 2~5의 탄화수소 체인이며, R2는 수소 원자 (예를
들면 부틸 아크릴레이트와 같은 알킬 아크릴레이트)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모노머
는 결과물인 코폴리머의 유리전이온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으나, 폴리머를 부드럽고 탄력있게 한다.

[0089]

(메트)아크릴산 모노머는 예를 들어 하기 구조를 갖는다.

화학식 3

[0090]

[0091]

여기서 R3는 수소원자 또는 탄소수 1~3 을 갖는 알킬 또는 에테르기 (바람직하게는 메틸기와 같은 알킬기)이다.
또한, 일부 실시형태로는, 에틸렌성-불포화기 및 카르복시산기는 탄소수 1~8의 탄화수소 또는 에테르 결합과 같
은 선택적 사슬결합에 의하여 분리되어질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카르복시산기" 용어는 -C(O)OH 카르복
시기를 나타낸다.

[0092]

더 바람직하게, (메트)아크릴산 모노머는 카르복시산기로부터 직접 연장된 에틸렌성 불포화 비닐기를 가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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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화학식 3에 표기된 구조를 포함하며, R3은 메틸기인 것(예를 들어 메타크릴산)이 가장 바람직하다. (메트)아
크릴산 모노머는

또한 결과물 코폴리머의 유리전이온도를 높이며,

결과물 코폴리머에 수용성 용해도를

부여한다.
[0093]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중합은 과산화디벤조일(dibenzoyl peroxide)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중합 개시제를 사용하
여, 모노머들의 자유-라디칼 중합 반응으로 수행될 수 있다. 중합은 랜덤하고 완전히 비정질인 코폴리머의 형성
을 보장하기 위해 용액내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중합 반응은 반응 용기에 적절한 캐리어
용매(예, 에탄올)와 함께, 모노머 성분을 충전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반응 용기는 바람직하게는 불활성 가
스(예, 질소)로 퍼지되고 반응 온도(예, 약 80℃에서 약 85℃까지)로 가열된다. 그 다음 중합 개시제가 바람직
하게는 개별적인 서브-도스로(in separate sub-doses) 반응 용기에 도입되어, 발열성 중합 반응이 반응 온도를
과도한 용매 비등이 발생할 수 있는 온도로 상승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0094]

예를 들면, 중합 개시제는 독립된 3단계로 첨가되어, 각 첨가 단계 사이에 중합 반응이 적절한 시간(예, 2시간)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실시형태에서, 중합 개시제의 제1 첨가량은 첨가되는 중합 개시제의 총중량을 기
준으로 약 50중량%에서 약 70중량%까지의 범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중합 개시제의 제2 첨가량
은 첨가되는 중합 개시제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약 20중량%에서 약 30중량%까지의 범위인 것이 바람직하고, 제3
첨가량은 첨가되는 중합 개시제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약 5중량%에서 약 25중량%까지의 범위인 것이 바람직하다.

[0095]

첨가되는 중합 개시제의 총량과 개별적인 단계에서의 상대적인 첨가량을 조절하는 것은, 결과물 열가소성 폴리
머의 분자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지 재료가 ABS 부품 재료를 보완하도록 의도된 바
람직한 실시형태에서는, 첨가되는 중합 개시제의 총 중량에 대해서, 중합 개시제의 제1 첨가량은 중량 기준으로
약 63%에서 약 67%까지의 범위이고, 제2 첨가량은 중량 기준으로 약 23%에서 약 27%까지의 범위이며, 제3 첨가
량은 중량 기준으로 약 9%에서 약 13%까지의 범위이다. 중합 개시제에 대한 상기 바람직한 실시 형태는, 더욱
바람직하게는 스티렌, 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메타크릴산의 모노머들과 결합된다.

[0096]

중합이 완료된 후에, 결과물인 점성 코폴리머 용액은 용매(예, 에탄올)로 희석되어 실온으로 냉각될 수 있다.
다음, 상기 코폴리머 용액은 격렬히 교반하면서 비-용매(예, 시클로헥산)로 침전(precipitated)될 수 있고, 용
매는 결과물 열가소성 코폴리머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그 다음,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적절한 시간 동안 진공하
에서 상승된 온도(예, 100℃)에서 건조되어, 그 다음 회수될 수 있다.

[0097]

상기 중합반응은 원하는 몰비 및 바람직하게는 조절된 분자량의 모노머를 갖는 모노머 유닛을 가지는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생성한다.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에틸렌성 불포화 방향족 모노머는, 상기 열가소
성 코폴리머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모노머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약 25중량%에서 약 50 중량%를 구성할 수 있
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30중량%에서 약 40중량%를,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32중량%에서 약 36중량%를 구성
할 수 있다.

[0098]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모노머는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제조하는데 사
용된 모노머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약 15중량%에서 약 35중량%를 구성할 수 있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20
중량%에서 약 30중량%를, 더욱 더 바람직하게는 약 22중량%에서 약 28중량%를 구성할 수 있다. 열가소성 코폴리
머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메트)아크릴산 모노머는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모노머의 전체 중량
을 기준으로, 약 30중량%에서 약 50중량%를 구성할 수 있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35중량%에서 약 45중량%를,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38중량%에서 약 43중량%를 구성할 수 있다.

[0099]

일부 실시형태에서,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중합하는데 사용된 모노머는, 바람직하게는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강도, 화학적 또는 열 특성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는,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모노머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코폴리머 백본에 대해 사슬 연장 유닛으로 기능하는 모노머(예, 에틸렌
유닛)를 포함할 수 있다.

[0100]

따라서, 추가적인 모노머는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모노머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집합적으
로 0중량%에서 약 10중량%를 구성할 수 있다. 일부 실시형태에서, 추가적인 모노머는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제조
하는데 사용된 모노머의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약 0.1중량%에서 약 5중량%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열가소
성 코폴리머를 중합하는데 사용된 나머지 모노머는 상기 설명된 에틸렌성 불포화 방향족 모노머, 알킬 (메트)아
크릴레이트 모노머 및 (메트)아크릴산 모노머로 이루어진다.

[0101]

다른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중합하는데 사용된 모노머는 필수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에틸
렌성 불포화 방향족 모노머,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모노머 및 (메트)아크릴산 모노머로 이루어진다. 보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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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용해성 코폴리머를 중합하는데 사용된 모노머는 필수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스티렌, 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메타크릴산으로 이루어진다.
[0102]

중합된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상기 설명된 모노머들로부터 자유-라디칼 중합반응에 의해 합성되기 때문에, 높은
수율로 결과물인 코폴리머가 매우 높은 모노머에서 코폴리머로의 변환으로 제조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메트)
아크릴산 모노머로부터 카르복시산기는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상기 코폴리머 백본으로부터의 펜던트기
(pendant groups)로 연장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산 형태"인 것으로 주목될 수 있다.

[0103]

그러나,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상기 산 형태는 열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약 180℃ 위로 가열될 때, 상기 펜던
트 카르복시산기는 분자내에서 무수물기로 쉽게 변환되고, 상기 무수물 변환이 일어나는 온도는 가열되는 온도
뿐 아니라, 열가소성 코폴리머와 함께 모노머 유닛 배열에 의존적이다.

[0104]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자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에서 레이어 트랜스퓨전 단계 동안, 지지 재료는 상
기 온도 위로 신속하게 가열될 수 있다. 따라서, 지지 재료 중의 열가소성 코폴리머가 무수물기로 변환될 수 있
는 상당한 수의 카르복시산기를 포함하도 있다면, 레이어 트랜스퓨전 단계는 바람직하지 않게도 지지 구조(예,
지지구조(82))를 인쇄하는 중에 무수물 변환을 개시시킬 수 있다.

불행히도, 무수물 변환은 이에 수반하여 물

분자를 증기 형태로 변화시키는 결과로도 된다. 이는 트랜스퓨전 단계 동안 가열된 지지 재료의 포밍(foaming)
및 버블링(bubbling)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잠재적으로 지지 층의 왜곡 및 전체적인 연속한 3D 인쇄 공정의 실
패를 초래한다.
[0105]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바람직하게 산 형태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카르복시산기의 무수물기
로의 변환을 최대화(또는 실질적으로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가열되어, "무수물 형태(anhydride form)"의 열가소
성 코폴리머를 제공한다.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가열하기 위한 적절한 온도는 약 160℃에서 약 230℃까지의 범위
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80℃에서 약 230℃까지의 범위이다. 가열 시간은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예
를 들면 약 230℃의 온도에서 30분보다 길어 질 수 있다.

[0106]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일반적으로 가열함으로써 카르복시기를 무수물기로 100% 전환할 수 없거나, 층 트랜스퓨전
단계 동안 거품이 나거나 기체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코폴리머 사슬의 백본을 따라 서로
인접한 모노머 유닛 내의 카르복시산기들은 무수물 고리 구조로 분자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코폴리머 사슬의 백본을 따라 카르복시산기를 포함하는 다른 모노머 유닛과 인접해 있지 않은 모노머 유닛 내의
카르복시산기(즉, 에틸렌성-불포화 방향족 및/또는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모노머 유닛 사이에 위치된)는 인
접한 방향족 및/또는 (메트)아크릴레이트-계 에스터기에 의하여 입체 구조적으로 가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분자
내 무수물 구조를 형성할 수 없다.

[0107]

예를 들어, 에틸렌성-불포화 방향족 모노머들,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모노머들, 및 (메트)아크릴산 모노머들
은 다음의 구조를 갖는 "산 형태"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로 중합될 수 있다.

화학식 4

[0108]

[0109]

카르복시산기를 무수물기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기 언급한 가열단계를 수행하면, 화학식 4로 나타낸 코폴리머는
반응하여 물이 연속적으로 생성되면서(with concomitant evolution of water) 하기 구조를 갖는 "무수물 형
태"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제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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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5

[0110]

[0111]

이러한 예로서 에틸렌성-불포화 방향족 모노머는 스티렌, 알킬(메트)아크릴레이트 모노머는 부틸 아크릴레이트,
(메트)아크릴산 모노머는 메타크릴산인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로, 화학식 4 및 화학식 5의 열가소성 코폴
리머는 각각 하기 구조를 포함한다.

화학식 6

[0112]

화학식 7

[0113]

[0114]

각각 화학식 5 및 7 의 열가소성 코폴리머에서 보여지듯이, 서로 인접한 모노머 유닛 내의 카르복시산기들 만이
6-원계 무수물 고리 구조를 형성하도록 전환된다. 이에 반하여 각각 화학식 5 및 7 내에서, (메트)아크릴레이트
-계 에스테르기와 방향족기 사이에 위치한, 떨어져 있는 카르복시산기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다.

[0115]

무수물 전환의 크기는 사용된 특정 모노머 비, 특히 총 모노머 농도에 대비한 (메트)아크릴산 모노머의 농도에
의존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무수물 기로 일반적으로 전환되는 카르복실기의 최대량은, 무
수물 전환 이전의 코폴리머 내 카르복시산기의 최초 수에 대비하여 약 60% 내지 약 65%의 범위에 있다. 이에 비
하여, 압출-기반의 적층 제조 기술용 지지 재료에 사용되는 용해성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일반적으로, 약 40%
에서 약 45% 의 실질적으로 더 낮은 최대 무수물 전환을 갖는다.

[0116]

"최대 무수물 전환"이라는 용어는, 분자내 무수물 기를 형성할 수 있는 열가소성 코폴리머 내 모든 카르복시산
기가 실제로 무수물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실시형태에서, 본 발명의 지지 재료를 위한 열

가소성 코폴리머는 최대 무수물 전환의 90%보다 큰, 보다 바람직하게는 95%보다 큰,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99%
보다 큰, 가장 바람직하게는 100%인 무수물 전환을 가진다. 예를 들면, 최대 무수물 전환의 95%인 전환은, 최대
무수물 전환이 카르복시산기의 최초 수에 대해 65%인 경우, 최초 카르복시산기 수의 약 62%가 무수물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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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의미한다.
[0117]

무수물 전환 이전의 산 형태의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비해, 무수물 전환은 일반적으로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유리
전이온도의 상당한 감소를 수반한다. 예를 들면, 위에 설명된 모노머에 대해 산 형태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약
140℃에서 약 150℃ 범위의 유리전이온도를 가질 수 있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약 143℃에서 약 148℃ 범위의 유
리전이온도를 가질 수 있다. 반면, 무수물 전환 이후에, 무수물 형태의 상기 동일한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약
100℃에서 약 115℃, 보다 일반적으로는 약 105℃에서 약 110℃ 범위의 유리전이온도를 가질 수 있다.

[0118]

이것은 하기에 설명된 분자량 테스에 의해 결정된 것과 같이, 코폴리머의 분자량의 감소로 보여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설명된 모노머에 대해 산 형태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약 60,000에서 약 120,000 범위의 중량평균 분자량(weight-average molecular weight, Mw)을 가질 수 있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65,000에서 약
90,000까지,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70,000에서 약 75,000까지 범위의 중량-평균 분자량을 가질 수 있다. 수평균 분자량(number-average molecular weights, Mn) 면에서는, 상기 설명된 모노머에 대해, 산 형태의 열가소
성 코폴리머는 약 28,000에서 약 60,000까지,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30,000에서 약 40,000까지, 보다 더 바람직
하게는 약 31,000에서 약 36,000까지 범위의 수-평균 분자량을 가질 수 있다. 적절한 Mw/Mn 비율은 약 2.00에서
약 2.20 범위이다.

[0119]

이에 비해, 무수물 전환 이후 무수물 형태의 동일한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약 3,000에서 4,000 미만의 중량-평균
분자량(Mw)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무수물 전환 이전의 산 형태의 동일한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비교할 때 상기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열 특성 및 용융 점도의 상당한 감소에 해당한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지지 구조
(82)를 인쇄하는데 사용되는 지지 재료는 바람직하게는 3D 부품(80)을 인쇄하는데 사용되는 부품 재료의 것과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열 특성(예, 유리전이온도) 및 용융 레올로지를 가진다. 이것은 층들(64p, 64s)
의 부품 및 지지 재료가 히터(74)로 동시에 가열되도록 허용하고,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 상부 표면의
부품 및 지지 재료가 히터로 실질적으로 상기 동일한 온도로 함께 가열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품
층(64p) 및 지지 층(64s)은 결합된 층(64)으로서 단일의 트랜스퓨전 단계에서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상부 표면에 함께 트랜스퓨즈 될 수 있다.

[0120]

따라서, 원하는 부품 재료(예, ABS 부품 재료)와 함께 사용하기 적합한 본 발명의 지지 재료를 설계할 때, 무수
물 전환에 기인한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열 특성 및 용융 레올로지의 상기 감소는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형성하기
위한 중합 공정 중에 고려된다. 특히, 하기에 더 설명된 바와 같이,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상기 설명된 ABS 부
품 재료와 같은 원하는 부품 재료의 것과 유사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하는 유리전이온도와 용융 레올로지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 분자량 변경을 이용하여 중합될 수 있다.

[0121]

바람직하게, 상기 지지 재료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및 지지 재료 자체)는, 유리전이온도가 하기 설명된 유리전이
온도 테스트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부품 재료의 유리전이온도의 약 10℃ 이내의 유리전이온도를 가지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5℃ 이내의 유리전이온도를 가진다. 또한, 열가소성 코폴리머(및 지지 재료 자체)는, 동적 점
도가 하기 설명된 용융 레올로지 테스트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바람직하게는 부품 재료에 대한 각 동적 점도의
약 10 킬로파스칼-초(kilopascal-seconds) 이내에 각각 속하는, 180℃, 190℃ 및 200℃에서의 동적 점도를 가
지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5 킬로파스칼-초 이내,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2 킬로파스칼-초 이내의 180℃,
190℃ 및 200℃에서의 각각의 동적 점도를 가진다.

[0122]

예를 들면, 마틴의 미국 특허출원 13/944,472호에 개시된 ABS 부품 재료와 같은 ABS 부품 재료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열가소성 코폴리머(및 지지 재료 자체)에 대한 바람직한 유리전이온도는 약 100℃에서 약 115℃
까지의 범위,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05℃에서 약 110℃까지의 범위 내이다. 일부 실시예에서, 지지 재료 코폴
리머에 대한 유리전이온도는 약 106℃에서 약 108℃까지의 범위 내일 수 있다. 180℃에서 열가소성 코폴리머(및
지지 재료 자체)에 대한 적절한 동적 점도는 약 17킬로파스칼-초에서 약 24킬로파스칼-초의 범위이고, 190℃에
서는 약 6킬로파스칼-초에서 약 10킬로파스칼-초의 범위, 200℃에서는 약 3.5킬로파스칼-초에서 약 4.5킬로파스
칼-초의 범위이다.

[0123]

제조프로세스의 상업적-실행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바람직하게는 중합 용매(예, 에탄
올)로부터 분리된다. 예를 들면, 중합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에, 코폴리머 용액은 부분적 진공하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극소량의 잔류 모노머와 함께 용매의 증발 및 완전한 제거를 보장하기 위해, 약 200℃에서 약 230℃까
지 가열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코폴리머 파우더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입자 크기 감소를 위해 압출
및 펠렛화될 수 있는 코폴리머 용융물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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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또한, 상기 용매는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지지 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 코스트를 감소시키기 위해 리사이
클 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중합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에, 상기 용매(예, 에탄올)는 후속 중합 프로세스에 사
용하기 위해 증류 및 회수될 수 있다.

[0125]

또한, 일부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상기 용매 분리 및 상기 설명된 무수물 전환은 동일한 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코폴리머 용액은 증가하는 온도를 가진 다수의 스테이지에서 가열될 수 있다. 최초 스테이지
(예, 약 200℃에서 약 220℃까지)는 용매를 증발 및 제거하는데 이용될 있고, 나중의 스테이지(예, 약 230℃)는
무수물 전환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스는 또한 후속의 펠렛화(pelletizing), 그라인딩(grinding),
미분화(micronization) 및/또는 분류(classification) 공정을 위해,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가닥(strand) 형태로
압출하는 공정과 결합될 수 있으며, 이는 독일 보훔의 엔텍스 러스트 & 미츠케 사(ENTEX Rust & Mitschke GmB
H)의 "ENTEX" 플래너터리 롤러압출기(Planetary Roller Extruder device)라는 상품명으로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폴리머 분리장치를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0126]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지지 재료는 지지 구조(예, 지지 구조(82))를 인쇄하기 위한 EP 기반 적층제조 시스
템에 사용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지지 재료는 EP 엔진(12s)으로 층을 현상하고, 상기 현상된 층을 EP 엔진
(12s)으로부터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20)로 전사하고,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20)로 상기 현상된 층
을 트랜스퓨즈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다.

[0127]

예를 들면, 시스템(10)을 이용한 전자사진 공정에서, 상기 지지 재료는 바람직하게는 현상 스테이션(58)에서 캐
리어 입자를 이용하여 마찰 접촉 대전시키는 매커니즘을 통해 마찰전기적으로 대전된다. 지지 재료의 이러한 대
전은 질량에 대한 마찰 전하량(triboelectric charge-to-mass)(Q/M) 비율로 표시될 수 있고, 이는 양 또는 음
의 전하일 수 있고 원하는 크기를 가진다. 상기 Q/M 비율은 단위 면적당 질량(M/A)으로 표시되는 상기 지지 재
료의 파우더 밀도에 반비례한다. 주어진 적용된 현상 영역에서, 지지 재료의 Q/M 비율 값이 주어진 값에서 증가
됨에 따라, 지지 재료의 M/A값은 감소되고, 그 역도 성립한다. 따라서, 부품 재료의 각 현상된 층에 대한 파우
더 밀도는 지지 재료의 Q/M 비율에 대한 함수이다.

[0128]

현상 드럼(44) 상에 지지재료의 성공적 그리고 신뢰성 높은 현상(development)을 제공하고,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20)로 (예컨대, 벨트(22)를 통해) 전달하여, 양호한 재료 밀도를 가진 지지구조(82)를 인쇄하기 위해,
상기 지지재료는 바람직하게는 벨트(22)와 EP 엔진(12s)의 특정 아키텍처에 대해 적절한 Q/M 비율을 가진다. 또
한, 부품 및 지지재료는 바람직하게는 함께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20)로 벨트(22)에 의해 (예컨대, 결합
된 층(64)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기 부품 및 지지재료는 바람직하게는 유사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Q/M
비율을 가진다.

[0129]

따라서, 지지재료는 바람직하게는 부품재료의 Q/M 비율과 동일한 부호(즉, 음 또는 양의 부호)의 Q/M 비율을 가
지며, 또한 바람직하게는 부품재료 Q/M 비율의 약 10 마이크로-쿨롱/그램(μC/g) 이내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5 μC/g 이내,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3 μC/g 이내이며, 여기서 Q/M 비율은 하기의 마찰전기 대전 테스트
에 따라 결정된다. 상기 지지재료에 대해 바람직한 Q/M 비율의 예시는 약 -5 마이크로-쿨롱/그램(μC/g)에서 약
-50 μC/g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0 μC/g에서 약 -40 μC/g,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15 μC/g에서 약
-35 μC/g, 보다 더욱더 바람직하게는 약 -25 μC/g에서 약 -30 μC/g까지의 범위이다.

[0130]

상기 설명된 실시형태에서, Q/M비율은 음의 마찰전기 전하에 기초한다. 그러나 선택적인 실시형태에서, 시스템
(10)은 지지재료의 Q/M 비율이 상기 설명된 크기로 양의 마찰전기 전하를 가지도록 작동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실시형태에서도, 상기한 Q/M 비율의 크기는 지지재료를 캐리어 표면에 구속시키는 정전기력이 과도하게 되는 것
을 방지하고, 임의 레벨의 "잘못된 부호" 파우더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것은 EP 엔진(12s)에서의 지지재료의
현상에 있어서 비효율을 감소시켜, 원하는 M/A값으로 각 층(64s)의 현상 및 전사를 촉진시킨다.

[0131]

또한, 지지구조(82)의 일정한 재료밀도를 희망할 경우, 바람직한 Q/M비율(및 대응 M/A값)은 시스템(10)을 이용
한 전체 인쇄 작업동안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스템(10)을 이용하여 연장된 인
쇄작업을 거치면서, EP 엔진(12s)의 현상 스테이션(58)에 지지재료의 추가적인 양이 보충될 필요가 있을 수 있
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보충 목적을 위해 현상 스테이션(58)에 지지재료의 추가량을 도입
할 때, 상기 지지재료는 캐리어 입자와 혼합될 때까지는 초기에 대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스템(10)으로 연속적인 인쇄작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재료는 또한 빠른 속도로 바람직한 Q/M비율로 대전되
어야 한다.

[0132]

따라서, 인쇄작업의 개시 중에, 그리고 인쇄작업이 지속되는 동안, Q/M 비율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은 결과적

- 21 -

공개특허 10-2016-0031015
인 속도(rate) 및 지지재료의 M/A 값의 일관성을 조절할 것이다. 바람직한 Q/M 비율을 재현성있게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 그리하여 연장된 인쇄작업 동안 바람직한 M/A값을 얻기 위해서는, 상기 지지재료는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전하 조절제를 포함하고, 이것은 지지재료의 제조 공정 중에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첨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전하 조절제는 열가소성 수지와 혼합되어 용융될 수 있고, 상기 혼합 물질이 그라인딩, 미분화
및/또는 분류를 거치기 전에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0133]

지지재료의 Q/M 비율이 음 전하값인 실시형태에서, 지지재료에 사용되기 적절한 전하 조절제로는 산성 금속 착
체(acid metal complexes)(예를 들면, 크롬, 아연, 알루미늄의 옥시 카르복실산 착체(oxy carboxylic acid
complexes)), 아조 금속 착체(azo metal complexes)(예를 들면, 크롬 아조 착체(chromium azo complexes) 및
철 아조 착체(iron azo complexes)), 이들의 혼합물 등이 포함된다.

[0134]

선택적으로, 지지재료의 Q/M 비율이 양 전하값인 실시형태에서, 지지재료에 사용되기 적절한 전하 조절제로는
아진계 화합물(azine-based compounds), 및 4차 암모늄염(quaternary ammonium salts), 이들의 혼합물 등이 포
함된다. 이들 물질은 적절한 캐리어 입자에 대해 마찰 접촉 대전될 때,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양으로 대전시킬
때 효과적이다.

[0135]

전하 조절제는, 지지재료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바람직하게는 지지재료의 약 0.1 중량%에서 약 5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0.5 중량%에서 약 2 중량%, 그리고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0.75 중량%에서 약 1.5 중량%를
구성한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들 전하 조절제는 바람직하게 캐리어에 대한 지지재료의 대전 속도를 증
가시키고, 시스템(10)을 이용한 인쇄 작업의 연장된 연속적인 시기에 걸쳐 Q/M 비율을 안정화시킨다.

[0136]

많은 상황에 있어서, 시스템(10)은 인쇄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실질적으로 일정한 재료 밀도로 층들(64s)을 인
쇄한다. 조절되고 일정한 Q/M 비율의 지지재료가 구비되는 것은 이를 달성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서는, 동일한 인쇄 작업에서 여러 층들(64s) 사이에 재료 밀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스템(10)은 원할 경우, 지지구조(82)의 하나 이상의 부분에 대해, 감소된 재료 밀도의 그레이스케일 방식으로
실행하도록 작동될 수 있다.

[0137]

전하 조절제를 포함시키는 것에 부가하여, EP 엔진(12s)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하여, 그리고 지지재료의 보충 중
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마찰전기 대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지재료의 혼합물은 바람직하게는 양호한 파우더 유
동 특성(powder flow properties)을 나타낸다. 이는 지지재료가 현상 스테이션(58)의 현상 섬프(development
sump)(예컨대, 호퍼) 내로 오거(auger), 중력 또는 다른 유사한 매커니즘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에 선호된다. 여
기서 상기 지지재료는 캐리어 입자와 혼합 및 마찰 접촉 대전(frictional contact charging) 처리된다.

[0138]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충 공급 중에 지지재료의 막힘 또는 유동 제한은 지지재료의 캐리어 입자에의 공
급을 방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지재료 부분은 현상 스테이션(58)의 숨겨진 공동(cavities)에 갇혀지면 안
된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은 캐리어 입자에 대한 지지재료의 비율을 변경시킬 수 있고,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
이, 상기 비율은 대전된 지지재료에 대해 바람직한 Q/M 비율을 제공하기 위해 바람직하게는 일정한 레벨로 유지
된다.

[0139]

예를 들면, 상기 지지재료는 지지재료와 캐리어 입자가 결합된 중량에 대하여, 약 1 중량%에서 약 30 중량%를,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5 중량%에서 약 20 중량%를,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5 중량%에서 약 10 중량%를 구성한
다. 이에 따라 상기 캐리어 입자는 결합된 중량의 나머지를 구성한다.

[0140]

지지재료의 파우더 유동 특성(powder flow properties)은 무기 산화물과 같은 하나 이상의 유동성 조절제의 사
용으로 개선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적절한 무기 산화물의 예시로는 흄드 실리카(fumed silica), 흄드 티타티아
(fumed titania), 흄드 알루미나(fumed alumina), 이들의 혼합물 등과 같은 소수성 흄드 무기 산화물이 포함된
다. 여기서, 흄드 산화물(fumed oxides)은 실란(silane) 및/또는 실록산 처리(siloxane-treatment) 공정에 의
해 소수성으로 될 수 있다. 지지재료에 사용하기 위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무기 산화물의 예시로는 독일 에
센의 에보닉 인더스트리 사(Evonik Industries AG)의 "AEROSIL"이라는 상품명의 것들이 포함된다.

[0141]

유동성 조절제(예를 들면, 무기 산화물)는 지지재료의 전체 중량에 대해, 바람직하게는 지지재료의 약 0.1 중량
%에서 약 10 중량%를,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0.2 중량%에서 약 5 중량%를,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0.3 중량%
에서 약 1.5 중량%를 구성한다. 유동성 조절제는 지지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 프로세스의 임의의 적절한 시
점에, 열가소성 코폴리머 및 전하 조절제에 도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혼합된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고속 및
고전단 사이클론 혼합장치(high speed and high shear cyclonic mixing apparatus)내에서 바람직하게는 25℃에
서, 하나 이상의 표면(external) 유동성 전하 조절제와 함께, 추가 건조 혼합될 수 있다. 이것은 입자 크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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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자 크기 분포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혼합된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개개 입자 내에 유동성 조절제를
균일하게 분포, 피복, 부분적으로 매립시킨다.
[0142]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전하 조절제는 지지재료 코폴리머를, EP 엔진(12s)에서 지지재료의 층을
현상하고, 상기 현상된 층(예를 들면, 층(64))을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20)로 (예컨대, 벨트(22)를 통해)
전달하기 위한, 바람직한 Q/M 비율로 대전시키기에 적절하다. 그러나 3D 환경에서 다수의 인쇄된 층들은, 주어
진 수의 층들이 인쇄된 이후에 지지재료의 정전기적 전사를 유효하게 방해한다. 대신,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
블리(20)는 트랜스퓨전 단계에서 상기 현상된 층들을 함께 트랜스퓨즈하기 위해 열과 압력을 이용한다.

[0143]

특히, 히터(72 및/또는 74)는 층들(64)과 3D 부품(80) 및 지지 구조(82)의 상부 표면을, 닙 롤러(70)에 도달하
기 이전에 적어도 부품 및 지지재료의 융합 온도와 같이, 부품 및 지지재료의 목적하는 전사 온도 부근의 온도
로 가열할 수 있다. 유사하게, 포스트-퓨즈 히터(76)가 닙 롤러(70)의 하류 및 에어 제트(78)의 상류에 위치되
어, 트랜스퓨즈된 층들을 포스트-퓨즈(post-fuse) 또는 가열 경화(heat-setting) 단계에서 상승된 온도로 가열
하도록 구성된다.

[0144]

이에 따라, 지지재료는 또한 히터(72), 히터(74) 및/또는 포스트-히터(76)에 노출될 때 지지재료가 가열되는 속
도를 증가시키도록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열 흡수제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히터(72, 74, 76)가 적외선
히터인 실시형태에서, 지지재료에 사용되는 상기 열 흡수제는 (근적외선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적외선 파장
흡수 물질일 수 있다. 적외선의 흡수는 에너지의 무방사 감쇠(radiationless decay)가 입자들 내에서 일어나도
록 유도하고, 이는 지지재료에 열을 발생시킨다.

[0145]

지지재료에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적외선 흡수 물질은 원하는 지지재료의 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적절한 적
외선 흡수 물질의 예시로는 약 650 나노미터(nm)에서 약 900 나노미터(nm) 범위의 파장의 흡수를 나타내는 것,
약 700 나노미터(nm)에서 약 1,050 나노미터(nm) 범위의 파장의 흡수를 나타내는 것, 약 800 나노미터(nm)에서
약 1,200 나노미터(nm) 범위의 파장의 흡수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적외선 흡수 안료 및 염료뿐
아니라, 카본블랙(지지재료에 대한 검은색 안료로 기능할 수도 있음)이 포함된다. 이들 안료 및 염료 종류의 예
시로는 안트라퀴논(anthraquinone) 염료, 폴리시아닌(polycyanine) 염료, 메탈 디티올렌(metal dithiolene) 염
료 및 안료, 트리스 아미늄(tris aminium) 염료, 테트라키스 아미늄(tetrakis aminium) 염료, 이들의 혼합물
등이 포함된다.

[0146]

또한, 상기 적외선 흡수 물질은 바람직하게는,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온도 프로파일(temperature profile)에 대
한 제로 전단 점도(zero shear viscosity)와 같은,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용융 레올로지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키
거나 변경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것은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비해 낮은 농도로, 비 강화(non-reinforcing)
유형의 카본 블랙 또는 "저구조(low structure)" 유형의 카본 블랙을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지
지재료에 대한 적절한 동적 점도(dynamic viscosities)로는 180℃, 190℃, 200℃에서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대해
위에서 설명된 것들이 포함된다.

[0147]

열 흡수제가 포함된 실시형태에서, 열 흡수제(예를 들면, 적외선 흡수제)는 지지재료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바
람직하게는 지지재료의 약 0.5 중량%에서 약 10 중량%를,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 중량%에서 약 5 중량%를, 일
부 더욱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는 약 2 중량%에서 약 3 중량%를 구성한다. 열 흡수제는

지지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 프로세스에서 임의의 적절한 시점에 예를 들면 전하 조절제와 함께,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도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하 조절제 및 열 흡수제는 열가소성 코폴리머와 함께 혼합되어 용융될 수 있고, 상기 혼합
된 재료가 그라인딩, 미분화 및/또는 분류되기 전에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0148]

지지재료는 또한 착색제(예, 열 흡수제에 부가하여 또는 열 흡수제를 대체한, 안료 및 염료), 폴리머 안정화제
(예, 산화방지제, 광 안정화제, 자외선 흡수제 및 내오존제(antiozonants)), 생분해성 첨가제 및 이들의 조합
등, 하나 이상의 부가적인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 부가적인 첨가제가 포함된 실시형태에서, 부가적인 첨가제
는 지지재료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지지재료의 약 0.1 중량%에서 약 20 중량%를, 보다 바람직하게
는 약 0.2 중량%에서 약 10 중량%를,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0.5 중량%에서 약 5 중량%를 구성한다. 이들 재
료는

지지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 프로세스에서 임의의 적절한 시점에, 예를 들면 전하 조절제 및/또는 열

흡수제와 함께 혼합 용융되는 중에,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도입될 수 있다.
[0149]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예, 시스템(10))에 사용되기 위하여, 지지재료는 조절된 평균 입자 크기 및 좁
은 입자 크기 분포를 가지며, 이들은 바람직하게는 부품재료의 것들과 유사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지지재
료에 대한 D50 입자 크기는 바람직하게는 부품 재료의 D50 입자 크기의 약 15마이크로미터 이내, 보다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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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약 10마이크로미터 이내,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5마이크로미터 이내이고, 여기서 상기 입자 크기 및 입
자 크기 분포는 하기에 설명되는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 표준(Particle Size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standard)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지지재료에 대한 바람직한 D50 입자 크기는 원한다면 약 100
마이크로미터까지의 것들을 포함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0마이크로미터에서 약 30마이크로미터까지,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10마이크로미터에서 약 20마이크로미터까지, 이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10 마이크로미터에
서 약 15마이크로미터까지의 것들을 포함한다.
[0150]

또한, 상기 지지재료에 대한 입자 크기 분포는, D90/D50 입자 크기 분포 및 D50/D10 입자 크기 분포 파라미터에
의해 구체화된 바와 같이, 각각 바람직하게는 약 1.00 에서 1.40,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10에서 약 1.35, 보
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1.15에서 약 1.25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또한, 지지재료에 대한 입자 크기 분포는 바람
직하게는 기하 표준 편차(geometric standard deviation)(σg)가 다음의 식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된
다:

수학식 1

[0151]

[0152]

즉, D90/D50 입자 크기 분포 및 D50/D10 입자 크기 분포는 바람직하게는 동일한 값, 또는 서로 약 10% 이내, 더
욱 바람직하게는 서로 약 5% 이내로 동일한 값에 가깝다.

[0153]

지지재료는 중합 또는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제공하고, 상기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전하 조절제 및 선택적으로 열
흡수제 및/또는 다른 부가적인 첨가제와 용융 혼합하고 나서, 상기 설명된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를 가지
는 파우더를 얻기 위해 결과적인 재료를 그라인딩(grinding), 미분화(micronizing) 및/또는 분류(classifying)
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원한다면 높은 전단 하에, 유동성 조절제와 같은 몇 가지 추가적인 물질이 상기 제조
된 파우더에 혼합될 수 있다. 이것은 입자 크기 또는 입자 크기 분포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지지재료의
개개 입자 내에 유동성 조절제를 균일하게 분포, 피복, 부분적으로 매립시킨다.

[0154]

또한 제조된 지지재료, 및 특히 열가성 코폴리머는 상당히 부서지기 쉽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것은 지지재료
가 상품명 "FUSED DEPOSITION MODELING" 및 "FDM"의 미국 미네소타 에덴 프레리 소재 스트래터시스 사에 의해
개발된 압출기반 기술 등 필라멘트 기반 적층제조 기술에는 덜 바람직하지만,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을
위한 파우더 형태로 사용되기 유리하게 해준다. 제조된 지지재료의 부서지기 쉬운 성질은, 어떠한 보정 첨가제
없이 필라멘트 형태로 제공된다면, 압출기반 시스템의 소비형 컨테이너에서 액화기로 이동하는 동안 쉽게 균열
되거나 부서지게 될 것이다.

[0155]

제조된 지지재료는 그 다음 시스템(10)의 EP 엔진(12s)에 사용되기 위해 카트리지 또는 다른 적절한 용기에 충
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된 지지재료는 카트리지에 공급될 수 있고, 카트리지는 현상 스테이션(58)의 호
퍼에 교체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이 실시형태에서, 상기 제조된 지지재료는, 현상 스테이션(58)에 수용되어
있을 수 있는 캐리어 입자와 혼합되기 위해, 현상 스테이션(58)에 충진될 수 있다. 또한, 현상 스테이션(58)은
하우징, 전달 매커니즘, 통신 회로 등과 같은 일반적인 토너 현상 카트리지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0156]

현상 스테이션(58)에서 캐리어 입자는, 폴리머로 코팅된 스트론튬 페라이트 코어(strontium ferrite cores)를
가지는 캐리어 입자와 같이, 지지재료를 대전하기 위한 임의의 적절한 자화 가능한(magnetizable) 캐리어 입자
일 수 있다. 상기 코어는 일반적으로 지지재료의 입자 크기보다 커서, 평균적으로 약 20 마이크로미터에서 약
25 마이크로미터의 직경을 가진다. 폴리머 코팅은 원하는 지지재료의 Q/M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적절한
폴리머 코팅의 예시는 음의 대전에 대해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 methacrylate), PMMA), 또는 양
의 대전에 대해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oly(vinylidene fluoride), PVDF)을 포함한다. 현상 스테이션 또
는 카트리지(58)에서 캐리어 입자에 대한 지지재료의 적절한 중량 비율은 위에서 설명된 것들을 포함한다.

[0157]

선택적으로, 현상 스테이션(58)은 그 자체가 지지재료인 공급물을 수용하는 교체가능한 카트리지일 수 있다. 추
가적인 선택적 실시형태에서, EP 엔진(12s)은 그 자체가 지지재료인 공급물을 수용하는 교체가능한 장치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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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0158]

지지재료가

시스템(10)에

장전되면,

그

다음

시스템(10)은,

3D

부품(즉,

3D

부품(80))과

함께

지지

구조(예컨대, 지지 구조(82))를 인쇄하기 위해, 지지재료로 인쇄 작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지지 구조(82)의
층들(64s)은 EP 엔진(12s)을 이용하여 지지 재료(66s)로부터 현상되고, 현상된 부품 재료(66p)와 함께 벨트(2
2)를 통해서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20)로 전달될 수 있다. 부품 및 지지재료는 유사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Q/M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벨트(22)는 층들(64p, 66p)을 정전기적으로 동일한 크기 및 부호의 바이어스
(biases)로 끌어당길 수 있다.
[0159]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에 도달하면, (층(64p)과 층(64s)의) 결합된 층(64)은 적층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3D 부품(80)과 지지 구조(82)를 적층 방식으로 인쇄하기 위해 가열되고 트랜스퓨즈된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
이, 부품 및 지지재료는 유사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열 특성 및 용융 레올로지를 가지기 때문에, 부품 및
지지재료는 별개의 서로 다른 열적 트랜스퓨전 단계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단일의 단계에서 트랜스퓨즈될 수 있
다. 또한, 지지재료의 제조단계 중의 이전의 무수물 전환 단계는 지지재료가 레이어 트랜스퓨전 단계 중에 추가
적으로 무수물 전환 반응을 바람직하지 않게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부품 품질을 손
상시킬 수 있다.

[0160]

또한, 지지재료는 부품재료, 특히 ABS 부품재료에 양호한 접착력을 나타낸다. 이것은 지지구조(82)가 생성 플래
튼(68)에 3D 부품(80)의 층들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냉각시킬 때 3D 부품(80)에 인가될 수 있는 컬
링 응력(curling stresses) 및 왜곡을 감소시킨다. 또한, 3D 부품(80)에 대해 양호한 돌출 지지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0161]

조성적으로, 결과적인 지지구조(예컨대, 지지구조(82))는 열가소성 코폴리머, 전하 조절제 및 선택적으로, 임의
의 열 흡수제, 유동성 조절제 및/또는 임의의 추가적인 첨가제를 포함한다. 또한, 원한다면,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20)를 이용한 트랜스퓨전 단계는, 미국 미네소타주 에덴 프래리 소재의 스트라타시스 사에 의해 개발
된 상품명 "FUSED DEPOSITION MODELING" 및 "FDM"인 압출 기반 기술과 같은, 다른 융합 기반 적층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지지재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부품 밀도를 제공할 수 있다.

[0162]

부가적으로, 지지구조에서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시스템(10)(즉, 인쇄 이전에)에 제공된 지지재료의 것과 실질적
으로 동일한 카르복시산기-대-무수물기 비(group-to-anhydride group ratio)를 가진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
이, 이것은 지지재료의 제조 중에 수행된, 바람직하게는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카로복시산기를 무수물기로 가능
한한 완전한 정도로 전환시키는, 무수물 전환단계에 기인한다. 또한, 상기 지지구조는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알칼리 수용액과 같은 수용액에 용해될 수 있어, 핸즈프리 지지구조 제거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

[0163]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지지재료는 마틴의 미국 특허출원 13/944,472호에 개시된 ABS 부품재료와
함께 사용되기 특히 적절하다. 예컨대, 상기 ABS 부품재료는 ABS 코폴리머, 전하 조절제, 열 흡수제 및 선택적
으로 유동성 조절제와 같은 하나 이상의 부가적인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 ABS 코폴리머는 바람직하게는 아크
릴로니트릴 유닛(아크릴로니트릴로부터 유래), 부타디엔 유닛(부타디엔으로부터 유래) 및 방향족 유닛(에틸렌성
-불포화 방향족 모노머, 바람직하게는 스티렌으로부터 유래)을 포함한다.

[0164]

(지지구조의 제거에 앞서서) 집합적으로, ABS 부품재료로부터 인쇄된 3D 부품(예, 3D 부품(80)) 및 본 발명의
지지재료로부터 인쇄된 지지구조(예, 지지구조(82))는 3D 부품 및 지지구조가 서로 부착된 "물체(object)로서
공급될 수 있다.

3D 부품으로부터의 지지구조의 제거에 앞서서, 상기 지지구조는 3D 부품의 돌출부 구조

(overhanging features), 3D 부품에 존재하는 상당한 각도의 경사(significant angular slopes), 작은 오리피
스 또는 조절된 다공 구조 등, 3D 부품에서 섬세한 구조를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인 영역 및 일부 경우에는 3D
부품을 측면에서 둘러싸는 것이 필요한 영역을 지지할 수 있다.
[0165]

특성 분석 및 특성화 절차

[0166]

(PROPERTY ANALYSIS AND CHARACTERIZATION PROCEDURES)

[0167]

여기에 설명된 부품 및 지지재료의 다양한 특성과 특징이 하기에 설명된 다양한 테스트 절차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0168]

1. 유리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0169]

유리전이온도는 시차 주사 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 ASTM D3418-12e1을 사용하는 고전
적인 ASTM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되고, 섭씨 온도로 기록된다. 테스트는 일본 도쿄의 세이코 인스트루먼트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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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SEIKO EXSTAR 6000"으로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DSC 분석기로, 지지 재료 코폴리머 10 밀리그램 시
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데이터는 역시 일본 도쿄의 세이코 인스트루먼트 사의 상품명 "DSC Measurement V
5.7" 및 "DSC Analysis V5.5"로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테스트를 위한
온도 프로파일은, (i) 25℃에서 160℃로의 가열 속도 10 칼빈/분(Kelvin/minute)(제1 가열기), (ii) 160℃에서
20℃로의

냉각속도 10

칼빈/분(Kelvin/minute),

및 (iii)

20℃에서 260℃로의 가열 속도 10

칼빈/분

(Kelvin/minute)(제2 가열기)를 포함한다. 유리 전이 온도는 제2 가열기(iii)의 열 흐름 특성(heat flow
characteristics)만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0170]

2.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

[0171]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레아 소재 베크만 쿨터 사의 상품명 "COULTER MULTISIZER
II ANALYZER"로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입자 크기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입자 크기는 D50 입자
크기, D10 입자 크기 및 D90 입자 크기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체적 기준(volumetric-basis)으로 측정된다. 예를
들면, 입자 시료에 대해 10.0 마이크로미터의 D50 입자 크기는, 시료 중 입자의 50%가 10.0 마이크로미터보다
크고, 시료 중 입자의 50%는 10.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입자 시료에 대해 9.0
마이크로미터의 D10 입자 크기는, 시료 중 입자의 10%는 9.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입
자 시료에 대해 12.0 마이크로미터의 D90 입자 크기는, 시료 중 입자의 90%는 12.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다는 것
을 의미한다.

[0172]

입자 크기 분포는 D90/D50 분포 및 D50/D10 분포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면, 10.0 마이크로미터의 D50 입
자 크기, 9.0 마이크로미터의 D10 입자 크기 및 12.0 마이크로미터의 D90 입자 크기는, D90/D50 분포 1.2 및
D50/D10 분포 1.1을 제공한다.

[0173]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기하 표준 편차 σg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수학식 1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고, 여기서
D90/D50 분포 및 D50/D10 분포는 바람직하게는 동일 또는 동일한 값에 가깝다. D90/D50 분포와 D50/D10 분포의
근접도는 분포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D90/D50 분포 1.2 및 D50/D10 분포 1.1은 1.2/1.1=1.09의 비
율 또는 대략 9% 차이를 제공한다.

[0174]

3. 마찰전기적 대전

[0175]

시스템(10)과 같은 전자 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파우더계 재료의 마찰전기 또는 정전기
대전 특성(charging properties)은 다음의 기술로 결정될 수 있다. 파우더계 재료의 테스트 시료 7 중량부가 캐
리어 입자 93 중량부와 함께 깨끗한 건조 유리병에서 교반된다. 캐리어 입자는 자화된 22-마이크로미터 코어의
스트론튬 페라이트를 포함하고, 스트론튬 페라이트는 폴리머 코팅제 1.25 중량%로 코팅되는데 음의 대전
(negative charging)을 위해서는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로, 양의 대전(positive charging)을 위해서
는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VDF)로 코팅된다.

[0176]

파우더계 재료와 캐리어 입자의 혼합물은 캐리어 입자와 파우더계 재료의 완전한 혼합 및 Q/M 비율의 평형을 보
장하기 위해 25℃에서 45분간 자 롤러(jar roller)에서 교반된다. 상기 혼합과정은 부품 및 지지 재료가 캐리어
입자에 부가될 때 전자 사진 엔진의 현상 스테이션에서 발생하는 혼합 공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0177]

그 다음 혼합물 시료는 TEC-3 마찰전기 전하 분석기(TEC-3 Triboelectric Charge Analyzer)(미국 뉴욕 페어포
트 소재의 토리 파인즈 리서치(Torrey Pines Research)로부터 시판)로 정량적으로 분석된다. 상기 분석기는 캐
리어 입자 표면으로부터 정전기성(electrostatic) 파우더를 떼어내기 위해 전기장을 이용하고, 하부 전극에 (자
화가능한 또는 영구적으로 자화된) 캐리어 비드(beads)를 구속하기 위해 회전하는 고강도 평면 다극 자석
(rotating high-strength, planar multi-pole magnet)을 사용한다.

[0178]

(시료 파우더과 캐리어 입자의) 혼합물 시료 0.7 그램이 깨끗한 스테인레스 스틸 디스크 상에 놓여지고, 상기
디스크는

인가된

전계의

영향하에,

갭을

가로질러

정전

플레이트-아웃

실험(electrostatic

plate-out

experiment across a gap)에서 하부 전극으로 기능한다. 상기 하부 전극은 회전하는 다극 자석 위에 위치 및 장
착되고, 깨끗한 상부 플레이트 디스크 전극이 상기 하부 플레이트의 위에, 그것에 평행하게, 전극들의 주변에
절연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상품명 "TEFLON"의 PTFE)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상
부 및 하부 전극 플레이트 사이에 5 밀리미터로 조절된 갭을 제공하도록, 단단히 장착된다.
[0179]

파우더가 음으로 대전될 예정인 경우, +1,500 볼트의 직류 전압이 전극에 인가되고, 자석 교반기(magnetic
stirrer)가 1500rpm으로 회전하도록 작동되어, 테스트 하의 캐리어와 파우더를 측정 중에 하부 전극 상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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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다소 교반되도록, 완만하게 유지한다. 선택적으로, 파우더가 양으로 대전될 예정인 경우, 음의 바이어
스 전압 -1,500 볼트가 인가된다. 어느 경우이던지, 정해진 시간에 걸쳐 상기 인가된 전계는 파우더/캐리어 혼
합물에서 파우더가 캐리어로부터 스트립되고, 상부 전극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0180]

테스트에서 스트립된 파우더는 상부 전극에 증착되고, 상부 플레이트 상에 유도된 축적 전하는 전위계를 이용하
여 측정된다. 상부 전극으로 이동된 파우더의 중량이 측정되고, 원래의 캐리어 파우더 혼합물에서의 이론적 퍼
센티지와 비교된다. 캐리어는 그것을 구속하는 자기력으로 인해 하부 플레이트 상에 남아 있다.

[0181]

상부 플레이트 상의 전체 전하량과 이동된 정전기 파우더의 알고 있는 중량은 테스트 파우더의 Q/M 비율을 계산
하고, 캐리어 비드와 혼합된 원래의 이론적인 양에 따라, 모든 정전 파우더가 캐리어로부터 이동되었는지 확인
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상부 플레이트로 파우더가 완전히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파우더 이동 과정의 퍼센트
효율이 측정된다.

[0182]

4. 파우더 유동성

[0183]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부품 및 지지 재료는 양호한 파우더 유동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보충 공
급 중에 부품 또는 지지 재료의 막힘 또는 유동 제한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상 스테이
션에서 캐리어 입자에 부품 또는 지지 재료의 공급이 방해될 수 있다. 시료 재료의 파우더 유동성은 "양호한 흐
름" 또는 매우 양호한 흐름"을 가진다고 평가되는, 2차원 전자 사진 공정에서 사용되는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토너와 비교하여, 시각적으로 파우더의 유동성을 관찰함으로써 정성적으로(qualitatively) 측정될 수
있다.

[0184]

5. 용융 레올로지(Melt Rheology)

[0185]

바람직하게는, 부품 및 지지 재료의 용융 레올로지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각각의 코폴리머의 용융 레올로지와 동
일하며, 바람직하게는 다른 첨가제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전자
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예컨대, 시스템(10))에 사용하기 위한 부품 및 지지 재료는 바람직하게는 유사한
용융 레올로지를 가진다.

[0186]

본 발명의 부품 및 지지 재료, 및 그들 각각의 코폴리머의 용융 레올로지는 어떤 온도 범위에 걸친 그들의 용융
유동 지수(melt flow indices)에 기초하여 측정된다. 상기 용융 유동 지수는 일본 도쿄의 시마쯔 사(Shimadzu
Corporation)의

상품명

"SHIMADZU

CFT-500D"

플로우테스터

캐필러리

레오미터(Flowtester

Capillary

Rheometer)로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레오미터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각 테스트 동안, 2 그램의 시료가 레
오미터의 표준 작동법에 따라 레오미터에 장전되고, 시료의 경미한 압착(slight compacting)을 유발하기 위해
시료의 온도가 50℃까지 증가된다.
[0187]

그 다음 온도가 50℃에서 5℃/min의 속도로 증가되어, 시료가 먼저 연화되면서 유동할 수 있도록 한다. 레오미
터는 레오미터의 피스톤이 실린더를 관통하면서 구동될 때, 작은 다이 오리피스(die orifice)를 관통하여 흐르
는 용융물질의 흐름 저항을 이용하여 시료의 점도를 측정한다. 레오미터는 실린더가 시료 용융물질을 모두 배출
할 때까지, 흐름이 시작되는 온도와 온도 증가의 결과로 흐름이 증가되는 비율(rate)인 연화 점(softening
point)을 기록한다. 또한, 레오미터는 램프(ramp)의 각 온도 지점에서 겉보기 점도(apparent viscosity)를 파스
칼-초(Pascal-seconds)로 계산한다. 이 데이터로부터, 예를 들면 도 6-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겉보기 점도 대 온
도 프로파일이 결정될 수 있다.

[0188]

6. 코폴리머 조성(Copolymer Composition)

[0189]

분자 조성 및 지지재료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각각의 산 및 무수물 함량은 양성자 핵자기 공명(NMR) 분광을 이용
하여 결정된다. 코폴리머 시료 준비는 약 40밀리그램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0.7밀리리터의 디메틸 술폭시드
(dmso)-d6 용매에 초음파처리를 이용하여 용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서 파우더, 펠렛 또는 큰 덩어리 형태
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용해를 도모하기 위해 미세한 입자로 분쇄된다.

[0190]

분광 데이터는 미국 매사추세츠 빌러리카 소재 브루커 사(Bruker Corporation)의 상품명 "BRUKER AV700"로 상업
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양성자 NMR 분광계 상에 기록되고, 상기 분광계에는 저온 탐침(cryoprobe)이 구비되어
있다. 상기 양성자 NMR 스펙트럼은 700.23 메가헤르츠(megahertz)로 기록되고, 시료 온도는 브루커 디지털 베리
어블 온도 유닛(Bruker digital variable temperature unit)를 사용하여 25℃로 유지된다.

[0191]

분석은 최초에 어떤 의미 있는 양의 다른 방향족 종(aromatic species) 또는 잔여 모노머를 제거하기 위해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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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세척함으로써 수행된다. 상기 세척단계는 씻거나 열가소성 코폴리머 시료를 헵탄 또는 헥산에 재-현탁(resuspending)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이후 진공 75℃에서 여과 및 건조 단계를 수행한다. 이것은 스펙트럼에서 주
요 신호의 정확한 적분(integrations)을 촉진한다.
[0192]

그 다음 두 개의 예비적 스캔이 세척된 시료에 대해 양성자 NMR 분광계를 이용하여 수행되고, 이는 정상 상태
(steady state)가 달성되도록 허용하며, 이후 32 코-에디드(co-added) 30-도(30-degree) 펄스 천이(pulse
transients)가 뒤따라 양호한 신호-대-노이즈 비(signal-to-noise ratio)를 유도한다. 각 펄스 취득 타임은,
총 리사이클 타임 4.94 초에 대해, 펄스간 2.0초의 지연으로, 2.94초이다. 데이터는 제로-필링(zero-filling)
및 0.2 헤르츠 선폭 확장 아포디제이션 함수(line broadening apodization function)를 이용하여 처리된다. 스
펙트럼

폭은

-2.0ppm에서

14ppm에

걸치면서,

16.0

ppm(parts-per-million)이다.

스펙트럼은

듀테로화

(deuterated)한 용매에서 잔여 양성자를 표시하고, 이는 2.50ppm에서 dmso-d6 용매에 대해 퀸텟(quintet)으로 발
생한다. 적분(Integrals)은 서로에 대해 상대적인 것이며 몰 기준(molar basis)이다.
[0193]

도 5는 스티렌, n-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메타크릴산으로부터 에탄올 용액 중합으로 중합된 예시적인 양성자 NMR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여기서 약 12ppm에서의 피크는 메타크릴산으로부터의 카르복시산기의 하나의 양성자에 기
인한 것이고, 약 7ppm에서의 피크는 스티렌 모노머로부터의 방향족 고리의 5개 양성자에 기인하며, 약 3.5ppm
내지 약 4.0ppm에서의 피크는 일반적으로 스펙트럼에서 잘 분석된 것으로, n-부틸 아크릴레이트로부터의 에스테
르기의 산소원자에 인접한 메틸렌기의 두 개의 양성자에 기인한 것이다.

[0194]

기준으로서 방향족 고리 피크를 5.0 양성자에 대해 적분하도록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들 세 개
영역에 대한 적분은 세 개의 모노머에 대한 몰 비가 계산될 수 있도록 하며, 스티렌 모노머(또는 다른 방향족
모노머) 모두가 폴리머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무수물 전환에 앞서서, 시작물질인 이론적인 모
노머의 몰 비에 대한, 코폴리머의 조성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이 스펙트럼으로부터, 임의의
무수물 전환된 물질의 스펙트럼에 비교하여, 약 12ppm에서의 피크에 대한 적분은 약 7.0ppm에서의 방향족 고리
피크에 비해 감소할 것이고, 여기서 7ppm에서의 방향족 고리 피크는 5.0 양성자에 대해 적분하도록 다시 의도적
으로 설정된다. 이로부터, 카르복시산기의 무수물기로의 퍼센트 전환이 계산될 수 있다. 무수물-전환 단계에서
코폴리머가 약 260℃ 위로 가열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면, 어떠한 코폴리머의 분해 또는 모노머의 손실도 일
반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0195]

7. 분자량

[0196]

지지재료 코폴리머의 분자량은 GPC 인스트루먼트를 이용한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GPC) 기술을 이용하여 결정
되고, 상기 GPC 인스트루먼트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용매 펌프, 완전 자동화 샘플링 장치, 분리
컬럼 및 굴절률(RI)-디텍터를 포함한다.

[0197]

코폴리머 시료는 10~15 밀리그램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벤조페논 0.1 중량%를 함유하는 3 밀리리터의 테트라하
이드로퓨란(THF) 용매에 용해하여 준비된다. 그 다음 상기 코폴리머 용액은 0.45 마이크론(micron) 필터를 통해
여과되고,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이 부피 기준 0.1% 첨가된 HPLC-급 THF 용매가 구비된 GPC 분광계의 분리 컬럼
을 통해 흘려진다. 상기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은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카르복시산기가 컬럼 패킹(packing)과 결
합 또는 상호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용리(elution) 시각에 차이가 초래될 수 있다.

[0198]

세 개의 분리 컬럼은 (i) 5-마이크로미터 스티렌-디비닐벤젠(SDV) 코폴리머 네트워크로 채워진 50밀리미터(mm)
x 13mm 컬럼, (ii) 102-옹스트롬 SDV 코폴리머 네트워크로 채워진 300 mm x 13 mm 컬럼, 및 (iii) 104-옹스트
롬 SDV 코폴리머 네트워크로 채워진 300 mm x 13 mm 컬럼을 포함한다. GPC 데이터는 내부 스탠더드(standard)로
서 벤조페논을 이용하여 용리 시각이 보정된 알려진 폴리스티렌 스탠더드에 대해 평가된다. 데이터는 미국 매사
추세츠 애머스트 소재 폴리머 스탠더드 서비스-USA(Polymer Standards Service-USA)의 상품명 "WIN GPC V
6.10"로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된다.

[0199]

8. 산가(Acid Value)

[0200]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산가 또는 총 산 함량(산 및 무수물기의 총합)은 적정(titration)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
정된다: 코폴리머 300밀리그램 시료가 30밀리리터의 분석-등급(analytical-grade) 에탄올 및 10.0밀리리터의
0.1N(normality) 수산화나트륨(NaOH) 용액에 용해된다. 테스트는 독일 마이니츠 소재 쇼트 사(Schott AG)의 상
품명 "H 62"로 시판되는 pH-감지성 전극(pH-sensitive electrode)이 구비된 동일 사의 상품명 "TITROLINE
ALPHA PLUS"로 시판되는 적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0.1N 염산(HCl)으로 전위차 적정(potentiometric t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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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0201]

각각의 테스트된 시료는 완전히 자동화된 동적 적정(dynamic titration) 절차에 의해 분석되고, 중복해서 테스
트된다. 데이터는 독일 마인츠의 쇼트 사로부터 또한 시판되는 상품명 "TITRISOFT"의 버전 2.5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평가된다. 이것은 과량의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여, 원래의 모든 산성 기능(acidic functions)이 나트륨
염으로 전환된 이후의

"역적정(back-titration)"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처음의 깨끗한 코폴리머 용액은 HCl 용

액이 첨가되는 동안 약간 탁해 지고, 이것은 약 pH 6~8 미만에서 관찰될 수 있다. 그러나 신호(첨가되는 HCl의
부피와 pH-변화의 도함수(derivative))의 평가는 이 적정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0202]

실시예

[0203]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경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므로, 본
발명은 다음의 실시예로 더욱 특정하여 설명되어지지만, 이는 단지 예시로서 의도된 것이다.

[0204]

1. 실시예 1

[0205]

실시예 1-6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들은 각각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되었으며, 코폴리머의 분자량을 특정하게 변형
하기 위하여 중합 개시제의 양을 달리하였다. 그 방법은, 각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질소가스 라인을 위한 인렛
튜브, 리플럭스 컨덴서 및 기계적 스티러를 장착한 250-밀리리터 3-넥 플라스크에, 17.0그램의 스티렌 (모노머
의 34중량%), 12.5그램의 n-부틸 아크릴레이트(모노머의 25중량%) 및 20.5그램의 메타크릴산(모노머의 41중량
%)을 에탄올 35.0그램과 함께 충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모노머들은 각각 피셔 사이언티픽 사(Fischer
Scientific, Inc., Pittsburgh, PA.)로부터 "ACROS ORGANICS" 이라는 상품명으로 상용화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0206]

수득된 결과물 모노머 용액은, 액체를 통해 질소 가스를 버블링하여 30분 동안 퍼지하였으며, 질소의 느린 흐름
이 전체 중합 과정 동안 유지되었다. 플라스크를 82℃로 유지된 예열된 오일배쓰에 위치시키고, 10분 후에, 중
합개시제를 반응혼합물에 최초로 가하였다. 중합개시제는 물에 디벤조일 퍼옥사이드의 40% 현택액으로, 악조 노
벨 사(Akzo Nobel N.V.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상품명 "PERKADOX L-W40"로 시판되고 있다.

[0207]

중합 반응의 결과물을 82℃에서 2시간동안 교반하였다. 그 기간 이후 점성 생성물(viscous product)이 형성되었
다. 이후 반응 혼합물에 중합개시제를 두번째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82℃에서 2시간 동안 더 교반하고, 이
어서 중합개시제를 세번째 첨가하였다. 이어 중합이 계속되도록 추가적으로 82℃ 에서 4시간 동안 두었다.

[0208]

표 1에 각각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첨가 동안 모노머에 가해진 디벤조일 퍼옥사이드 중합개시제의 양을 나타
내었으며, 세번의 각 단계에서의 개시제 첨가는 과도한 발열이 중합 반응 동안 발생되지 않거나 완화되도록 또
한 각 경우에서 완결까지 중합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표 1
[0209]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0210]

1
2
3
4
5
6

개시제-첫번째 첨
가 (mg)
450
585
676
1012
1520
1012

표 1
개시제-두번째
첨가(mg)
172
223
256
386
580
386

개시제-세번째 첨
가(mg)
172
172
172
172
172
172

개시제 총량(mg)
794
980
1104
1570
2272
1570

중합이 완료된 이후, 얻어진 점성의 폴리머 용액을 에탄올 35그램에 희석하여, 실온에서 냉각되도록 두었다. 다
음, 에탄올 내 코폴리머 용액을 격렬한 교반 하에 사이클로헥산 1.5리터에 침전시켰다. 바닥에 분리된 점착성
물질을 수득하였다.

과량의 사이클로헥산을 따라 내고 얻어진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기계적 교반기를 사용하여

2시간동안 500 밀리리터의 사이클로헥산으로 2회 교반하였다.
[0211]

이후 용매를 분리하고 점착성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100℃에서 하룻밤동안 진공 하에서 건조시켰다. 이후 유리상
(glassy)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회수하여 파우더 형태로 갈았다. 얻어진 파우더를, 일정한 중량이 얻어질때까
지 진공하에 100℃에서 건조하였다. 상기 언급한 코폴리머 조성 테스트 (Copolymer Composition Test)를 사용한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조성 분석은, 실시예 1-6 에서의 각 열가소성 코폴리머가 산 형태임을 보여주었으며, 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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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단위의 농도는 하기 표2에 나타내었다.

표 2
[0212]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0213]

스티렌
(중량 퍼센트)
36.0
35.5
34.0
34.5
34.0
34.0

1
2
3
4
5
6

표 2
부틸 아크릴레이트
(중량 퍼센트)
24.0
24.5
25.0
24.5
25.0
25.0

상기 언급한 분자량 테스트법에 따라 분자량을 측정하였다. 표 3에

메타크릴산
(중량 퍼센트)
40.0
40.0
41.0
41.0
41.0
41.0

산 형태의 실시예 1-6의 열가소성 코폴리머

에 대한, 얻어진 중량-평균 분자량 (Mw), 수-평균 분자량 (Mn), 및 이들의 비(Mw/Mn)를 나타내었다.

표 3
[0214]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0215]

1
2
3
4
5
6

분자량(Mw)
115,000
95,000
83,000
71,390
60,000
71,577

표 3
분자량 (Mn)
56,030
47,000
38,020
32,752
29,000
35,560

Mw/Mn
2.05
2.02
2.18
2.18
2.07
2.01

산 형태의 실시예 1-6 열가소성 코폴리머 각각의 유리전이온도와 퍼센트 수율을 측정하였으며, 퍼센트 수율은
중합 반응에 사용된 모노머들의 총 중량에 대비한 각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유리전이온
도를 상기 언급한 유리전이 온도 테스트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표 4에 산 형태의 각 실시예 1-6 의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유리전이 온도와 퍼센트 수율을 나타내었다.

표 4
[0216]
실시예
실시예 1
실시예 2
실시예 3
실시예 4
실시예 5
실시예 6

[0217]

표 4
퍼센트 수율
97%
> 98%
> 98%
> 98%
97%
> 98%

유리전이온도 (℃)
148
145
145
143
144
144

각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이후, 공기 순환 오븐에서 230℃로 30분 동안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가열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무수물 전환 단계로 이어진다. 무수물 전환 정도는 상기 언급한 코폴리머 조성물 테스트(Copolymer
Composition Test)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열가소성 코폴리머에서, 30분 동안 가열한 후에 추가적인

무수물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0218]

또한, 실시예 1-6(산과 무수물기의 합)의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산가를, 상기 언급한 산가 테스트(Acid Value
test) 에 따라 측정하였다. 또한 무수물 형태의 실시예 1-6의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유리전이온도를 상기한 유리
전이온도 ㅌ테스트(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est)에 따라 측정하였다. 표 5에 실시예 1-6의 코폴리머에
대한 퍼센트 무수물 전환율, 산가, 및 유리전이온도(무수물 형태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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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0219]

표 5
무수물 전환 퍼센트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0220]

1
2
3
4
5
6

65%
63%
61%
64%
64%
65%

산가
40.8
40.5
41
41.2
40.9
41.5

유리전이온도(℃)
(무수물 형태)
115
113
110
107
105
108

표 5에 나타낸 무수물 전환 퍼센트는 열가소성 코폴리머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무수물 전환"에 해당한다. 또
한 표 4(즉, 산 형태)에 나타낸 유리전이온도와 표 5(무수물 형태)에 나타낸 유리전이 온도의 비교는, 무수물
전환 단계가 수득된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유리전이 온도를 얼마나 낮추는지를 보여준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용융 레올로지(melt rheology)와 분자량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0221]

코폴리머들의 용융 레올로지에 분자량과 무수물 전환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 언급한
용융 레올로지 테스트법에 따라 실시예 1-6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테스트하였다. 도 6은 산 형태(즉 무수물 변
환 이전)인 실시예 1의 열가소성 코폴리머 샘플을 비교 목적으로 테스트한 것에 대하여, 얻어진 동적 점도
(dynamic viscosities) 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플롯이다. 또한 전하조절제 1중량% 와 카본블랙 열 흡수제 2.5
중량%를 포함하는 ABS 부품 재료도, 마틴의 미국 특허출원 제13/944,472 호 실시예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테스
트하였다.

[0222]

도 6에서 보듯이, 무수물 전환 단계는 실시예 1의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동적 점도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무수
물 형태의 실시예 1의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용융 레올로지는 ABS 부품 재료를 테스트한 것과는 여전히 다르다.
이에 비하여, 무수물 형태인 실시예 4와 6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ABS 부품 재료의 용융 레올로지와 가장 일치
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것은, 전자사진 기반 적층 제조 시스템(예를 들어 시스템 10)에서 ABS 부품 재
료로 인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지지재료 코폴리머인 코폴리머 조성물과 타겟 분자량을 나타낸다. 열적으로 안정
한 무수물 형태인 실시예 4와 6의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유리전이온도 또한 ABS 부품 재료와 잘 맞는다. (즉 약
106~108℃ 의 범위)

[0223]

2. 실시예 7 및 실시예 8

[0224]

상기 설명된 실시예 1-6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재료 테스트 및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으로 인쇄하기
위한 용도를 위해 소규모 배치(batches)로 제조되었다. 이에 비해, 실시예 7 및 8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본 발
명의 지지재료가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조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좀 더 대규모 방식으로 각각 제조되
었다. 공정은 독일 보흠의 엔텍스 러스트 & 미츠케 사(ENTEX Rust & Mitschke GmBH)의 상품명 "ENTEX"의 플래
너터리 롤러 압출기(Planetary Roller Extruder, PRE)로 시판되는, 폴리머 분리(isolation) 장치의 사용으로
수행되었다. PRE 장치는 중합이 완료될 때, 코폴리머 용액으로부터 에탄올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발
견되었다. 또한, PRE 장치는 상기 용매 제거 단계와 동시에 최대 무수물 전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
었다.

[0225]

실시예 7 및 8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제조하는 공정은 처음에 (PRE 장치와 별개의) 중합용기를 전처리 및 충진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것은 중합용기를 질소로 30분간 퍼지하고, 상기 중합용기를 느린 질소 스트림 하에서,
스티렌 122.4 킬로그램(모노머의 34 중량%), n-부틸 아크릴레이트 90.0 킬로그램(모노머의 25 중량%), 메타크릴
산 147.6 킬로그램(모노머의 41 중량%) 및 (메틸에틸케톤(MEK) 1 중량%를 함유하는) 에탄올 240.0 킬로그램으로
충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모노머들은 각각 피셔 사이언티픽 사(Fischer Scientific, Inc., Pittsburgh,
PA)의 상품명 "ACROS ORGANICS"로 구입할 수 있었다. 그 다음 60-80 rpm(revolutions-per-minute)의 속도로 중
합용기를 교반하기 시작했다.

[0226]

교반된 중합용기는 그 다음 모노머 용액의 경미한 끓음이 관찰(1.5~2 시간 후에 내부 온도가 약 85-86℃)될 때
까지 가열되었고, 내부 온도가 90℃에 도달하는 경우(반응 산물은 폐기될 것임) 비상 정지 절차가 준비되었다.

[0227]

모노머 용액은 그 다음 85~86℃에서 30분간 교반되었고, 이후에 82℃로 냉각되었다. 3.52 kg의 중합 개시제(악

- 31 -

공개특허 10-2016-0031015
조 노벨 사(Akzo Nobel N.V., Amsterdam, Netherlands)의 상품명 "PERKADOX L-W40"로 시판되는 물에 디벤조일
퍼옥사이드의 40% 현탁액)의 첫 번째 첨가가 0.25 리터의 헹굼 물과 함께 중합용기에 그 다음 충전되었다. 그
다음 모노머 용액이 86℃로 가열되었고 중합반응이 시작될 때까지 교반되었고, 이는 (약 20 내지 40분 후에) 콘
덴서(condenser)에서 용매의 적절한 환류(refluxing)를 유도하였다. (중합반응의 개시에 상응하여) 용매 환류가
관찰될 때, 중합용기의 내부 온도는 80℃로 설정되었고, 교반은 2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발열 효과는 다소 두드
러졌고, 이는 2 시간에 걸쳐 떨어졌다.
[0228]

그 다음 1.09 kg의 중합 개시제의 두 번째 첨가가 0.25 리터의 헹굼 물과 함께 중합용기에 충전되었다. 그 다음
중합용기가 추가 2시간 동안 교반되었다. 이 시간 동안, 경미한 발열 효과가 관찰되었다.

[0229]

그 다음 중합 개시제 1.09 kg의 세 번째 첨가가 0.25 리터의 헹굼 물과 함께 중합용기에 충전되었다. 그 다음
중합용기는 추가 2시간 동안 교반되었고, 그 시간 동안 거의 아무런 발열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0230]

중합반응이 완료된 후에, 얻어진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점성 코폴리머 용액에 제공되었다. 그 다음 60kg의 에탄
올 공급물이 상기 코폴리머 용액을 희석하기 위해 중합용기에 충전되었다. 내부 온도는 70℃로 떨어졌고, 이후
중합용기는 추가 1.5 시간 동안 교반되었다. 이 기간 후에, 교반은 계속되었고 중합용기로의 질소 흐름은 중단
되었다. 그리고 중합용기는 코폴리머 용액을 제거하기 위해 질소로 약 2.5~3.0 bar까지 가압되었다.

[0231]

위에 설명된 코폴리머 조성 테스트를 이용한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조성 분석은 실시예 7 및 8의 각각의 열가소
성 코폴리머가 산 형태(즉, 무수물기는 없음)라는 것과, 다음의 표 6에 나타낸 바와 같은 모노머 유닛 농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6
[0232]
실시예

스티렌
중량 퍼센트)

실시예 7
실시예 8

[0233]

(

표 6
부틸 아크릴레이트
중량 퍼센트)

35.0
35.5

25.0
23.5

(

메타크릴산
(중량 퍼센트)
40.0
41

산 형태의 실시예 7 및 8의 각각의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퍼센트 수율과 유리전이온도가 또한 측정되었고, 여기
서 상기 퍼센트 수율은 중합반응에 사용된 모노머의 총 중량에 대한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중량에 각각 기반하였
다. 유리전이온도는 위에 설명된 유리전이온도 테스트에 따라 측정되었다. 표 7은 산 형태의 실시예 7 및 8의
각 코폴리머에 대한 퍼센트 수율과 유리전이온도를 나타낸다.

표 7
[0234]
실시예
실시예 7
실시예 8

[0235]

표 7
퍼센트 수율
98%
> 98%

유리전이온도(℃)
145
145

그 다음 코폴리머 용액은 기어 펌프와 가열된 튜빙(tubing)을 이용하여 펌프 속도 약 50 리터/시(liters/hour)
로 중합용기에서 PRE 장치로 공급되었다. 코폴리머 용액을 공급하기 전에, 상기 PRE 장치는 중심 스핀들 속도
285 rpm으로, 세그먼트 1 및 2에 대해서는 설정온도 190℃, 세그먼트 3 및 4에 대해서는 설정온도 230℃, 세그
먼트 5 및 6에 대해서는 설정온도 220℃ 및 다이 노즐 플레이트(die nozzle plate)에 대해서는 설정온도 240℃
로 동작하도록 설정되었다.

[0236]

PRE로 공급된 코폴리머 용액은 처음에 거품성 갈색 물질로 노즐 상에 압출되었다. 상기 코폴리머 부분은 폐기되
었다. (수반된 버블로 인하여) 거의 백색의 코폴리머 거품이 노즐에서 관찰되자마자, 세그먼트 3 및 4는 점차적
으로 200 내지 300 밀리바(millibars)의 진공으로 조절되었다. 이것은 상기 압출물을 실질적으로 버블이 없는,
거의 무색의 가닥으로 변화시켰다. 거의 깨끗한 무색의 가닥이 관찰되었을 때 시작하여 15분 후에, 상기 압출물
가닥은 스테인레스 스틸의 냉각 벨트 상에 장착되었고, 펠리타이저(pelletizer)로 이송되었다. 이에 따라 펠리
타이저는 수용된 가닥을 펠렛으로 절단하였고, 펠렛은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 백(bag) 내에 밀봉되었다.

[0237]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중합이 완료된 때, 상기 PRE는 코폴리머 용액에서 에탄올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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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코폴리머 용액이 가닥을 압출하기 위해 PRE 장치에 공급되었을 때, 에탄올은 환류 응축기(reflux
condenser)를 통해 증류되었고 더 사용되기 위해 저장 탱크로 되돌려졌다. 따라서, 에탄올은 후속 중합반응에서
지지재료 코폴리머의 추가적인 양을 제조하기 위해 재활용될 수 있었다.
[0238]

또한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PRE 장치는 에탄올 제거 단계와 동시에 무수물 전환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위에 설명된 코폴리머 조성 테스트를 이용하여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조성을 분석함으
로써 확인되었고, 이는 각각의 열가소성 코폴리에 대해 최대 무수물 전환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0239]

또한, 실시예 7 및 8의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대한 산가(acid values)(산 및 무수물기의 합)이 위에 설명된 산가
테스트에 따라 결정되었고, 무수물 형태의 실시예 7 및 8의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유리전이온도도 위에 설명된
유리전이온도 테스트에 따라 측정되었다. 표 8은 실시예 7 및 8의 코폴리머에 대한 퍼센트 무수물 전환, 산가
및 유리전이온도를 나타낸다.

표 8
[0240]

표 8
실시예
실시예 7
실시예 8

[0241]

퍼센트
무수물 전환
63%
62%

산가
41.0
42.3

유리전이온도
(℃)
109
110

따라서, 이들 결과는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중합 및 분리가, 필요한 무수물 전환과 함께, 비용 효율적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한 재현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양산 규모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0242]

실시예 6-8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분자량과 무수물 전환이 코폴리머의 용융 레올로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된 용융 레올로지 테스트에 따라 추가로 테스트되었다. 도 7은 테스트에 대한 결과
적인 동적 점도(dynamic viscosities) 대 온도 그래프이고, 위에 설명된 ABS 부품재료 또한 테스트되었다.

[0243]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 무수물 형태인) 실시예 7 및 8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열 특성 및 용융 레올로
지에 대해 ABS 부품 재료와 잘 일치하였다. 따라서, 대량 제조는 ABS 부품재료에 대해 지지재료로 사용하기 위
해 열가소성 코폴리머를 생산하는데 적합하였다. 이것은 PRE 장치로 얻어질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공정에 추가
된 것이다.

[0244]

3. 실시예 9-12

[0245]

실시예 7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또한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의 레이어 트랜스퓨전 단계 동안 파우더
융합을 증진하기 위해, 카본블랙 열 흡수제와 혼합되었다. 따라서, 실시예 9-12의 지지재료는 실시예 7의 열가
소성 코폴리머와 2.5 중량%의 카본블랙을 포함하였고, 상기 카본블랙은 카봇 사(Cabot Corporation, Boston,
MA)의 상품명 "REGAL 330"으로 시판되는 것을 이용하였다. 상기 카본블랙은 트윈 스크류 압출(twin screw
extrusion)에 의해, 다른 온도, 즉, 실시예 9에 대해서는 160℃, 실시예 10에 대해서는 180℃, 실시예 11에 대
해서는 200℃, 실시예 12에 대해서는 230℃에서,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용융-혼합되었다. 열가소성 코폴리머에
카본블랙을 압출 용융-혼합의 결과로서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분자량에 어떠한 강등도 초래되지 않았음이 확인되
었다.

[0246]

실시예 7-12의 지지재료는, 분자량과 무수물 전환이 지지재료의 용융 레올로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
기 위해, 위에 설명된 용융 레올로지 테스트에 따라 측정되었다. 도 8은 테스트에 대한 결과적인 동적 점도 대
온도 그래프를 나타내며, 상기 설명된 ABS 부품재료 역시 테스트되었다.

[0247]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본블랙(2.5 중량%)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지재료의 용융 레올로지에 어떠한 의미있
는 해로운 효과도 가지지 않으며, 실시예 8-12의 지지재료는 여전히 열 특성 및 용융 레올로지에 있어서 ABS 부
품재료에 잘 일치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에 사용하기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
진 농도로 카본블랙을 포함시키는 것은, 결과적인 지지재료가 ABS 부품재료의 용융 레올로지 뿐 아니라, 지지재
료인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용융 레올로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용융 레올로지를 가지도록 허용한다.

[0248]

4. 실시예 13-15

[0249]

실시예 7의 열가소성 코폴리머는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에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입자 크기 및 입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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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분포를 얻기 위해, 또한 그라인딩(grinding) 및 미분화(micronization) 처리되었다. 이는 실시예 7의 열가소
성 코폴리머를 약 300-마이크로미터 크기로, 큠버랜드 사(Cumberland, Inc., New Berlin, WI)의 시판 제립기
(granulator)를 이용하여 그라인딩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실시예 13으로,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프리-그라인드
(pre-grind)가 순수한 형태(neat form)(즉, 혼합되지 않음)로 사용되었다.
[0250]

실시예 14로,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프리-그라인드가 40-리터 "HENSCHEL" 블렌더(체펠린 라이멜트 사(Zeppelin
Reimelt GmbH, Kassel, Germany)에서 시판)에서 2.5 중량%의 카본블랙과 혼합되었고, 상기 카본블랙은 카봇 사
(Cabot Corporation, Boston, MA)의 상품명 "REGAL 330"로 시판되는 것을 사용하였다.

정상 상태 조건에서 용

융 배합 중에 얻어진 평균 온도는, 부분(zone) 1에서 164℃, 부분 2에서 164℃, 부분 3에서 166℃, 부분 4에서
182℃ 및 다이(die) 온도 177℃ 이었다.
[0251]

실시예 15로, 열가소성 코폴리머의 프리-그라인드가 실시예 14에 대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혼합, 압출, 그라
운드(ground) 및 스크린(screened) 되었고, 여기서 상기 혼합물은 열가소성 코폴리머, 2.5 중량%의 카본블랙 및
1.0 중량%의 전하 조절제(디-티-부틸 살리실레이트(di-t-butyl salicylate)의 아연 착체)를 포함하였다. 표 9는
실시예 13-15에 대한 재료 농도를 나타낸다.

표 9
[0252]

표 9
실시예
실시예 13
실시예 14
실시예 15

[0253]

코폴리머
(중량 퍼센트)
100.0
97.5
96.5

카본블랙
(중량 퍼센트)
0.0
2.5
2.5

전하 조절제
(중량 퍼센트)
0.0
0.0
1.0

각 지지재료는 그 다음 알파인 제트 밀(Alpine Jet Mill)(Model No. 100 AFG)에서 에어-제트 밀링(air-jet
milling)에 의한 미분화 및 분류 처리되었고, 상기 알파인 제트 밀은 알파인 "TURBOPLEX" ATP 에어 분류기(Air
Classifier)와 함께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호소카와 미크론 사(Hosokawa Micron Ltd., Cheshire, England)로
부터 시판된다. 상기 에어 분류기는 다중-휠 설계를 구비하여, 주변 속도(peripheral speed), 또는 분류 휠의
속도 및 분류 휠을 관통하는 공기 흐름의 반경방향 속도(radial speed)의 함수로서 파우더의 분류를 용이하게
한다. 파우더의 분말도(fineness)는 분류기 휠의 속도를 변경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떨어진 재료는 분류기의
바닥으로 배출되고, 과대 입자들은 에어-제트 밀로 되돌려졌다. 미세분(Fines)은 에어백으로 옮겨졌다.

[0254]

각 지지재료는 정상상태(steady state)로 0.5 kg/hr의 그라인딩 속도(grinding rate)로 40시간 실행되었다. 얻
어진 파우더는 입자 크기 분포에서 특정 허용오차(tolerances)를 얻기 위해 두 단계의 분류기 처리되었다. 표
10에 보여진 바와 같은 입자 크기 사양(체적 기준으로 보고됨)을 제공하기 위해, 분류기 휠의 최적 속도는
10,000 rpm으로 설정되었다.

표 10
[0255]

[0256]

표 10
실시예

D10

D50

D90

D50/D10

D90/D10

타겟 사양
실시예 13
실시예 14
실시예 15

10.0
10.1
10.2
10.3

12.0
12.2
12.3
12.5

14.4
14.4
14.4
14.7

1.2
1.2
1.2
1.2

1.2
1.2
1.2
1.2

퍼센트 수율
(중량기준)
--42%
55%
62%

표 10에 보여진 바와 같이, 실시예 13-15의 재료는 사양 및 실험오차 내의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를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는 ABS 부품재료의 것과 거의 동일하
였다. 용융 점도(Melt viscosity) 대 온도 프로파일이 또한 실시예 13-15의 각 재료에 대해 측정되었고, 각각은
실시예 11(2.5 중량% 카본블랙 함유 및 200℃에서 용융처리)의 코폴리머에 대해 위에서 설명된 용융 레올로지
커브에 대한 실험오차 내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0257]

7. 실시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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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

열가소성 코폴리머, 카본블랙 열 흡수제 및 전하 조절제를 함유하는 실시예 15로부터 분류된 지지재료 파우더는
다음으로 유동성 조절제로 표면 처리되었다. 이것은 실시예 15로부터 분류된 400 그램의 파우더를, 에보니크 사
(Evonik Industries AG, Essen, Germany)의 상품명 "AEROSIL R972"로 시판되는 2 그램의 디메틸디클로로실란처리된 흄드 실리카와 함께, 스테인레스 스틸 미니 "HENSCHEL" 블렌더(체펠린 라이멜트 사(Zeppelin Reimelt
GmbH, Kassel, Germany)에서 시판)에 충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혼합물은 그 다음 수차례의 30-초 가동/30초 정지(30-second on/30-second off)의 고전단 고속 블렌딩 사이클로 혼합되었다. 결과적인 실시예 16의 지지
재료는 실시예 15의 원래의 파우더에 비교할 때, 상당히 개선된 흐름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는 실시예 15의 파우더와 동일하였다.

[0259]

8. 실시예 13-16에 대한 마찰전기 대전 테스트

[0260]

실시예 13-16의 지지재료는 위에 설명된 마찰전기 대전 테스트에 따라 마찰전기 대전 분석되었다. 각각의 시료
는 음의 전하를 제공하는 PMMA 코팅된 캐리어 입자를 이용하여 테스트되었다. 표 11은 실시예 13-16의 지지재료
에 대한 마찰전기 대전 테스트의 결과를 나타낸다.

표 11
[0261]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실시예

[0262]

13
14
15
16

캐리어입자 코팅
PMMA
PMMA
PMMA
PMMA

표 11
Q/M 비 (μC/g)
- 38 ±1
- 18 ±1
- 30 ±1
- 32 ±1

이행시간 (초)
> 420
150
120
45

이행효율
95%
95%
98%
98%

표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지재료의 Q/M 비율은 사용된 캐리어 입자의 타입에 의존하였다. 또한, 가장 빠른
이행시간(transit times) 및 가장 큰 파우더 이행 효율은 내부 첨가제로서 전하 조절제와 카본블랙의 조합 및
파우더 유동성 표면 첨가제(즉, 실시예 16)로서 유동성 조절제를 사용하여 달성되었다.

[0263]

9. 실시예 16을 이용한 인쇄실행

[0264]

실시예 16의 지지재료는 (히터(74)가 없는) 시스템(10)에 상응하는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을 사용하여,
ABS 부품재료로 3D 부품이 인쇄되는 것과 함께 지지구조를 인쇄하는데 사용되었다.

ABS 부품재료는

마틴의 미

국 특허출원 13/944,472호의 실시예 5에 설명된 바와 같이, ABS 코폴리머, 1 중량%의 전하 조절제, 2.5 중량%의
카본블랙 열 흡수제 및 0.5 중량%의 유동성 조절제를 포함하였다.
[0265]

주어진 인쇄 실행시간 동안, 3D 부품의 디지털 모형이 다수의 층으로 분할되었고, 지지 층들이 그 다음 3D 부품
의 돌출된 영역을 지지하기 위해 생성되었다. 분할된 층들에 대한 인쇄 정보가 그 다음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에 전달되었고, 그 다음 3D 부품을 인쇄하도록 동작되었다.

[0266]

인쇄 실행 중에, ABS 부품재료 및 지지재료는 시스템의 EP 엔진을 이용하여 각각 충전 및 다수의 연속한 층으로
현상되었고, 여기서 현상 드럼은 각각 -500 볼트로 충전되었다. 전하 조절제와 유동성 조절제는 양호한 재료밀
도로 층들을 현상하기에 충분하였다. 그 다음 현상된 층들은 +450 볼트로 충전된 중간 드럼으로 전달되었고, 그
다음 +2,000 볼트로 충전된 바이어싱 롤러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전사벨트로 전달되었다. 부품 및 지지재료 층은
그 다음 함께 시스템의 레이어 트랜스퓨전 어셈블리로 전달되었고, 또한 부품 및 지지재료의 Q/M 비율은 벨트에
대한 현상된 층들의 정전기적 인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였다.

[0267]

(히터(72)에 해당하는) 예열기에서, 각 층은 적외선 복사에 의해 약 180℃에서 약 200℃ 범위의 온도로 가열되
었다. 상기 가열된 층들은 그 다음 닙 롤러와 (3D 부품의 이전에 인쇄된 층들이 있는) 왕복운동 생성 플래튼 사
이에서 가압되었고, 여기서 닙 롤러는 200℃의 온도와 약 40 psi(pounds/square-inch)의 평균 닙(nip) 압력으
로 유지되었다. 각 층은 성공적으로 벨트로부터 전사되어 3D 부품/지지 구조의 상면에 부착된 채 남아 있었다.
닙 롤러를 통과한 후에, 3D 부품/지지 구조의 상면은 그 다음 상기 층들을 더 트랜스퓨즈(transfuse)하도록 포
스트-히터(포스트-히터(76)에 대응)로 가열되었고 그 다음 에어 제트로 냉각되었다. 이 공정은 3D 부품/지지 구
조의 각 층에 대해 반복되었다.

[0268]

인쇄 실행이 완료된 후에, 3D 부품/지지구조는 시스템으로부터 이동되었고, 육안 검사시 양호한 부품 해상도를
나타내었다. 3D 부품/지지 구조는 그 다음 스트래터시스 사(Stratasys, Inc., Eden Prairie, MN)의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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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WASH"로 시판되는 지지구조 제거 시스템에 놓여졌다. 상기 지지구조 제거 시스템은 결합된 3D 부품/지지구
조를 표준 작업 시간 동안 교반 하에 알칼리 수용액 처리한다. 완료되면, (실시예 16의 지지재료로부터의 지지
구조)는 ABS 부품재료의 3D 부품으로부터 용해되어 없어진다.
[0269]

그리하여, 전자사진 기반 적층제조 시스템은 실시예 16의 지지재료 및 ABS 부품재료로부터 지지구조 및 3D 부품
을 성공적으로 인쇄하였다. 이는 부품 및 지지재료의 거의 동일한 용융 점도 대 온도 프로파일, 거의 동일한 유
리전이온도 및 거의 동일한 마찰전기적 대전 특성에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층들은 양호한
접착력을 가지고 빠른 인쇄 속도로 현상 및 트랜스퓨즈되면서, 3D 부품 및 지지구조가 짧은 인쇄 시간 및 얇은
층 두께로 인쇄되도록 허용하였다.

[0270]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이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들은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
를 벗어나지 않고 형태 및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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