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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자유
단을 갖는 가동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
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를 제공하는 단계와, 토출구로의 액체의 유동 방향에 대해 하류측
에 가동 부재의 자유단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기포는 가동 부재의 자유단을 변위시키며 토출구를 
향해 성장하여 액체를 토출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액체 토출 헤드, 액체 토출 장치 및 액체 토출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주요부의 개략적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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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주요부의 일부 절결된 개략적인 사시도.

제3a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액체 토출 상태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3b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액체 토출 상태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3c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액체 토출 상태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3d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액체 토출 상태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주요부의 개략적인 단면도.

제5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주요부의 개략적인 단면도.

제6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주요부의 일부 절결된 개략적인 사시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주요부의 개략적인 단면도.

제8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일부 절결된 개략적인 사사도.

제9a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에서 사용된 발열 소자 및 가동부 등의 개략적인 평
면도.

제9b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에서 사용된 발열 소자 및 가동부 등의 개략적인 평
면도.

제9c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에서 사용된 발열 소자 및 가동부 등의 개략적인 평
면도.

제10a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액체 토출 상태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10b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액체 토출 상태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10c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액체 토출 상태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10d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액체 토출 상태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11a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에서 발생된 기포로부터의 압력 전파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11b도는 종래의 액체 토출 헤드에서 기포로부터의 압력 전파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주요부의 개략적인 단면도.

제13a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개략적인 단면도.

제13b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개략적인 부분 평면도.

제14a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액체 토출 상태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14b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액체 토출 상태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15a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개략적인 단면도.

제15b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개략적인 부분 평면도.

제16a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부분 평면도.

제16b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17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개략적인 부분 사시도.

제18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개략적인 부분 사시도.

제19a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에서  사용  가능한  가동부의  형상의  일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평면도.

제19b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에서 사용 가능한 가동부의 형상의 다른 일 에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평면도.

제19c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에서 사용 가능한 가동부의 형상의 또 다른 일 예를 도시하는 개략적
인 평면도.

제20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와 함께 사용 가능한 가동부의 일 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평면도.

제21a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가동부의 형상의 일 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평면도.

제21b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가동부의 형상의 다른 일 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평면도.

제2lc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가동부의 형상의 또 다른 일 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평면도.

제22a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기판의 일 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22b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기판의 일 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제23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에 가해진 구동 펄스의 일 예를 도시하는 그래프.

제24a도는 본 발명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방법의 공정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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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b도는 본 발명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방법의 공정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24c도는 본 발명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방법의 공정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24d도는 본 발명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방법의 공정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24E도는 본 발명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방법의 공정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25a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와 함께 사용 가능한 홈 형성 부재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단계를 개
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제25b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와 함께 사용 가능한 홈 형성 부재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단계를 개
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제25c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와 함께 사용 가능한 홈 형성 부재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단계를 개
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제25d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함께 사용 가능한 홈 형성 부재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단계를 개
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제25e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와 함께 사용 가능한 흠 형성 부재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단계를 개
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제26a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방법의 다른 실시예의 공정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26b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방법의 실시예의 공정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26c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방법의 실시예의 공정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26d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방법의 실시예의 공정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27a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방법의 다른 실시예의 공정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27b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방법의 실시예의 공정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27c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방법의 실시예의 공정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27d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방법의 실시예의 공정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28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 카트리지의 분해조립된 사시도.

제29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개략적인 사시도.

제30도는 액체 토출 장치의 일 예의 블록 선도.

제31도는 액체 토출 기록 시스템의 일 예의 사시도.

제32도는 액체 토출 헤드 키트의 일 예의 개략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기판                                     2:발열 소자

3,4: 액체 유동 경로                   5:분리 벽(격벽)

6:가동부(가동 부재 )                 8 : 슬릿

11:토출구                                14:오리피스 판

24:필름                                    25:포토마스크

200: 액체 토출 헤드                  300: 주 컴퓨터

301: 인터페이스                       305:모터 구동기

306:구동 모터                          307: 헤드 구동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액체에 열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원하는 액체를 토출하는 액체 토출 헤
드, 액체 토출 헤드를 사용하는 헤드 카트리지,액체 토출 헤드를 사용하는 헤드 카트리지, 헤드 카트리지
를 사용하는 액체 토출 장치, 액체 토출 헤드 제조 방법, 액체 토출 방법, 기록 방법, 및 액체 토출 방법
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프린트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잉크 토출 헤드를 포함하는 잉크 제트 헤드 
키트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기포의 발생에 의해 이동가능한 가동 부재를 갖고 있는 액체 토출 헤드, 액체 토출 헤드
를 사용하는 헤드 카트리지, 및 헤드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액체 토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
은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가동 부재를 이동시킴으로써 액체를 토출시키는 액체 토출 방법 및 기록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프린터,  복사기,  통신  시스템을  갖고  있는  팩스  기계,  프린터부  등을  갖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 및 종이, 실, 섬유, 직물, 가죽, 금속, 플라스틱 수지 재질, 유리, 목재, 세라믹 등과 같은 기
록재 상에 기록이 행해지는 다양한 처리 장치 또는 처리 장치들과 결합된 산업용 기록 장치와 같은 기기
에 적용가능하다.

본 명세서에서, 기록(recording)은 특징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화상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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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특징 의미를 갖지 않는 패턴의 화상을 포함한다.

소위, 기포 제트형(bubble jet type)의 잉크 제트 기록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 이 방법은 잉크에 열과 같
은 에너지를 인가함으로써 순간적인 체적 변화를 야기시키는 순간적인 상태 변화(기포 발생)가 일어나서, 
상태 변화로 인한 힘에 의해 토출구를 통해 잉크를 토출함으로써, 잉크가 기록재 상에 토출 및 도포되어 
화상을 형성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4,723,129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기포 제트 기록 방법을 사용하는 기
록 장치는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토출구와, 토출구와 유체 연통하는 잉크 유동 경로와, 잉크 유동 경로에 
설치된 발열 소자로서의 전열 변환기를 구비한다.

그러한 기록 방법의 경우, 고품질의 화상이 고속 및 저소음으로 기록될 수 있고, 복수의 토출구들이 고밀
도로 설치될 수 있고, 따라서, 고해상도를 제공할 수있는 소형 기록 장치가 제공될 수 있고, 칼라 화상이 
쉽게 형성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기포 제트 기록 방법은 프린터, 복사기, 팩스 기계 
또는 다른 사무 기기에, 그리고 직물 인쇄 장치 등과 같은 산업용 시스템들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포 제트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최근, 그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에너지 사용 효율의 개선이 요구된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호막의 두께의 조정과 같은 발열 
소자의 최적화가 연구된다. 이러한 방법은 액체에발생된 열의 전파 효율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고화질 화상을 제공하기 위해, 잉크 토출 속도가 증가되고, 및/또는 기포 발생이 안정화되어, 더 우수한 
잉크 토출을 수행하는 구동 조건들이 제시되었다. 다른 예로서, 기록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액
체 유동 경로 속으로의 액체 충전(재충전) 속도가 증가되는 유동 통로 구성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일본국 공개 특허 출원 소화63-199972호는 예컨내, 제1a도 및 제1b도에 개시된 바와 같은 유동 통로 구조
물을 제시한다.

액체 챔버를 항한 배면파(back wave)의 관점에서, 그를 위한 제조 방법의 액체 경로 또는 통로 구조물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배면파는 액체 토출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로서 간주된다. 상기 구조물
은 액체의 일반적인 유동 방향에 대해 발열 소자(2)의 상류에 배치되어 통로의 천정부에 장착된 밸브(1
0)를 제시한다. 밸브는 천정부를 따라 연장하는 초기 위치를 취한다. 기포 발생 시에, 하방으로 연장하여 
밸브(10)에 의한 배면파의 일부를 억제한다. 밸브가 경로(3)에서 작동될 때, 배면파의 억제가 대체로 중
요하지 않다. 배면파는 액체의 토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다. 경로에서 배면파가 발생할 때, 액체를 직접 
토출하기 위한 압력이 이미 통로로부터 액체를 토출가능하게 만든다.

한편, 기포 제트 기록 방법에서, 잉크와 접촉한 발열 소자에 의해 가열이 반복되고, 그에 따라, 잉크의 
눌음(kogation)으로 인해 발열 소자의 표면 상에 연소된 재질이 도포된다. 그러나, 도포량은 잉크의 재질
에 따라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잉크 토출이 불안정해진다. 부가적으로, 토출되는 액
체가 열에 의해 쉽게 열화되는 것이거나 액체가 기포 발생이 충분치 않은 것인 경우에도, 액체는 성질 변
화없이 순조롭게 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국 특허 공개 소화61-69467호, 일본국 특허 공개 소화55-81172호 및 미합중국 특허 제4,480,259호는 
열에 의해 기포를 발생하는 액체(기포 발생 액체)의 경우와 토출되는 액체(토출 액체)의 경우에 대해 다
른 액체들이 사용되는 것을 개시하고 있다. 이들 공보들의 경우, 토출 액체로서의 잉크와 기포 발생 잉크
가 실리콘 고무 등으로 된 가요성 막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기포 발생 액체로부터 야기되는 압력을 가
요성 막의 변형에 의해 토출 액체로 전파하면서 토출 가 발열 소자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한 구조에 의해, 발열 소자의 표면 상으로의 재질의 도포의 방지 및 토출 액체의 선택 폭이 증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토출 액체 및 기포 발생 액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이러한 구조 덕분에, 기포 발생에 의한 압력이 
가요성 막의 팽창-수축 변형을 통해 토출 액체로 전파되므로, 가요성 막에 의해 압력이 아주 높은 정도까
지 흡수된다. 또한, 가요성막의 변형은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토출 액체와 기포 발생 액체 사이의 설비
에 의해 동일한 효과가 제공될지라도 에너지 사용 효율 및 토출력이 지하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주 목적은 발생된 기포가 신규한 방식으로 제어되는 잉크 토출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에너지 효율 및 토출 압력을 향상시키면서, 발열 소자상의 액체 내의 열 축적이 
현저히 감소되고 발열 소자 상의 잔류 기포가 감소되는 액체 토출 방법, 액체 토출 헤드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배면파로 인한 액체 공급 방향에 대향하는 방향의 관성력이 억제되는 동시에 메니
스커스(meniscus)의 신축 정도가 가동 부재의 밸브 작용에 의해 감소됨으로써 재충전 빈도가 증가되어 고
속 인쇄를 허용하는 액체 토출 헤드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발열 소자 상의 잔류 재질의 도포가 감소되고, 사용가능한 액체의 범위가 넓어지
고, 또한, 토출 효율 및 토출력이 현저히 감소되는 액체 토출 헤드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토출되는 액체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잉크 토출 방법, 액체 토출 헤드 등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액체 토출 헤드가 용이하게 제조되는 액체 토출 헤드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복수의 액쳬들을 공급하기 위한 액체 도입 경로가 소수의 부품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는 잉크 토출 헤드, 인쇄 장치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부가적인 목적은 소
형화된 액체 토출 헤드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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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액체 토출 헤드의 폐기를 허용하는 헤드 키트를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르면,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관을 제
공하는 단계와,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
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를 제공하는 단계와, 토출구로의 액체의 유동 방향
에 내해 하류측에 가동 부재의 자유단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기포는 가동 부재의 자유단을 변위시
키며 토출구를 향해 성장하여 액체를 토출시키는 액체 토출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제공하는 단계
와,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발열면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
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단계와, 토출구로의 액체의 유동 방향에 대해 하류측에 가동 부재의 
자유단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기포는 가동 부재의 자유단을 변위시키며 토출구를 향해 성장하여 
액체를 토출시키는 액체 토출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과, 
자유단을 갖고 있는 가동 부재와,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
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
드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과, 자유단을 갖
는 가동 부재와,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발열면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
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
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
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
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를  항하도록  가동  부재의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액체  토출  헤드로  공급되는  액체를  담기  위한  액체  저장부를  포함하는  헤드  카트리지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과, 자유단을 갖
는 가동 부재와,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발열면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
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에 가까운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
되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액체 
토출 헤드로 공급되는 액체를 담기 위한 액체 저장부를 포함하는 헤드 카트리지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
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
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형동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
와: 액체를 토출하도록 구동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구동 신호 공급 수단을 포함하는 액체 토출 장치가 제
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
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
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를  항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액체 토출 헤드로부터 토출되는 액체를 수용하도록 기록재를 반송하기 위한 반송 수단을 구비하
는 액체 토출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과, 자유단을 갖
는 가동 부재와,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발열면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
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
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액체를 
토출하도록 구동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구동 신호 공급 수단을 포함하는 액체 토출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과, 자유단을 갖
는 가동 부재와,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발열면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
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에 가까운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
되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액체 
토출 헤드로부터 토출되는 액체를 수납하도록 기록재를 반송하기 위한 반송 수단을 구비하는 액체 토출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
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
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액체 토출 헤드로 공급되는 액체를 담는 액체 저장부를 포함하는 헤드 키트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과, 자유단을 갖
는 가동 부재와,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발열면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
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된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
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액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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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헤드로 공급되는 액체를 담기 위한 액체 저장부를 포함하는 헤드 키트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를 갖는 토출구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토출구
로의 액체의 유동 방향에 대해 하류축에 가동 부재의 자유단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토출구 부재 
및 기판은 사이에 액체 경로를 한정하며 액체 경로 내에서 서로 교차되지 않으며; 기포는 가동 부재의 자
유단을 변위시키며 토출구를 향해 성장하여 액체를 토출시키는 액체 토출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
체를 토출하는 토출구를 갖는 토출구 부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된 때 발열면 근처
의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
며; 토출구 부재 및 기판은 사이에 액체 경로를 한정하며 액체 경로 내에서 서로 교차하지 않으며; 발열
면에 의해 발생된 열은 액체의 필름 비등을 야기하여 기포를 발생시키는 액체 토출 헤드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기록 시스템이 제공 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발열 소자의 발열면과 토출구 사이에 삽입된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가 발열면에 의
해 발생한 기포에 의해 발생한 압력에 의해 토출구를 항해 변위된다.

그 결과, 가동 부재는 그에 대향한 부재와 협동하고, 마치 발열면과 토출구 사이의 유체 연통 경로를 스
퀴즈하는 것처럼, 기포에 의해 발생한 압력을 토출구를 향해 집중시킨다. 그러므로, 액체는 기록재 상으
로 높은 토출 효율, 높은 토출력 및 높은 발사 정확도로 토출될 수 있다. 또한, 가동 부재는 배면파의 영
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므로, 액체의 재충전 성질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속 액체 토출 중
에 기포의 높은 반응성, 안정한 성장 및 액적의 안정한 토출 성질이 제공되어, 고속 기록 및 고화질 기록
을 수행한다.

기포를 발생시키기 용이하고 2 유동 경로 구조(two-flow-path-strecture)의 액체 토출 헤드에서의 눌음과 
같은 축적된 재질을 쉽게 생성하지 않는 액체를 사용함으로써, 토출 액체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또한, 
열에 의해 상대적으로 영향받는 액체는 영항없이 사용가능하다.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방법에 따르면, 그러한 액체 토출 헤드들은 적은 비용으로 소수의 부품
들에 의해 고정밀도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높은 토출 효율을 갖는 기록 시스템 또는 액체 토출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헤드가 재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목적,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
예들의 다음 설명을 고려할 때 더 명백해질 것이다.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기술하기로 한다.

(제1 실시예)

제1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제2도는 제1도의 액체 토출 헤드의 일부 절결된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본 실시예의 액체 토출 헤드는 소위 측면 슈터형 헤드(side shooter type head)이며, 토출구(11)는 발열 
소자(2)의 발열면에 대체로 평행하게 향해져 있다.

발열 소자(2)는 48 ㎛ x 46 ㎛의 크기를 가지며 열 발생 저항기의 형태이다. 발열 소자는 기판(1) 상에 
장착되며, 미합중국 특허 제4,723,129호에서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액체의 필름 비등에 의해 기포를 
발생하도록 사용되는 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토출구(l1)는 토출구 부분 재질인 오리피스 판(14)에 형성
된다. 오리피스 판(14)은 니켈로 형성되며 전자 성형(electro-forming)에 의해 제조된다.

액체 유동 경로(3b)는 액체를 유동시키기 위한 토출구(11)와 직접 유체 연결되도록 기판(1)과 오리피스 
판(14) 사이에 제공된다. 본 실시예에서, 토출된 액체로서 수계 잉크(water base ink, 물 및 에탄올의 혼
합액)가 사용되었다.

액체 유동 경로(3b)에는 열 발생 요소(2)를 덮도록 그리고 열 발생 요소를 향하도록 평판 외팔보 형태로 
가동부(6)가 제공된다. 본 명세서에서, 가동부(moVAble portion)는 가동 부재(moVAble member)라 하였다. 
가동부(6)는 열 발생 요소(2)의 발열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발열면의 상향 돌출 공간에 인접하게 위치 된
다. 가동부(6)는 금속과 같은 탄성 재질로 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 가동부는 5 ㎛의 두께를 갖는 니켈
로 되어 있다. 가동부(6)의 한 단부(5a)는 지지 부재(5b) 상에 지지되며 고정된다. 지지 부재(5b)는 기판
(1) 상의 감광 수지 재질을 패터닝함으로써 형성된다. 가동부(6)와 발열면 사이에, 약 15 ㎛의 간격이 제
공된다.

도면 부호 15a는 가동부(6)가 개방될 때 발열면에 보다 근접한 가동부(6)의 면 같은 면에 대향된 대향 부
재로서 벽 부재를 표시한다. 가동부(6)의 자유단(6a) 및 벽 부재(15a)는 슬릿(8)의 형태로 약 2 ㎛의 간
격으로 서로에 대향된다. 가동부(6)는 공통 액체 챔버로부터 공급 경로(4b) 및 가동부(6)를 통해 토출구
(11)로 액체의 유동에 대해 상류측에 고정단(받침점, fulcrum)을 가지며 하류측에 자유단(6a)을 갖는다. 
고정단(6b)은 가동부(6)의 개방 시 기부(받침점)로 기능한다.

본 실시예에서, 슬릿(8)은 가동부(6)가 변위되기 전 기포가 팽창되는 것을 방지할 정도로 충분히 좁다. 
따라서, 슬릿은 가동부(6) 주위로 형성되나 대체로 밀봉된 구조를 제공한다. 적어도 가동부(6)의 자유단
(6a)은 기포에 의한 압력이 미치는 구역 내에 배치된다. 제1도에서, a는 안정 상태의 가동부(6)의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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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토출구 측) 구역을 표시하며, b는 하부 측 (발열 소자 축) 구역을 표시한다.

열이 발열 소자(2)의 발열면에 발생될 때, 기포는 구역 b에 발생되며 가동부(6)의 자유단(6a)은 기포의 
발생 및 성장으로 야기된 압력에 의해 그리고 기포 자체의 팽창에 의해 기부(6b)가 받침점으로 기능하면
서 제1도의 화살표 방향으로, 즉, 구역 a를 향해 순간적으로 이동된다. 이에 의해, 액체는 토출구(11)를 
통해

토출된다.

제2도에서, 도면 부호 18은 전열 변환기(electrothermal transducer)인 발열소자(2)로 전기 신호를 가하
기 위한 배선 전극을 표시하며, 배선 전극은 기판(1)상에 장착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토출 작업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제3a도 내지 제3d도는 본 실시예
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토출 작동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제3a도 내지 제3d도에서, 지지 부
재(5b)는 단순화를 위해 생략되었다.

제3a도는 발열 소자(2)에 아직 전기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 즉, 발열 소자가 아직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태(초기 상태)를 도시한다.

제3a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자유단(6a)은 소정 크기의 슬릿(8)에 대향된다.

제3b도는 발열 소자(2)가 열을 방생시키도록 전기 에너지 등이 제공되며 필름 비등에 의해 기포(7)을 발
생시키며 기포가 성장하는 상태를 도시한다. 기포의 발생 및 성장으로부터 발생된 압력은 주로 가동 부재
(6)에 전파된다. 가동 부재(6)의 기계적인 변위는 토출구로부터 토출액의 토출에 기여한다.

제3c도는 기포(7)이 보다 성장한 상태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가동부(6)는 기포(7)이 성장하면서 
토출구를 향해 보다 변위된다. 가동부(6)의 변위에 의해, 토출구 측 구역 a 및 발열 소자 측 구역 b는 초
기 상태 보다 서로 훨씬 자유로이 연결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발열면과 토출구 사이의 유체 연결은 토출
구를 향해 기포 팽창력이 집중되도록 가동부(6)에 의해 적절한 정도로 폐쇄(choked)된다. 이러한 방식으
로, 기포의 성장으로부터 발생된 압력파는 상향으로 집중되어 전달된다. 제4b도와 함께 기술된 가동부
(6)의 기계적인 변위 및 압력파의 이러한 방향에 의해, 토출액은 높은 속도로 높은 토출 출력으로 또한 
액적(11a) 형태로 토출구(11)를 통해 높은 토출 효율로 토출된다(제3d도).

제3c도에서, 발열 소자 측 구역 b에서 발생된 기포의 일부는 토출구 측 구역a로 신장된다. 발열 소자(2)
의 발열면 또는 기판(1)의 연으로부터 가동부(6)로의 간격이 토출구 측 구역 a 내로 기포가 신장될 수 있
도록 선정되면 토출 출력은 보다 증가될 수 있다.

가동부(6)의 초기 위치 너머로 토출구를 향해 기포가 신장 가능하기 위해서는, 발열 소자 축 구역 b의 높
이가 최대 기포 상태의 높이, 특히, 수 ㎛ 내지 30 ㎛ 보다 작아야 한다.

제3d는 기포(7)이 내부 압력의 감소에 의해 붕괴되는 상태를 도시한다. 가동부(6)는 가동부 자체의 스프
링 성질에 의한 외복벽 및 기포의 집중으로부터 야기된 음압(negative pressure)에 의해 초기 위치로 복
귀된다. 이에 의해, 액체 유동 경로(3b)에는 토출된 양의 액체가 신속히 공급된다. 액체 유동 경로(3b)에
서, 기포에 의한 백 웨이브(back wave)의 영향은 거의 없으며, 가동부(6)의 폐쇄와 동시에 액체가 공급되
며, 따라서, 액체 공급은 가동부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다.

본 실시예의 액체 토출 헤드의 액체의 재충전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최대 부피에 도달된 후 기포(7)이 붕괴 과정에 있을 때, 소멸된 기포 부피를 보상하는 부피의 액체가 토
출구(11) 측 및 액체 유동 경로(3b) 측 모두로부터 유동된다. 가동부(6)의 초기 위치 너머의 상부 측(토
출구 측)에서의 기포의 부피는 W1이며, 하부 측(발열 소자 측)에서의 기포의 부피는 가동부(W1+W2)이다. 
가동부(6)가 초기 위치로 복귀된 때, W1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토출구에서의 메니스커스(meniscus)의 
후퇴는 정지되며, 그 후, W2를 유지하기 위한 보상은 가동부(6)와 발열면 사이의 액체 공급에 의해 주로 
수행된다. 이에 의해, 토출 시 메니스커스의 후퇴는 감소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부피 W2의 보상은 기포의 붕괴 시 압력 변화를 사용하여 주로 발열 소자의 발열면을 따라 
액체 유동 경로(3b)를 통해 수행되며, 따라서, 보다 신속한 재충전이 가능하다. 종래의 헤드에서 기포의 
붕괴 시 압력을 사용하여 재충전이 수행되는 경우, 메니스커스의 진동이 커서 화질이 악화되나, 본 실시
예에서는, 토출구 측 구역 a와 발열 소자 측 구역 b 사이의 연결이 방지되기 때문에 메니스커스의 진동은 
최소화될 수 있다.

이에 의해, 화질의 개선 및 고속 기록이 예상된다.

기판(1)의 면은 대체로 발열 소자(2)의 발열면과 같다. 즉, 발열 소자 면은 한 단 낮지 않다. 이러한 경
우에, 구역 b로의 액체의 공급은 기판(1)의 면을 따라 발생된다. 따라서, 발열 소자(2)의 발열면 상의 액
체의 정체는 방지되며, 붕괴되지 않은 잔여 기포 또는 용해된 가스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포가 
제거되며, 액체 내의 열 축`적(heat accmu1ation)은 너무 많지 않다. 따라서, 기포의 보다 안정된 발생이 
고속으로 반복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기관(1)의 면은 편편한 내벽으로 되어 있으나, 액체가 정체되
지 않으며 액체 내에서 와류가 발생되지 않는 정도의 매끄러운 면을 벽이 갖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2 실시예)

제4도는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다른 실시에의 주요부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제4도에서, 지지 
부재(5b)는 단순화를 위해 생략되었다.

본 실시예는 가동부(6)가 얇아서 보다 높은 가요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1 실시예와는 다르다. 이에 의
해, 제4도에서 파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기포에 의해 변위된 가동부(6)는 토출구(11)를 향해 약간 굽
허진다. 가동부가 가요성이 있으면, 가동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포 발생 압력으로도 큰 정도로 굽혀질 
수 있어서, 기포 발생 압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토출구로 향해질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도, 높은 토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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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및 높은 토출 효율의 액체 토출 헤드가 제공된다.

(제3 실시예)

제5도는 다른 실시예의 주요부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제6도는 제5도에서 도시된 액체 토출 헤드의 일부 
절결된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본 실시예의 헤드의 가동부(6)는 단일 구조가 아니라 한 쌍의 구조로 되어 
있다. 기포의 압력에 의해 가동부(6) 위에 배치된 토출구(11)를 향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쌍의 가동부
(6)가 배치된다. 기포 발생 압력이 토출구를 향해 효율적으로 향해지도록 하나의 가동부(6)는 가동 부재
로서 기능하는 한편 대향 부재로서 기능한다. 본 실시예에서도, 높은 토출 출력 및 높은 토출 효율의 액
체 토출 헤드가 제공된다.

(제4 실시예)

제7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액체 토출 헤드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제8도는 제7도의 액체 토출 헤드의 일부 절결된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본 실시예의 잉크 토출 헤드는 발열 소자(2)가 토출구(11)로 향해진 측면 슈터형 헤드(side shooter type 
head)이다. 발열 소자(2)는 48 ㎛ x 46 ㎛의 크기를 가지며 열 발생 저항기의 형태이다. 발열 소자는 기
판(1) 상에 장착되며, 미합중국 특허 제4,723,129호에서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액체의 필름 비등에 의
해 기포를 발생하도록 사용되는 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토출구(11)는 토출구 부분 재질인 오리피스 판
(14)에 제공된다. 오리피스 판(14)은 니켈로 형성되며 전자 성형(electro-forming)에 의해 제조된다.

제1 액체 유동 경로(3)는 토출구(11)와 직접 유체 연결되도록 오리피스 판(14) 아래에 제공된다. 반면, 
기층(1) 상에, 제2 액체 유동 경로(4)가 기포 발생액의 유동을 위해 제공된다. 제1 액체 유동 경로(3)와 
제2 액체 유동 경로(4) 사이에, 액체 유동 경로를 분리하기 위한 격벽 또는 분리 벽(5)이 제공된다. 분리
벽(5)은 금속과 같은 탄성 재질로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 분리 벽은 5 ㎛의 두께를 갖는 니켈로 되어 
있다. 분리 벽(5)은 제1 액체 유동 경로(3) 내의 토출액 및 제2 액체 유동 경로(4) 내의 기포 발생액을 
분리한다.

토출액은 토출액을 담는 제1 공통 액체 챔버(12)로부터 제1 공급 경로(12a)를 통해 제1 액체 유동 경로
(3)에 공급된다. 기포 발생액은 기포 발생액을 담는 제2공통 액체 챔버(13)로부터 제2 공급 경로(13a)를 
통해 제2 액체 유동 경로(4)로 공급된다. 제1 공통 액체 챔버(12) 및 제2 공통 액체 챔버(13)는 격벽(1
a)에 의해 분리된다. 본 실시예에서, 제1 액체 유동 경로(3)에 공급될 토출액 및 제2 액체공급 경로94)에 
공급될 기포 발생액은 모두 (에탄올 및 물의 혼합액인) 수계 잉크이다.

분리 벽(5)은 발열면에 수직한 발열 소자(2)의 발열면의 돌출된 공간의 일부에 인접하여 배치되며, 하나
는 가동 부재이며 다른 하나는 가동 부재에 대향된 대향 부재인 평판 외팔보 형상의 한 쌍의 가동부(6)를 
갖는다. 가동부(6) 및 발열면은 약 15 ㎛의 간극으로 배치된다. 가동부(6)의 자유단(6a)은 약 2 ㎛의 간
격(슬릿(8))으로 서로에 대해 대향된다. 가동부(6)의 개방 시 기부로서 기능하는 기부는 도면 부호 6b에 
의해 표시되어 있다. 슬릿(8)은 발열 소자(2)의 중심부 및 토출구(11)의 중심부를 연결한 선을 포함하는 
평면에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 슬릿(8)은 기포 성장 시 가동부(6)가 변위되기 전 가동부(6) 주위로 슬
릿(8)을 통해 기포가 신장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좁다. 적어도 가동부(6)의 자유단(6a)은 기포에 의한 
압력이 미치는 구역 내에 배치된다. 제7도에서, a는 안정 상태의 가동부(6)의 상부 측 (토출구 측) 구역
을 표시하며, b는 하부 측 (발열 소자 측)구역을 표시한다.

발열 소자(2)의 발열면에 열이 발생될 때, 기포는 구역 b에 발생되며, 가동부(6)의 자유단(6a)은 기포의 
발생 및 성장으로 야기된 압력에 의해 그리고 기포 자체의 팽창에 의해 기부(6b)가 받침점으로 기능하면
서 제7도의 화살표 방향으로, 즉, 구역 a를 향해 순간적으로 이동된다. 이에 의해, 토출구(11)를 통해 액
체가 토출된다.

기판(1) 상에 장착된 전열 변환기(electrothermal transducer)인 발열 소자(2)로 전기 신호를 가하기 위
한 배선 전극은 제2도에서 도면 부호 18로 표시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가동 부재(6)의 제2 액체 경로(4)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제9a도는 오리
피스 판(14) 측면으로부터 본 가동부(6)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제9b도는 분리 벽(5)으로부터 본 제2 액
체 유동 경로(4)의 하부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제9c도는 오리피스 판(14) 측면으로부터 본 제2 액체 유
동 경로(4)를 통해 가동부(6)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이들 도면에서, 도면의 시트의 전방 측은 토출구
(11) 측이다.

본 실시예에서, 스로트부(9, throat)는 제2 액체 유동 경로(4) 내의 발열 소자(2)의 양 측면 상에 형성된
다. 스로트부(9)에 의해, 제2 액체 유동 경로(4)의 발열 소자(2)의 인접 구역은 챔버 (기포 발생 챔버) 
구조를 가져서 제2 액체 유동 경로(4)를 따라 기포 발생 시의 압력 누출이 방지된다.

종래의  헤드에서  기포  발생  시의  압력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액체  유동  경로에  스로트부가  제공될 
경우, 토출되는 액체의 재충전 성질의 견지에서 스로트부에서의 유동 경로 단면적은 너무 작지 않아야 한
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 토출되는 액체의 대부분은 제1 액체 유동 경로에서의 토출 액체이며, 발열 
소자를 갖는 제2 액체 유동 경로에서의 기포 발생액은 많이 토출되지 않기 때문에, 제2 액체 유동 경로의 
구역 b 내로의 기포 발생액의 충전은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스로트부(9) 내의 유동 경로 벽의 간극은 
수 ㎛ 정도로 매우 좁다. 이에 의해, 제2 액체 유동 경로(4) 내에 발생된 기포의 압력은 주위로 누출되지 
않으면서 가동부(6)를 향해 집중되어 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압력은 가동부(6)를 통해 토출 출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토출 효율 및 토출 출력이 달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액체 토출 헤드의 토출 작동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제10a도 내지 제10d도는 본 실시예
의 토출 작동을 도시하는 액체 토출 헤드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에서, 제1 액체 경로(3)에 공
급됨 토출액 및 제2 액체 경로에 공급될 기포 발생액은 동일한 수계 잉크이다.

제10a도는 발열 소자(2)에 전기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가 가해지기 전, 즉, 발열 소자가 열을 발생시키기 

48-8

1019960013125



전의 상태(초기 상태)를 도시한다. 제10a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발열 소자(2) 위의 분리 벽(5)의 자유
단(6a)은 제1 액체 유동 경로(3) 내의 토출액 및 제2 액체 유동 경로(4) 내의 기포 발생액을 분리하기 위
해 슬릿(8)을 통해 서로 대향된다.

제10b도는 발열 소자(2)에 전기 에너지 등이 제공되며 발열 소자(2)가 기포(7)이 발생되어 팽창되도록 액
체 내의 필름 비등을 발생시키는 열을 발생시키는 상태를 도시한다.

기포의 발생 및 선상으로부터 발생된 압력은 주로 가동부(6)에 전파된다. 가동부(6)의 기계적인 변위는 
토출구로부터 토출액의 토출에 기여한다.

제10c도는 기포(7)이 보다 성장한 상태를 도시한다. 기포(7)이 성장하면서, 가동부(6)는 기부(6b)가 받침
점으로 기능하면서 제1 액체 유동 경로(3)를 향해 보다 변위된다. 가동부(6)의 변위에 의해, 제1 액체 유
동 경로(3) 및 제2 액체 유동경로(4)는 대체로 서로 유체 연결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발열면과 토출구 
사이의 유체 연결경로는 토출구를 향해 기포 팽창력이 집중되도록 가동부(6)에 의해 적절한 정도로 폐쇄
(choked)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포의 성장으로부터 발생된 압력파는 제1 액체 유동 경로(3)와 유체 연
결되어 토출구(11)를 향해 수직 상향으로 집중되어 전달된다. 제4b도와 함께 기술된 가동부(6)의 기계적
인 변위 및 압력파의 직접적인 전파에 의해, 토출액은 높은 속도로 높은 토출 출력으로 그리고 높은 토출 
효율로 액적(11a)으로 토출구(11)를 통해 토출된다(제10d도).

제10c도에서, 제1 액체 유동 경로(3) 측으로 가동부(6)의 변위의 함께, 제2액체 유동 경로(4) 내의 구역 
b에서 발생된 기포의 일부는 제1 액체 유동 경로(3)측 내로 신장된다. 따라서, 제2 액체 유동 경로(4)의 
높이(열 발생 요소(2)의 발열면 또는 기판(1)의 면으로부터 가동부(6) 까지의 간극)는 제1 액체 유동 경
로(3)측 내로 기포가 신장되도록 되어, 이에 의해 토출 출력이 보다 개선된다. 제1 액체 유동 경로(3) 내
로 기포를 신장시키기 위해, 제2 액체 유동 경로(4)의 높이는 최대 기포의 높이, 예를 들어, 수 ㎛ 내지 
30 ㎛ 보다 작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0d도는 기포(7)이 내부 압력의 감소에 의해 붕괴되는 상태를 도시한다.

가동부(6)는 가동부 자체의 스프링 성질에 의한 회복력 및 기포의 집중으로부터 야기된 음압(negative 
pressure)에 의해 초기 위치로 복귀된다. 이에 의해, 제1 액체 유동 경로(3)에는 토출된 양의 액체가 신
속히 공급된다. 액체 유동 경로(3)에서, 기포에 의한 백 웨이브(back wave)의 영향은 거의 없으며, 가동
부(6)의 폐쇄와 함께 액체가 공급되며, 따라서, 액체 공급은 가동부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
10d도의 내부는 너무 높게 압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작은 양의 감소로 충분하다.

본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액체의 재충전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기포(7)이 최대 부피에 도달된 후 붕의 과정에 있을 때, 소멸된 기포 부피를 보상하는 부피의 액체가 토
출구(11) 축과 제1 액체 유동 경로(3b) 측과 제2 액체 유동 경로(4) 측 모두로부터 유동된다. 가동부(6)
의 초기 위치 너머의 상부 측(토출구 축)에서의 기포의 부피는 W1이며, 하부 측(발열 소자 측)에서의 기
포의 부피는 가동부(W1+W2)이다. 가동부(6)가 초기 위치로 복귀될 때, W1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토출구
에서의 메니스커스(meniscus)의 후퇴는 정지되며, 그 후, W2를 유지 하기 위한 보상은 제2 액체 유동 경
로(4) 내의 액체 공급에 의해 주로 수행된다.

이에 의해, 토출 시 메니스커스의 후퇴 정도는 방지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부피 W2의 보상은 기포의 붕괴 시 압력 변화를 사용하여 주로 발열 소자의 발열면을 따라 
제2 액체 유동 경로를 통해 강제로 수행되며, 따라서, 보다 신속한 재충전이 가능하다. 종래의 헤드에서 
기포의 붕괴 시 압력을 사용하여 재충전이 수행되는 경우 메니스커스의 진동이 커서 화질이 악화되나, 본 
실시예에서는 토출구 측의 제1 액체 유동 경로(3)의 구역과 제2 액체 유동 경로(4) 사이의 연결이 가동부
에 의해 방지되기 때문에 메니스커스의 진동은 최소화될 수 있다.

이에 의해, 화질의 개선 및 고속 기록이 예상된다.

기판(1)의  면은  대체로  발열  소지(2)의  발열면과  같다.  즉,  발열  소자  면은  아래로  단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구역 b로의 액체의 공급은 기판(1)의 면을 따라 발생된다. 따라서, 발열 소자
(2)의 발열면 상의 액체의 정체는 방지되며, 붕괴되지 않은 잔여 기포 또는 용해된 가스로부터 발생될 것
으로 에상되는 기포가 게거되며, 액체 내의 열 축적(heat accmulation)은 너무 많지 않다. 따라서, 기포
의 보다 안정된 발생이 고속으로 반복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기판(1)의 면은 평편한 내벽으로 되어 
있으나, 내벽이 액체가 정체되지 않으며 액체 내에서 와류가 발생되지 않는 정도의 매끄러운 면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종래의 예와 비교하여, 본 실시예의 액체 토출 헤드에서 기포로부터 압력 전파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제11a도는 본 실시예의 잉크 토출 헤드 내의 기포로 부터 압력 전파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제
11b도는 종래의 잉크 토출 헤드내의 기포로부터 압력 전파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제11b도에서 도시된 대표적인 종래의 헤드에서, 전파 방향으로 기포(7)에 의해 발생된 압력의 전파에 대
해 방해하는 물질이 없다. 따라서, 기포의 압력 전파 방향은 V1 내지 V8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기포의 

표면의 대체로 수직선 방향을 따라 넓게 본포된다.

이들 방향을 따라, 액체 토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토출구로 향해진 압력 성분은 V8 내지 V6, 즉, 토출구

에 근접한 압력 전파 성분이다. 특히, V4 및 V5는 토출구에 가장 근접해서, 이들은 액체 토출에 효과적으

로 작용하나, V3 및 V6은 토출구로 향해진 상대적으로 작은 성분을 갖는다. 여기서, VA 및 VB는 액체 유동 

경로를 따라 대향 방향으로의 압력 전파 성분이다.

제11a도에서 도시된 본 실시예의 경우에, 가동 부재(6)는 토출구를 향해 기포의 압력 전파 성분(V3 내지 

V6)을 향하며, 따라서, 기포(7)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동부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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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전파 방향뿐만 아니라 기포자체의 성장까지 제어하여, 토출 효율, 토출 출력, 토출 속도 등이 크계 개
선된다.

여기서, W1 및 VB1은 서로로부터 대향 방향으로 제1 액체 유동 경로를 따른 압력 성분이며, VA 및 VB는 서

로로부터 대향 방향으로 제2 액체 유동 경로를 따른 압력 성분이다. 본 실시예에서, 가동부(6)는 백 웨이
브를 방지하며, 따라서, W1 및 VB1은 종래의 장치 보다 작다. 기포는 토출구를 향해지며, 따라서, VA 및 VB

는 종래의 장치에서 보다 작다. 따라서, W1 + VA 및 VB1 + VB는 종래 장치에서의 VA 및 VB보다 작다.

(제5 실시예)

제12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주요부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는 
가동부(6)가 얇아서 보다 높은 가요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1 실시예와는 다르다. 이에 의해, 제12도에
서 파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기포에 의해 변위된 가동부(6)는 토출구(11)를 향해 약간 굽혀진다. 가동
부가 가요성이 있으면, 가동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포 발생 압력으로도 큰 정도로 굽혀질수 있어서, 기
포 발생 압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토출구로 향해질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도, 높은 토출 출력 및 높은 토
출 효율의 액체 토출 헤드가 제공된다.

(제6 실시예)

제13a도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액체 토출 헤드의 주요부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제13b도는 토
출 출구 측으로부터 본 본 실시예에서 사용된 가동부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본 실시예는 네 면에서 벽
에 의해 둘러싸인 트렌치(trench) 또는 피트(pit)형 액체 통로(4a)는 제2 액체 유동 경로(4) 대신인 점에
서 제4 실시예와는 다르다. 본 실시예에서, 액체 토출 후, 액체는 가동 부재(6)의 개구(6c)를 통해 제1 
액체 유동 경로(3)로부더 주로 피트형 액체 통로 내로 공급된다. 기포의 누출 없이 잉크의 유동이 가능하
면 개구(6c)의 크기는 충분할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 가동부(6)의 하부 부분을 따라 상류측을 향한 기포 발생 압력의 누출은 방지될 수 있으므
로, 기포 발생 압력은 토출구를 향해 효율적으로 향해질 수 있다. 또한, 기포의 붕괴 시, 재충전되는 잉
크의 양은 단지 피트형 액체 통로의 부피에 대응하는 양이므로, 재충전 양은 작으며, 고속 반응이 달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높은 토출 출력 및 높은 토출 효율의 액체 토출 헤드가 제공될 수 있다.

(제7 실시예)

제14a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주요부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의 
헤드의 가동부(6)는 2중 형(dual type)이 아닌 단일형이다. 가동부(6)의 자유단(6a)에서의 제1 액체 유동 
경로(3)는 벽(15a)에 의해 폐쇄되어(가동 부재에 대향된 대향 부재), 기포에 의해 발생된 압력은 가동부
(6)의 편향에 의해 위로 토출구(11)를 향해 팽창된다. 본 실시예에서 가동부(6)는 단일 부재이며, 제조가 
용이하며 설계에서의 폭(latitude in the designing)이 크다.

제14b도는 본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기포의 발생 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액체 유동 경로(4)의 구역(b)에서 발생된 기포의 일부는 제1 액체 유동 경로(3) 측 내로 
가동 부재(6)의 변위와 함께 제1 액체 유동 경로(3) 내로 팽창된다. 따라서, 제2 액체 유동 경로(4)의 높
이(열발생 요소(2)의 발열면 또는 기판(1)의 면으로부터 가동부(6) 까지의 간극)는 제1액체 유동 경로(3) 
측 내로 기포가 신장되도록 되어, 이에 의해 토출 출력이 보다 개선된다. 제1 액체 유동 경로(3) 내로 기
포를 신장시키기 위해, 제2 액체 유동경로(4)의 높이는 최대 기포의 높이, 예를 들어, 수 ㎛ 내지 30 ㎛ 
보다 작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 높은 토출 출력 및 높은 토출 효율의 액체 토출 헤드가 
제공될 수 있다.

(제8 실시예)

제15a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제
15b도는 토출 출구 축으로부터 본, 본 실시예에서 사용된 가동부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본 실시예는 네 
면에서 벽에 의해 둘러싸인 피트(pit)형 액체 통로(4a)는 제2 액체 유동 경로(4) 대신인 점에서 제4 실시
예와는 다르다. 본 실시예에서, 액체 토출 후, 액체는 가동 부재(6)의 개구(6c)를 통해 주로 제1 액체 유
동 경로(3)로부터 피트형 액체 통로 내로 공급된다. 기포의 누출 없이 잉크의 유동이 가능하면 개구(6c)
의 크기는 충분할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 밸브로 편향되는 압력 및 기포의 압력은 모두 토출구를 향해 진다. 가동부(6)는 기포의 
붕괴의 대체로 동시에 초기 위치로 복귀되며, 따라서, 잉크 메니스커스의 우회 정도는 최소화될 수 있어, 
잉크는 기포의 붕괴에 의해 잉크의 강제 재충전 기능에 의해 상류측으로부터 발열면으로 부드럽게 공급된
다. 이에 의해, 높은 토출 출력 및 높은 토출 효율을 갖는 액체 토출 헤드가 제조될 수 있다.

(제9 실시예)

제16a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주요부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제16b도는 토
출 출구 측으로부터 본, 가동부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본 실시예는 내 면에서 벽에 의해 둘러싸인 피트
(pit)형 액체 통로(4a)는 제2액체 유동 경로(4) 대신인 점에서 제7 실시예와는 다르다. 본 실시예에서, 
액체 토출 후, 액체는 가동 부재(6)의 개구(6c)를 통해 주로 제1 액체 유동 경로(3)로부터 피트형 액체 
통로 내로 공급된다. 기포의 누출 없이 잉크의 유동이 가능하면 개구(6c)의 크기는 충분할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 가동부(6)의 하부 부분을 따라 상류측을 향한 기포 발생 압력의 누출은 방지될 수 있으므
로, 기포 발생 압력은 토출구를 향해 효율적으로 향해 질 수 있다. 또한, 기포의 붕괴 시, 재충전되는 잉
크의 양은 단지 미트형 액체 통로의 부피에 대응하는 양이므로, 재충전 양은 작을 수 있으며, 고속 반응
성이 달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역시 높은 토출 출력 및 높은 토출 효율의 액체 토출 헤드가 제공
될 수 있다.

(제1 헤드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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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도는 다수의 토출구 및 이와 유체 연결된 다수의 잉크 유동 경로를 각각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
른 잉크 토출 헤드의 실시예의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잉크 토출 헤드는 기판(1)과, 분리 벽(5)과 간격을 갖는 박판으로 형성된 오리피스 판(14)에 의해 형성된
다. 기판(1)은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으로 형성된 지지 부재 및 다수의 열 전달 소자(2)를 갖는다. 열 발
생 요소(2)는 제2 액체 유동 경로(4)로 가해진 기포 발생액에서 필름 비등에 의해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전열 변환기 소자의 형태이다. 기판(1)에는 발열 소자(2)에 전기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배선 전극과, 열 전달 소자(2)를 각각 구동하기 위한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래치, 시프트 저항기와 같은 
기능 소자가 제공된다. 발열 소자(2) 상에는, 발열 소자(2)를 위한 보호층(도면에서는 생략됨)이 제공된
다.

발열 소자(2)에 대향되도록 분리 벽(5)에는 한 쌍의 가동부(6)가 제공된다.

분리 벽(5) 위에, 토출구(11)를 갖는 오리피스 판(14)에는 사이에 샌드위치된 제1 액체 유동 경로(3)를 
구성하기 위한 유동 통로 벽(15)이 제공된다.

제17도에서, 도면 부호 12는 제1 액체 유동 경로(3)로 제1 공급 통로(12a)를 통해 토출액을 공급하기 위
한 제1 공통 액체 챔버를 표시한다. 제2 액체 유동 경로(4)로 제2 액체 공급 통로(13a)를 통해 기포 발생
액을 공급하기 위한 제2 공통 액체 챔버가 도면 부호 13에 의해 표시된다. 따라서, 제1 액체 챔버(12)는 
분리벽(5) 상의 유동 통로 벽(150에 의해 분리된 다수의 제1 액체 유동 경로(3)와 유체 연결된다. 제2 공
통 액체 챔버(13)는 기판(1) 상에 다수의 유체 통로 벽(이해를 위해 도면에서 생략됨)에 의해 분리된 다
수의 제2 액체 유동 경로(4)와 유체 연결 된다.

제17도에서 도시된 액체 토출 헤드의 제조 시, 15 ㎛의 두께를 갖는 건식 필름(dry film, 고체 감광 수지 
재질)은 기판(1) 상에 위치되며, 제2 액체 유동 경로(4)를 위한 유동 통로를 형성하도록 패터닝된다. 유
동 통로 벽의 재질은 기포 발생액에 대한 내용해성(anti-solvent property)을 나타내며 유동 통로 벽이 
형성될 수 있는 한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재질의 예로는 견식 필름에 추가된 액체 감광 수지 재질
을 들 수 있다. 다른 예로는 폴리술폰(polysulfone) 또는 폴리에틸렌과 같은 수지 재질 또는 금, 실리콘, 
니켈과 같은 금속 및 유리를 들 수 있다.

그 후, 발열 소자(2) 및 가동부(6)가 서로에 대해 바로 위치되면서 기판(1) 및 분리 벽(5)이 결합된다.

토출구(11)를 갖는 오리피스 판(14)은 전자성형에 의해 니켈로부터 형성된다.

오리피스 판(14)은 제1 액체 유동 경로(3)를 일체로 구비한 수지의 주형으로 엑시머 레이저를 투사하여 
성형된 토출구를 갖는 홈이 형성된 부재일 수도 있다. 제1 액체 유동 경로(3)는 오리피스 판(14)의 우방 
측 상에 25 ㎛의 두께를 갖는 건식 필름을 위치시켜 패터닝함으로써 형성된다. 그 후, 토출구(11) 및 가
동부(6)가 서로에 대해 올바로 위치되면서, 오리피스 판(14)은 일체형의 기판 및 분리 벽 조합체와 연결
된다.

(제2 헤드 실시예)

제18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본 실시예의 기판(1)은 가동부(6)가 한 쌍이 아닌 독립 부재인 점에서 상기 헤드와는 다르다. 유동 통로 
벽(15)을 갖는 디팩트(l5d, defect)는 대향 부재로서 기능한다. 본 실시예에서, 높은 토출 출력 및 높은 
토출 효율을 갖는 액체 토출 헤드가 제공된다.

( 가동부 및 분리 벽 )

제19a도 내지 제19c도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가동부를 갖는 액체 토출 헤드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제
19a도는 분리 벽(5)의 가동부(6)가 사각형인 예를 도시한다. 제19b도는 가동부가 변위 또는 편향시 받침
점으로서 기능하는 좁아진 기부(6b)를 갖는 사각형인 예를 도시한다. 제19c도는 가동부가 자유단(6a) 측 
보다 변위의 받침점으로서 기능하는 보다 넒은 기부(6b)를 갖는 사각형의 예를 도시한다.

제19b도에서 도시된 가동부(6)를 사용하면, 변위의 작동이 보다 용이하다.

제19c도에서 도시된 가동부(6)는 가동부의 내구성(durability)이 높다. 가동부의 작동의 용이성 및 가동
부의 내구성의 관점에서, 제19a도에서 도시된 받침점으로서 기능하는 기부(6b)의 폭은 바람직하게는 아치
형으로 좁아진다.

제20도는 위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토출구 측에서 본 제19a도에서 도시된 발열 소자(2) 및 사각형 가동
부(6)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기포 발생 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열 소자(2)의 유효 기포 
발생 구역 바로 위의 부분이 가동부에 의해 덮이도록, 즉, 가동 단부가 서로 대향하도록, 두 개의 가동부
(6)는 다른 방향으로 연장된다. 본 실시예에서, 가동부(6)는 동일한 형상을 가지며 대칭적으로 배치되나, 
다른 형상을 갖는 다수의 가동부가 사용될 수도 있다. 가동부는 내구성이 높고 토출 효율이 높으면 비대
칭일 수도 있다. 가동부의 전체 면적을 발열 소자의 발열면외 전체 면적 보다 크게 함으로써 그러고 발열 
소자의 유효 기포 발생 구역의 구역 외부로 가동부의 받침점을 위치시킴으로써, 액체 토출 헤드의 토출 
효율 및 내구성이 개선된다.

제7도 등에서 도시된 대향 가동부를 갖는 헤드에서, 토출 효율 개선의 견지에서 슬릿이 비교적 좁은 것이 
양호하다. 발열면에 수직하며 발열 소자의 발열면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이 간격 구역에 수직하며 자유단 
사이의 간격 구역의 중심을 통과하는 라인과 근접한 것이 양호하며, 이들 라인이 대체로 중첩되는 것이 
보다 양호하다. 또한, 발열 소자의 발열면의 중심을 통과하며 발열면에 수직한 라인은 토출구를 통과하는 
것이 양호하며, 이 라인 및 토출구의 중심을 통해 토출구에 수직한 라인이 중첩되는 것이 보다 양호하다.

제14b도 등에서 도시된 한 측면 가동부 및 대향 디팩트를 갖는 헤드에서, 발열 소자의 발열면을 통과하며 
발열면에 수직한 라인이 하나의 측면 가동부를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발열면의 중심을 통과하
며 발열면에 수직한 라인은 토출구를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라인 및 토출구의 중심을 통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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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출구에 수직한 라인이 대체로 중첩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제21a도 내지 제21c도는 세 개 이상의 가동부(6)가 하나의 기포 발생 구역에 대해 사용된 형상을 도시하
는 개략적인 평면도이며, 제21a도는 세 개의 위치의 예를 도시하며, 제21b도는 녜 개의 위치의 예를 도시
하며 , 제21c도는 여섯 개의 위치의 예를 도시한다.

제조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가동부(6)의 수는 한정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포에 의해 발생
된 압력이 가동부(6)에 균일하게 가해지도록 그리고 받침점 측이 보다 나은 작동 및 내구성을 갖도록 호
를 형성하도록 가동부(6)는 방사상으로 배치된다. 밸브형 가동부(6)의 인접 방사상 배치에 의해, 큰 크기
의 액적이 높은 효율로 토출될 수 있다.  다수의 가동부(6)는 토출될 액적의 직경(도트 크기)에 따라 본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자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가동부를 포함한 분리 벽의 재질에 대해서는, 재질이 토출액 및 기포 발생액에 대한 내용해성을 가지며 
가동부로서 작동하기에 적절한 탄성을 가지며 미세한 슬릿을 형성하기에 적절한 경우 임의의 재질이 사용
될 수 있다.

가동부용 재질의 양호한 실시예로는 은, 니켈, 금, 철, 티타늄, 알루미늄, 백금, 탄탈륨, 스테인리스강, 
환청동 등 및 그 합금과 같은 금속 또는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틸렌 등과 같은 니트릴기를 갖는 
수지 재질, 폴리아미드 등과 같은 아미드기를 갖는 수지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등과 같은 카르복시기를 
갖는 수지 재질, 폴리아세탈 등과 같은 알데히드기를 갖는 수지 재질, 폴리술폰과 같은 술폰기를 갖는 수
지 재질, 액정 폴리머 등과 같은 수지 재질, 또는 그 혼합물; 또는 금, 텅스텐, 탄탈륨, 니켈, 스테인리
스강, 티타늄, 이들의 합금과 같은 금속, 이들 금속으로 피막된 재질, 폴리아미드와 같은 아미드기를 갖
는 수지 재질, 폴리아세탈과 같은 알데히드기를 갖는 수지 재질, 폴리에테르케톤과 같은 케톤기를 갖는 
수지 재질, 폴리이미드와 같은 이미드기를 갖는 수지 재질, 페놀 수지와 같은 히드록시기를 갖는 수지 재
질, 폴리에틸렌과 같은 에틸기를 갖는 수지 재질,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알킬기를 갖는 수지 재질, 에폭시 
수지와 같은 에폭시기를 갖는 수지 재질, 멜라민 수지와 같은 아미노기를 갖는 수지 재질, 크실렌 수지와 
같은 메틸기를 갖는 수지 재질, 그 혼합물, 실리콘디옥사이드 또는 그 화합물과 같은 세라믹 재질과 같은 
잉크에 대한 내성(durability)을 갖는 재질을 들 수 있다.

격벽 또는 분리 벽의 양호한 예로는 높은 내열성,  높은 내용해성 및 높은 성형성을 갖는 수지 재질, 
특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멜라닌 수지, 페놀 수지, 에폭
시 수지, 폴리부타디엔, 폴리우레탄,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폴리에테르 술폰, 폴리알리레이트, 폴리이미
드, 폴리술폰, 액정 폴리머(LCD)와 같은 최근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또는 그 혼합물, 또는 실리콘 디옥
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니켈, 금, 스테인리스강, 이들의 합금과 같은 금속, 또는 티타늄 또는 금
으로 피막된 재질을 들 수 있다.

분리 벽의 두께는 가동 부재로서 작동하기에 충분하며 벽으로서 충분한 강도의 견지에서 사용된 재질 및 
형상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약 0.5 ㎛ 내지 10 ㎛가 바람직하다.

가동 부재(31)를 제공하기 위한 슬릿(35)의 폭에 대해서는, 기포 발생액 및 토출액이 다른 물질이며 액체
의 혼합이 방지되어야 할 경우, 액체 사이에 메니스커스를 형성하여 액체 사이의 혼합이 방지되도록 간격
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기포 발생액은 약 2 cP의 점성을 가지며, 토출액이 100 cP 이상의 점성을 가질 
경우, 간격은 약 5 ㎛이다. 슬릿은 액체 혼합을 방지하기에 충분하나,3 ㎛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가동 부재는 양호한 두께로서 ㎛ 정도의 두께를 갖는다. 슬릿이 ㎛ 정도의 두께를 갖는 가
동 부재에 형성된 경우, 슬릿은 가동 부재의 두께 정도의 폭(W ㎛)을 가지며, 제조 시의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슬릿에 의해 형성된 가동부의 측방향 엣지 및/또는 자유단에 대향된 부재의 두께가 가동 부재의 두께와 
같을 경우, 슬릿 폭과 두께의 관계는 양호하게는 기포 발생액과 토출액 사이의 액체 혼합을 안정되게 방
지하기 위해 제조 시 변수를 고러하여 다음과 같다.

기포 발생액이 3 cP 이하의 점성을 갖는 경우, 높은 점성의 잉크(5 cP, 10 cP 등)가 토출액으로서 사용되
며, 두 액체의 혼합이 W/t ≤ 1이면 장기간 동안 방지될 수 있다.

액체 혼합 방지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체적인 밀봉(substantial sealing)을 제공하는 슬릿은 수 미크론의 
폭을 갖는 것이 양호하다.

토출액 및 기포 발생액이 분리됨 경우, 가동 부재는 격벽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작은 양의 기포 발생액은 토출액 내로 혼합된다. 인쇄를 위한 액체 토출의 겨우, 혼합 비율은 20 
% 미만인 경우 실제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기포 발생액의 혼합율이 20 % 미만인 경우를 커버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여러 가지 점성이 사용된 경우 기포 발생액의 최대 혼합율은 15 %이다. 5 cp 이하의 점
성을 갖는 기포 발생액에서는, 적용 주파수가 다른 경우에도 혼합율은 최대 약 10 %이다. 20 cps 이하의 
범위로 (예를 들어 5 % 이하로) 토출액의 점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혼합된 액체는 감소될 수 있다.

(토출액 및 기포 발생액)

토출액 및 기포 발생액이 동일한 액체일 경우, 발열 소자에 의해 가해진 열에 의해 악화되지 않으며; 축
적된 물질이 발열 소자에 용이하게 침착되지 않으며: 가스화 및 응축의 상 변화가 가역적이며: 액체 유동 
경로, 가동 부재 또는 분리 벽등이 악화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액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기록을 위
해, 기록액과 같이 종래의 기포 제트 장치에서 사용된 액체는 본 발명에서도 역시 사용 가능하다.

반면, 토출액 및 기포 발생액이 다른 액체 물질인 경우에도, 토출액은 기포 발생액의 기포 발생에 의해 
발생된 압력에 의해 야기된 가동부의 변위에 의해 토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열시 기포 발생이 충분하지 
않아서 토출 출력이 충분하지 않은 폴리에틸렌 글리콜과 같은 높은 점성의 액체를 제1 액체 유동 경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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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며 기포 발생액으로 제2 액체 유동 경로에 양호한 기포 발생액(예를 들어, 약 1 내지 2 cps를 갖는 
에탄올 및 물의 4:6 혼합액)을 공급함으로써 높은 토출 효율로 그리고 높은 토출 압력으로 토출될 수 있
다.

열에 의해 용이하게 영향을 받는 액체는 제1 액체 유동 경로로 공급되는 경우 열 손상 없이 높은 토출 효
력으로 그리고 높은 토출 압력으로 토출될 수 있으며, 열에 의해 용이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양호한 기
포 발생 성질을 갖는 액체는 제2 액체 유동 경로에 공급된다.

재질이 발열 소자에 의해 가해진 열에 의해 악화되지 않으며; 축적된 재질이 발열 소자 상에 용이하게 침
착되지 않으며; 기화 및 액화의 상 변화가 가역적이며: 그리고 액체 유동 경로, 가동 부재 또는 분리 벽 
등이 악화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액체 재질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액체의 예로는 메탄올, 에
탄올, 노말-프로판올(n-propanol), 이소프로판올, 노말-헥산, 노말-헵탄, 노말-옥탄, 톨루엔, 크실렌, 메
틸렌 디클로라이드, 트리클렌(trichlene), 프레온 티에포(Freon TF), 프레온 비에프(Freon BF), 에틸에테
르, 다이옥산(dioxane), 시클로헥산, 메틸 아세테이트, 에틸 아세테이트, 아세톤, 메틸 에틸 케톤, 물 또
는 이들의 혼합물 등을 들수 있다.

토출액에서는, 여러 가지 액체가 열적 성질 및 기포 발생 성질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열에 의해 용
이하게 악화되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 낮은 기포 발생 성질을 갖는 액체 또는 높은 점성을 가지서 용이하
게 토출되지 않는 액체가 토출될 수 있다. 그러나, 토출, 기포 발생 또는 가동부의 작동은 토출액 자체에 
의해 또는 기포 발생액과의 반응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포 발생 가동부에 대
한 반응이 사용될 수도 있다. 토출액의 다른 예로는 열에 의해 용이하게 영향을 받는 의약, 향수를 들 수 
있다.

2.5 kHz에서 25 V의 전압으로 상술된 에탄올 및 물의 혼합액인 기포 발생액 및 염료 잉크(dye ink,  2 
cps), 안료 잉크(pigment inc, 15 cps), 폴리에틸렌 글리콜 200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600인 토출액을 
사용하여 제1도에서 도시된 헤드가 구동되었다.

그 결과, 만즉스러운 토출이 확인되었다.

기포 발생액 및 토출액을 위한 이하의 액체의 조합을 사용하여 기록 작동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이전에
는 토출될 수 없었던 십 수 cps의 점성을 갖는 액체가 적절히 토출되었으며, 150 cps의 액체도 적절히 토
출되어 높은 화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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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출액 및 기포 발생액을 위해 사용 가능한 이하의 액체와 함께 사용되어, 그 결과는 높은 잉크 방
출 속도 때문에 높은 화질이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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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 잉크 (2 cps의 점성)

이제까지 용이하게 토출되지 않았던 액체의 경우, 토출 속도가 낮으며, 따라서, 토출 안정성 때문에 액적 
샷 위치의 편차 및 토출량의 변경 토출 방향의 편차의 결과 토출 방향의 편차는 상대적으로 커서, 따라서 
화질은 매우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 기포의 발생은 안정되며 충분하다. 따라서, 액적의 샷 정확도는 개선되며, 잉크 
토출향은 안정화되며, 따라서 기록된 화질을 확실히 개선한다.

(소자 기판)

이하, 액체에 열을 가하기 위한 가열 부재가 제공된 소자 기판의 구조를 설명 하기로 한다.

제22a도 및 제22b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잉크 토출 헤드의 소자 기판의 단면도이다. 제22a도는 가열 부재를 
포함하는 전열 변환기 상에 있는 보호 필름이 제공된 헤드 소자 기판(1)의 일부를 도시한다. 제22b도는 
보호 필름이 제공되지 않은 헤드 소자 기판(1)을 도시한다.

절연 및 열 축적을 위해, 실리콘 옥사이드 또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의 층이 실리콘 등의 기판(67) 사에 
하부 층(66)으로 형성된다. 하부 층(66) 상에, 하프늄보라이드(HfB2), 탄탈륨 나이트라이드(TaN), 탄탈륨 

알루미늄(TaAl) 등으로 구성된 0.01 ㎛ 내지 0.02 ㎛ 두께의 열 발생 저항기 층(65, 열 발생 부재(2)) 및 
알루미늄 등의 0.2 ㎛ 내지 1.0 ㎛의 패터닝 배선 전극(64)의 층이 형성된다. 전압이 이들 두 개의 배선 
전극(64)을 통해 열 발생 저항기 층(65)에 가해지면서, 두 개의 전극(64) 사이에 위치된 열 발생기 층
(65)을 통해 전류가 흘러, 열이 발생된다.

제22a도에서 도시된 구조의 경우에,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등의 1.0 ㎛ 내지 2.0 ㎛ 두
께의 보호 층(63)은 적어도 배선 전극(64) 사이에 열 발생 저항기 층 상에 형성된다. 또한, 탄탈륨 등의 
0.1 ㎛ 내지 0.6 ㎛ 두께의 안티-캐비테이션 층(anti-cavitation)은 보호 층(63) 상에 적층되어, 잉크와 
같은 여러 가지 액체로부터 적어도 열 발생 저항기 층(65)을 보호한다. 탄탈륨과 같은 금속 재질이 안티-
캐비테이션 층(62)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기포의 발생 및 붕괴 중 발생된 압력파 또한 층격파는 매우 강력
하며 경하며(hard)  취성이(brittle) 있는 옥사이드 필름의 내구성을 극히 악화시킨다.

제22b도는 보호 층(62) 없는 열 소자 기판(1)을 도시한다: 보호 층 등은 필수적은 아니다. 상술된 보호 
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열 발생 저항기 층에 대해서는, 이리듐-탄탈륨-알루미늄 합금과 같은 금속 재질을 
들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열 발생 부재의 구조는 배선 전극 사이에 열 발생 저항기 층의 열 발생부 위에 위치
된 보호 층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본 실시예에서, 열 발생 부재는 전기 신호에 반응하여 열을 발상시키는 열 발생 저항기 층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본 실시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은 열 발생 부재가 토출액을 토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기포 발생액에서 기포를 발생시킬 수 있
는 한 임의의 열 발생 부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레이저빔과 같은 빛을 받으면 열을 발생시키
는 광열 변환기 또는 고주파를 받으면 열을 발생시키는 가열 부분을 포함하는 가열 부재가 사용될 수 있
다.

소자 기판(1)은, 열 발생 부분을 구성하는 열 발생 저항기 층(65)을 포함하는 상술된 전열 변환기 및 소
자 기판(1)은 열 발생 저항기 층(65)에 전기 신호를 제공 하기 위한 배선 전극(64)에 추가하여, 트랜지스
터, 다이오드, 레치 및 시프트 레지스터(shift register)와 같은 기능 소자를 일체로 포함할 수도 있다. 
이들 기능 소자들은 반도체 제조 공정을 통해 또한 형성될 수도 있다.

제23도는 열 발생 부재에 가해진 구동 신호의 패턴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가로 축은 열 발생부에 가해진 구동 신호의 지속시간을 나타내며, 세로 축은 구동 신호의 전압 값을 나타
낸다. 소자 기판(1) 상에 배치된 전열 변환기의 열 발생 부분을 구동함으로써 액체를 토출하기 위해, 제
23도에서 도시된 사각 펄스가 배선 전극(64)을 통해 열 저항기 층(65)에 가해져, 배선 전극(64) 사이에 
위치된 열 발생 저항기 층(65)이 신속하게 열을 발생시킨다. 상기 각 실시예에서, 액체, 즉, 잉크가 상술
된 작동에 의해 토출구로부터 토출될 수 있도록 열 발생 부재를 구동하기 위해 가해진 구동 신호는 24V의 
전압, 7 μsec의 펄스 폭, 150 mA의 전류 및 6 kHz의 주파수로 상술된 작동에 의해 토출구로부터 토출될 
수 있다. 그러나, 구동 신호의 사양은 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기포 발생액에서 기포를 적절히 발생시킬 
수 있는 한 임의의 신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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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제조 방법)

다음, 본 발명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 제조 방법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두  개의 동일한(twin)  액체  유동 경로를 갖는 액체 토출 헤드 제조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제2 액체 유동 경로(4)의 벽의 소자 기층(1) 상에 형성되며, 분리 벽(5)이 벽의 상부에 위치된다. 
그 후, 제1 액체 유동 경로(3)가 제공된 홈이 형성된 부재가 분리 벽(5)의 상부에 위치된다. 분리 벽(5)
은 홈 부재상에 제공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2 액체 유동 경로(4)의 벽아 형성된 후, 분리 벽
(5)을 갖는 홈이 형성된 부재는 이들 벽의 상부 표면에 접착된다.

다음, 제2 액체 유동 경로940 제조 방법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제24a도 내지 제24e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액체 토출 헤드 제조 방법의 단계를 도시한다.

제24a도에서, 하프늄 보로이드, 탄탈륨 나이트라이드 등으로 구성된 가열 부재(2)를 포함하는 전열 변환
기는 소자 기판(1) 상에, 즉, 반도체 제조 방법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제조 장치를 사용하여 실리콘 웨이
퍼의 개별작으로 작업된 (plotted) 부분 상에 형성된다. 그 후, 소자 기판(1)의 면은 이하의 단계에서 포
함된 감광 수지에 접착성을 개선시키도록 세척된다. 접착성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소자 기판 면의 성질
은 자외선 및 오존의 조합, 또는 유사한 조합으로 변형되며, 그 후, 예를 들어 실란 커플러 A189(니폰 유
니카 제조)의 1 wt. % 에틸 알콜용액으로 스핀 피막된다.

다음, 제24b도에서, 건식 필름 오딜 SY-318(토쿄 오오카 코교 캄파니 엘티디.제조), 즉, 자외선 감광 수
지 필름(DF)이 소자 기판(1) 상에 적층되며, 필름의 면은 접착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척된다.

다음, 제24c도에서, 포토마스크(PM, photomask)가 견식 필름(DF) 상에 위치된다. 자외선은 소정 패턴으로 
포토마스크(PM)로 덮인 건식 필름(DF) 상에 조사되며, 그에 의해 포토마스크(PM)로 차단되지 않은 건식 
필름의 구역은 자외선에 노광되며; 이러한 노광 구역은 제2 액체 유동 경로의 벽이 되게 된다. 이러한 노
광 공정은 MPA-600(캐논 잉크. 제조)을 사용하여 수행되며, 여기서 노광율은 약 600mJ/㎠로 된다.

다음, 제24d도에서, 건식 필름(DF)은 크실렌 및 부틸 셀로솔브 아세테이트(butyl cellosolve acetate)의 
혼합물인 현상제 BMRC-3(오오카 코교 캄파니, 엘티디. 제조)을 사용하여 현상되며; 노광되지 않은 부분은 
용해되어, 제2 액체 유동 경로(4)의 벽으로 노광되고 정화된 구역이 남는다. 그 후, 소자 기판(1)의 면 
상에 남아있는 잔류물은 산소 플라즈마 애슁 장치(oxygen plasma ashing apparatus) Mas-800(알칸-테크 
캄파니, 엘티디. 제조)로 약 90초 동안 소자 기판(1)의 면을 처리함으로써 제거된다. 다음,150℃의 온도
로 약 2 시간 동안 100 mJ/㎠의 강도로 자외선으로 노광된 구역을 조사하여(irradiated), 완전히 경화시
킨다.

상기 방법에서, 제2 액체 유동 경로는 실리콘 기층 상의 각 가열기 기판 상에 균일하고 완전하게 형성된
다.

다음, 금 스터드 범프가 범프 접착제(bump bonder, 쿠슈 마쓰시다 엘렉트릭 캄파니, 엘티디. 제조)를 사
용하여 가열기 기판의 전기 접속부 상에 형성된다. 그 후, 실리콘 웨이퍼는 0.05 ㎜ 두께의 다이아몬드 
블레이드를 구비한 다이싱기AWD-4000(토쿄 세이미츠 제조)를 사용하여 절단된다. 다음, TAB 테이프 및 가
열기 기판(1)이 연결된다. 다음, 홈 형성 부재(14a) 및 분리 벽(5)을 접착함으로써 형성된 컴파운드 부재
는 가열기 기판(1) 상에 정확하게 위치되며 기판 상에 접착된다.

상기 방법이 사용될 경우, 액체 유동 경로가 정확하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가열기 기판의 가열기에 대해 
잘못 정렬되지 않고 위치될 수 있다. 홈 형성 부재(14a) 및 분리 벽(5)은 선행 단계에서 서로 접착되며, 
제1 액체 유동 경로(3) 및 가요성 부재(6) 사이의 위치 관계의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정
확성 있는 제조 기술의 사용에 의해 인쇄 품질의 개선에 필수적인 안정된 토출이 가능한 액체 토출 헤드
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기술의 의해 다수의 헤드가 동시에 웨이퍼 상에 형성될 수 있어, 
낮은 비용으로 다수의 헤드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 자외선으로 정화될 수 있는 견식 필름이 제2 액체 유동 경로(2)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
었으나, 흡수 밴드가 자외선 스팩트럼(특히,248 nm 근처의) 내에 있는 수지 재질이 사용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수지는 적층된 후 경화되어, 그 후, 제2 액체 유동 경로는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여 경화
될 수지로부터 제2 액체 유동 경로가 되는 부분을 직접 제거함으로써 형성된다.

제25a도 내지 제2e도는 본 발명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의 홈 형성 부재 제조 방법의 단계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제25a도에서, 본 실시예에서,0.5 ㎛ 두께의 저항(22)이 토출구와 동일한 피치를 갖는 소정 패턴으로 스테
인리스강(SUS) 기판(21) 사이에 배치된다. 본 실시예에서, 59 ㎛의 직경을 갖는 저항이 30 ㎛의 직경을 
갖는 토출구를 제조하기 위해 형성된다.

다음, 제25b도에서, 니켈 층(23)이 전자도금(electroplating)에 의해 15 ㎛의 두께로 SUS 기판(21) 상에 
성장된다. 도금 용액으로는, 광산 니켈, 응력 감소제 제로 오류(월드 메탈 잉크. 제조), 붕산, 안티-피팅
제(anti-pitting agent) NP-APS(월드 메탈 잉크. 제조) 및 염화 니켈의 혼합물이 사용된다. 전기장을 가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전극이 양극 측에 부착되며, 도금이 되는 SUS 기판(21)은 음극 측에 부착된다. 도
금 용액의 온도 및 전류 밀도는 50℃ 및 5 A/㎠로 각각 유지된다. 따라서, 니켈 층이 저항의 두께 방향으
로 뿐만 아니라 동일 속도로 저항 패턴의 적정 방향으로 성장될 수 있다. 그 결과, 토출구를 위한 적절한 
직경이 실현될 수 있다.

다음, 제25c도에서, 건식 필름 오딜 SY-318(토쿄 오오카 코교 캄파니, 엘티디. 제조), 즉, 자외선 감광 
수지 필름(24)이 니켈 도금된 기판(21) 상에 적층된다.

그 후, 제25d도에서, 포토마스크(25)는 견식 필름(24) 상에 위치되며, 소정 패턴으로 포토마스크(25)로 
차단된 건식 필름(24)은 자외선으로 조사되며, 액체 경로 벽으로 남겨질 구역은 자외선으로 조사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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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노광 공정은 노광 장치MPA-600(캐논 잉크. 제조)을 사용하여 수행되며, 노광율은 약 600 mJ/㎠이다.

다음, 제2e도에서, 건식 필름(DF)은 크실렌 및 부틸 셀로솔브 아세테이트(butyl cellosolve acetate)의 
혼합물인 현상제 BMRC-3(오오카 코교 캄파니, 엘티디. 제조)을 사용하여 현상되며: 노광되지 않은 부분은 
용해되어, 액체 유동 경로 벽으로 노광에 의해 경화된 구역이 남는다. 그 후, 기판(1)의 면 상에 남아있
는 잔류물은 산소 플라즈마 애슁 장치(oxygen plasma ashing apparatus) Mas-800(알칸-테크 캄파니, 엘티
디. 제조)으로 약 90초 동안 기판(1)의 면을 처리함으로써 제거된다. 다음,150℃의 온도로 약 2 시간 동
안 100 mJ/㎠의 강도의 자외선으로 노광된 구역을 다시 조사하여(irradiated), 완전히 경화시킨다. 따라
서, 15 ㎛ 높이의 벽이 형성된다. 다음, 니켈 층(24)이 SUS 기판(21)에 자외선을 가함으로써 SUS 기판
(21)으로부터 분리되어, 소정 패턴 형상으로 홈 형성 부재를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서,  액체  유동  경로는  수지  재질로  형성되였으나,  홈  형성  부재는  니켈만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액체 경로 벽이 되지 않을 건식 필름(24)의 구역은 제25d도에서 도시된 단계에서 제
거되며, 니켈 층은 벽이 아닌(non wall) 구역을 제거함으로써 형성된다. 그 후, 저항이 제거된다. 홈 형
성 부재의 니켈 층 부분의 표면에 금이 위치될 경우, 홈 형성 부재에는 보다 양호한 내용매성(solvent 
resistance)이 제공될 것이다.

제26a도 내지 제26d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액체 토출 헤드 제조 방법의 단계를 개략적으로 도시하
는 단면도이다.

제26a도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의 경우, 15㎛ 두께의 레지스트(101)가 제2 액체 유동 경로의 패턴으로 스
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SUS)) 기판(100) 상에 위치된다.

다음에, 제26b도를 참조하면, 레지스트(101)의 두께와 동일한 두께인 15㎛의 두께로 도금함으로써 SUS 기
판(100)의 노출면 상에 니켈 층이 성장된다. 도금 용액으로서는, 술퍼믹 산 니켈(sulfamic acid nickel), 
응력 완화제 제로 오루(Zero Ohru)(월드 메탈 인크.의 제품), 붕산, 피팅 방지제(anti-pitting agent) NP 
APS(월드 메탈 인크.의 제품), 및 염화 니켈의 혼합물이 사용된다. 전기장을 인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극이 양극축에 부착되고, 패턴화가 완료된 SUS 기판(21)이 음극측에 부착된다. 도금 용액의 온도 및 전
류 밀도는 각각 50℃ 및 5 A/㎠으로 유지된다.

다음에, 제26c도를 참조하면, 상술한 도금 공정이 완료된 후에, SUS 기판에 초음파 진동을 가함으로써 니
켈 층(102) 부분이 SUS 기판으로부터 분리되어, 예정된 명세대로 제2 액체 유동 경로를 완성한다. 니켈 
층 부분이 분리된 후 니켈 층 부분의 표면이 금으로 도금되면, 제2 액체 유동 통로에는 더 높은 용매 저
항이 제공되게 된다.

한편, 전열 변환기를 구비하는 가열기 판이 반도체 제조 장치와 유사한 제조 장치를 사용하여 실리콘 웨
이퍼 상에 형성된다. 가열기 판들이 형성된 웨이퍼는 입방체 절단기에 의해 절단되어, 상술한 바와 같은 
각각의 가열기 판들로 분리된다. 분리된 가열기 판(1)은 TAP 테이프에 접착되어 전기 배선을 제공한다. 
다음에, 제26d도를 참조하면, 제2 액체 유동 경로를 구비하는 상술한 부재가 상술한 바와 같이 준비된 가
열기 판(1) 상에 정확하게 위치 설정되어, 그 곳에 고정된다.

이러한 위치 설정 및 고정 단계 층에, 제2 액체 유동 경로를 구비하는 부재가 가열기 판(1)에 고정되는 
강도는 상부 판이 그 곳에 장착될 때 그들이 서로로부터 변위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해야만 한다. 이
는, 후속 단계들 중에, 분리 벽들이 고정된 상부 판이, 조립된 가열기 판 상에 설치되고, 모든 부품둘이 
가압 스프링을 사용하여 함께 견고하게 고정되기 때문이다.

이 실시예의 경우, 자외선 경화형 접착제(그레이스 저팬(GRACE JAPAN) 제품:

Amicon UV-300)가 접합부에 피복되어, 자외선 복사 장치에 의해 경화된다. 노출 비율은 100 mJ/㎠이고, 
노출 기간은 대략 3초이다.

본 실시예에서 기술한 제조 방법에 따르면, 제2 액체 유동 경로가 아주 정밀하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발
열 부재에 대해 오정렬되는 일 없이 위치될 수 있다.

또한, 액체 유동 경로 벽이 니켈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신뢰성이 높고 알칼리 지향성이 높은 헤드를 제
공할 수 있다.

제27a도 내지 제27d도는 본 발명의 게3 실시예에서의 액체 토출 헤드 제조 방법의 단계들을 묘사하는 개
략적인 단면도들이다.

제27a도를  참조하면,  레지스트(103)는  정렬  구멍  또는  표시(104)들을  갖춘  15㎛  두께의 스테인리스장
(SUS)  기판(100)의  양면에  피복된다.  레지스트로서는,  도꾜  오오까  고교  가부시끼  가이샤(Tokyo  Ohka 
Kogyo Co., Ltd.)의 제품인, PMERP-AR900이 사용된다.

다음에, 제27b도를 참조하면, 레지스트 피복 기판(100)이 노출 장치 MPA-600(캐논 가부시끼 가이샤 제
품)을 사용하여 노출된 다음, 레지스트(103)이 제2 액체 유동 경로를 및 정렬 구멍(104)들에 대응하는 영
역들로부터 제거된다. 노출 비율은 800 mJ/㎠이다.

다음에, 제27c도를 참조하면, 양면에 패턴화된 레지스트(103)을 갖고 있는 SUS 기판(100)이 에칭액(염화 
제2철 또는 염화 제2구리의 수용액)에 침지되어, 레지스트로 덮이지 않은 부분들을 에칭해낸 다음에, 레
지스트가 제거된다.

다음에, 제27d도를 참조하면, 전기 실시예에 기술된 제조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에칭된 SUS 기판(10
0)이 가열기 판(1) 상에 위치 설정되고, 그 곳에 고정되어, 제2 액체 유동 경로(4)를 구비하는 액체 토출 
헤드를 완성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제2 액체 유동 경로가 고정밀도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가열기에 대해 오정렬되는 일 
없이 위치될 수 있다. 또한, 액체 유동 경로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신뢰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알칼리 저항성이 높은 액체 토출 헤드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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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헤드 제조 방법에 따르면, 제2 액체 유동 경로의 벽들이 미리 소자 기판 상에 형성되어, 전열 변
환기 및 제2 액체 유동 경로가 서로에 대해 정확히 위치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판 웨이퍼가 소자 기판
들의 별개의 조각들로 절단되기전에 기판 상에 집합적으로 구획된 다수의 소자 기판들 상에 제2 액체 유
동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수의 액체 토출 헤드들이 적은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기술된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액체 토출 헤드의 경우, 발열 부재 및 제2 액체 유동 
경로가 고정밀도로 서로에 대해 위치되므로, 전열 변환기의 열 발생에 의해 야기된 기포 발생으로 인한 
압력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토출 효율이 우수한 헤드를 만든다.

(액체 토출 헤드 카트리지)

다음에, 전기 실시예들에 따른 액체 토출 헤드가 장착된 잉크 토출 헤드 카트리지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제28도는 전술한 액체 토출 헤드를 구비하는 잉크 토출 헤드 카트리지의 분해 개략도이다. 본질적으로, 
액체 토출 헤드 카트리지는 액체 토출 헤드부(200) 및 액체 용기(80)를 구비한다.

액체 토출 헤드(200)는 소자 기판(1), 분리 벽(30), 홈 형성 부재(50), 액체 용기(90), 전기 신호를 공급
하기 위한 회로 기판(TAP 테이프)(70) 등을 구비한다.

소자 기판(1) 상에는, 기포 발생 액체에 가열을 행하기 위한 다수의 발열 저항기들이 정렬된다. 또한, 소
자 기판(1) 상에는 이들 발열 저항기들을 선택적으로 구동 하기 위한 다수의 기능 소자들이 제공된다. 소
자 기판(1)과 가요성 막으로 이루어진 분리 벽(30) 사이에는 액체 유동 경로가 형성되고, 이러한 액체 유
동 경로를 통해 기포 발생 액체가 유동한다. 분리 벽(30), 홈 형성 부재(50), 및 액체 이송 부재(80)가 
접합될 때,(도시되지 않은)토출 액체 경로, 즉, 토출되는 액체가 유동하는 액체 경로가 형성된다. 두 액
체들은 기판(1) 뒤로 뻗어 있는 액체 이송 부재(80)를 통해 공급된다.

액체 용기(90)는 잉크와 같은 액체와, 기포를 발생시키기 위한 기포 발생 액체를 별도로 담고 있고, 이들 
두 액체들은 액체 토출 헤드로 이송된다. 액체 용기(90)의 외부면 상에는, 액체 토출 헤드와 액체 용기를 
연결하는 연결 부재를 위치 설정하기 위한 위치 설정 부재(94)가 제공된다. 헤드 부분이 액체 용기(90) 
상에 위치된 후에 부착되는 TAP 테이프(70)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액체 용기(90)의 표면에 고착
된다. 토출 액체는 액체 용기의 토출 액체 이송 경로(92), 연결 부재의 이송 경로(84), 및 액체 이송 부
재(80)의 액체 이송 경로를 차레로 경유하여 제1 공통 액체 챔버로 이송된다. 기포 발생 액체는 액체 용
기의 이송 경로(93), 연결 부재의 공급 경로, 및 액체 이송 부재(80)의 기포 발생 경로(82)를 차레로 경
유하여 제2 공통 액체 챔버로 이송된다.

지금까지, 기포 발생 액체와 토출 액체가 다른 경우에 기포 발생 액체화 토출 액체를 별도로 이송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액체 토출 헤드 카트리지 및 액체 용기의 조합을 참조로 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토출 
액체와 기포 발생 액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포 발생 액체 및 토출 액체를 위해 별도의 이송 경로들 및 
용기들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첨언하면, 상술한 액체 용기는 각각의 액체가 소비된 후에 재충전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액체 용기에 액체 충전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액체 토출 헤드 및 
액체 용기는 분리불가능하거나 분리가능할 수 있다.

제29도는 상술한 액체 토출 헤드와 함께 사용되는 액체 토출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이 실시
예의 경우, 토출 액체는 잉크이고, 장치는 잉크 토출 기록 장치이다.

액체 토출 장치는 서로 착할가능하게 연결가능한 액체 용기부(90)와 액체 토출 헤드부(200)를 구비하는 
헤드 카트리지가 장착가능한 카트리지 HC를 구비한다. 카트리지 HC는 기록재 반송 수단에 의해 공급되는 
기록 시트 등과 같은 기록재(150)의 폭 방향으로 왕복이동 가능하다.

구동 신호가 도시되지 않은 구동 신호 공급 수단으로부터 캐리지 상의 액체 토출 수단으로 공급되면, 그 
신호에 따라 기록액이 액체 토출 헤드로부터 기록재로 토출된다.

이 실시예의 액체토출 장치는 기록재 반송 수단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원으로서의 모터(111), 구동원으로
부터 캐리지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기어(112,113), 및 캐리지 시프트(115) 등을 구비한다. 기록 장치, 
및 이러한 기록 장치를 사용하는 잉크 토출 방법에 의해, 잉크를 다양한 기록재로 토출함으로써 우수한 
인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30도는 본 발밍에 따른 잉크 토출 방법 및 잉크 토출 헤드를 채용하는 잉크 토출 기록 장치의 일반적인 
작동을 기술하는 블록 선도이다.

기록 장치는 주 컴퓨터(300)로부터 제어 신호 형태의 인쇄 데이타를 수신한다. 인쇄 데이타는 인쇄 장치
의 입력 인터페이스(301)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동시에, 처리가능한 데이타로 변환되어, 헤드 구동 신호
를 공급하는 수단도 겸하는 CPU로 입력된다.  CPU(302)는 램(304) 등과 같은 주변 유니트들을 사용하여 
CPU(302)에 입력된 전술한 데이타를 처리하고 ROM에 저장된 제어 프로그램을 가동함으로써 전술한 데이타
를 인쇄가능한 데이타(화상 데이타)로 처리한다.

또한, 기록 시트 상의 적절한 지점에 화상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해, CPU(302)는 화상 데이타와 동시에 기
록 시트 및 기록 헤드를 이동시키는 구동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데이타를 발생시킨다. 화상 데이타 
및 모터 구동 데이타는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로 제어되는 헤드 구동기(307) 및 모터 구동기
(305)를 통해 각각 헤드(200) 및 구동 모터(306)로 전달된다.

잉크와 같은 액체가 부착되고 상술한 것과 같은 기록 장치와 함께 사용가능한 기록 매체로서는, 다양한 
종이 시트;OHP 시트; 콤팩트 디스크, 장식용 판 등을 성형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 직물; 알루
미늄, 구리 등과 같은 금속 재질:소 가죽, 돼지 가죽, 인조 피혁 등과 같은 피혁 재질; 단단한 나무, 합
판 등과 같은 목재 재질; 대나무 재질: 타일과 같은 세라믹 재질; 3차원 구조를 갖고 있는 스펀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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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등을 들 수 었다.

전술한 기록 장치는 다양한 종이 시트 또는 OHP 시트를 위한 인쇄 장치, 콤팩트 디스크 등을 성형하기 위
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을 위한 기록 장치,  금속 판등을 위한 기록 장치,  피혁 재질을 위한 기록 
장치, 목재를 위한 기록 장치, 세라믹 재질을 위한 기록 장치, 스펀지 등과 같은 3치원 기록 매체를 위한 
기록 장치, 직물에 화상을 기록하기 위한 직물 인쇄 장치, 및 기타 기록 장치들을 포함한다.

이들 액체 토출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액체로서는, 사용되는 기록 매체 및 기록 조건들과 양립할 수 있는 
한 어떠한 재질도 사용가능하다.

(기록 시스템)

이제, 기록 헤드로서 본 발명에 따른 전술한 잉크 토출 헤드를 사용하여 기록 기록 매체 상에 화상을 기
록하는 예시적인 잉크 제트 기록 시스템을 설명한다.

제3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술한 액체 토출 헤드(20l)를 채용하는 잉크 제트 기록 시스템의 개략적인 사
시도이며, 그러한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이 실시예에서의 액체 토출 헤드는 기록 매
체(150)의 전체 기록가능한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 360 dpi의 밀도로 정렬된 복수의 토출구를 구비하는 전 
라인형(full-line type) 헤드이다. 이 시스템은 네가지 칼라: 황색(Y), 자홍색(M), 청색(c) 및 흑색(bk)
에 대응하는 네개의 헤드들을 구비한다.  이들 네개의 헤드들은 서로 평행하게 소정의 간격을 두고 서로 
평행하게 홀더(1202)에 의해 고정식으로 지지된다.

이들 헤드들은 각각의 헤드에 구동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을 구성하는 헤

드 구동기(307)로부터 공급되는 신호에 따라 구동된다.

4색 잉크(Y, M, C, Ck)들의 각각은 잉크 용기(204a,204b,204c,204d)로부터 대응 헤드로 공급된다.  참조 
부호 204e는 기포 발생 액체가 각각의 헤드로 이송되는 기포 발생 액체 용기를 표시한다.

각각의 헤드 아레에는, 스펀지 둥으로 이루어진 잉크 흡수 부재를 수용하는 헤드 캡
(203a,203b,203c,203d)이 배치된다.  헤드 캡들은 대응하는 헤드들의 토출구들을 덮어, 헤드들을 보호하
고, 또한, 비기록 기간 중에 헤드 성능을 유지한다.

참조 부호 206은 전술한 실시예의 것들과 같은 다양한 기록 매체를 반송하기 위한 수단을 구성하는 컨베
이어 벨트를 표시한다.  콘베이어 벨트(206)는 다양한 롤러들에 의해 예정된 경로를 통해 주행되고, 모터 
구동기(305)에 연결된 구동기 롤러에 의해 구동된다

이 실시예에서의 잉크 제트 기록 시스템은 기록 매체 반송 경로를 따라 잉크제트 기록 장치의 상류 및 하
류에 각각 배치된 사전 처리 장치(251) 및 사후 처리장치(252)를 구비한다. 이들 처리 장치(251,252)들은 
기록이 행해지기 전 또는 후에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 매체를 처리한다.

사전 처리 및 사후 처리는 기록 매체의 형태 또는 잉크의 형태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면, 금속 재질, 
플라스틱 재질, 세라믹 재질 등으로 이루어진 기록 매체가 사용되는 경우, 기록 매체는 인쇄하기 전에 자
외선 및 오존에 노출되어, 그 표면을 활성화시킨다.

플라스틱 수지 재질과 같이, 전기 전하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는 기록재의 경우, 먼지가 정전기에 의해 퇴
적되려는 경향이 있어, 바람직한 기록을 방해한다. 그러한 경우, 기록재의 정전하를 제거하기 위한 이온
화기가 사용되어 기록재로부터 먼지를 제거한다. 직물이 기록재인 경우, 패더링(feathering) 방지 및 정
착 등의 개선의 관점에서, 알칼리성 물질, 수용성 물질, 중합체 조성물, 수용성 금속염, 우레아, 또는 티
오우레아를 직물에 가하는 사전 처리(pre-processing)가 행해질 수 있다. 사전 처리는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적절한 온도로 기록재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사전 처리는 잉크를 받아들인 기록재에 열처리, 잉크의 정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외선 조사, 또는 
사전 처리를 위해 사용되어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는 처리 재질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 등이다.

이 실시예의 경우, 헤드는 전 라인 헤드이지만, 물론 본 발명은 헤드가 기록재의 폭을 따라 이동하는 시
리얼형(serial type)에도 적용가능하다.

(헤드 키트)

이제, 본 발명에 따른 잉크 토출 헤드를 구비하는 헤드 키트에 대해 설명한다. 제32도는 그러한 헤드 키
트의 개략도이다. 이러한 헤드 키트는 헤드 키트 패키지(501)의 형태로 되어 있고,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잉크 토출부(511)를 구비하는 본 발명에 따른 헤드(510); 잉크 용기(520), 즉, 헤드로부터 분리 가능하거
나 분리 불가능한 액체 용기; 잉크 용기(520) 속으로 충전되는 잉크를 보유하는 잉크충전 수단(530)을 포
함하고 있다.

잉크 용기(520) 내의 잉크가 완전히 고갈된 후, 잉크 충전 수단의 (피하 주사 바늘 형태의) 팁(530)이 잉
크 용기의 배기구(521), 잉크 용기와 헤드 사이의 접합부, 또는 잉크 용기 벽을 관통하고 있는 구멍 속으
로 삽입되어, 잉크 충전 수단 내의 잉크가 팁(53l)을 통해 잉크 용기 속으로 충전된다.

액체 토출 헤드, 잉크 용기, 잉크 충전 수단 등은 키트 패키지에 포함된 키트 형태로 이용가능할 때, 잉
크가 상술한 바와 같이 잉크 고갈된 잉크 용기 속으로 쉽게 충전될 수 있으므로, 기록이 다시 신속히 행
해질 수 있다.

이 실시예의 경우, 헤드 키트는 잉크 충전 수단을 포함한다. 그러나, 헤드 키트가 잉크 충전 수단을 포함
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헤드 키트는 잉크가 충전된 교환가능한 형태의 잉크 용기, 및 헤드를 
포함할 수 있다.

게32도는 인쇄 잉크를 잉크 용기 속으로 충전하기 위한 잉크 충전 수단만을 도시하고 있지만, 헤드 키트
는 인쇄 잉크 재충전 수단 외에 기포 발생 액체를 기포 발생 액체 용기 속으로 충전하기 위한 수단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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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개시한 구조를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을 기술했지만, 본 발명은 설명한 상세에 제한되지 않고, 
본 출원은 개선의 목적 또는 첨부한 청구 범위의 범주내에 들 수 있는 변경 또는 수정들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
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를 제공하는 단계와, 토출구로의 액체의 유동 방향에 대해 하류측에 가동 부
재의 자유단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기포는 가동 부재의 자유단을 변위시키며 토출구를 향해 성장
하여 액체를 토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과 상기 토출구는 서로 대체로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열면에 의해 발생한 열은 액체의 필름 비등을 야기하여 기포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기포는 가동 부재의 초기 위치를 지나 토출구를 향해 팽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 부재가 변위된 때, 기포는 가동 부재에 접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
출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다른 액체가 상기 가동 부재의 한 쪽의 공간 내로 그리고 상기 가동 부재의  다른 쪽의 
공간 내로 각각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동일한 액체가 상기 가동 부재의 한 쪽의 공간 내로 그리고 상기 가동 부재의 다른 쪽의 
공간 내로 각각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8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제공하는 단계와,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발열면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단계와, 토출구로의 액체의 유동 방향에 대해 하류측에 가동 부재의 자유단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기포는 가동 부재의 자유단을 변위시키며 토출구를 향해 성장하여 액체를 토출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과 상기 토출구는 서로 대체로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발열면에 의해 발생한 열은 액체의 필름 비등을 야기하여 기포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기포는 가동 부재의 초기 위치를 지나 토출구를 향해 팽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가동 부재가 변위된 때, 기포는 가동 부재에 접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
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다른 액체가 상기 가동 부재의 한 쪽의 공간 내로 그리고 상기 가동 부재의 다른 쪽의 
공간 내로 각각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동일한 액체가 상기 가동 부재의 한 쪽의 공간 내로 그리고 상기 가동 부재의 다른 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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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내로 각각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15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과,  자유단을  갖고  있는  가동 
부재와,  상기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며 기
포가 토출구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토출구를 한정하는 부재 및 발열면은 서로 대체로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
출 헤드.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대향 부재는 자유단을 갖는 제2 가동 부재이며, 상기 가동 부재들의 자유단들은 사이에 
간격을 두고 서로 대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발열면에 수직하며 발열면의 중심을 통과하는 제1 라인 및 간격에 수직이고 간격의 중
심을 통과하는 제2 라인은 서로 근접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라인들은 서로 대체로 중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라인은 토출구를 관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라인 및 토출구에 수직하며 토출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라인은 서로 대체로 중
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22 

제15항에 있어서, 대향 부재는 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라인은 가동 부재를 관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라인은 토출구를 관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라인 및 토출구에 수직하며 토출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라인은 서로 대체로 중
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26 

제l5항에 있어서, 액체 유동 경로들은 상기 가동 부재의 한 쪽에 그리고 상기 가동 부재의 다른쪽에 각각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가동 부재는 액채 유동 경로들 사이의 분리 벽의 일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액체 유동 경로들은 서로로부터 대체로 밀봉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서로 다른 액체들이 액체 유동 경로들로 각각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동일한 액체들이 액체 유동 경로들로 각각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
드.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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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는 발열면과 대체로 같은 높이의 내벽을 따라 발열면에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32 

제15항에 있어서, 가동 부재의 면적은 발열면의 면적보다 넓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33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 부재는 상기 발열면의 일 구역으로부터 이격된 위치에 받침점 부분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34 

제l5항에 있어서, 가동 부재는 판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35 

제15항에 있어서, 가동 부재는 금속으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금속은 니켈 또는 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37 

제15항에 있어서, 가동 부재는 수지 재질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38 

제15항에 있어서, 가동 부재는 세라믹 재질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39 

제26항에 있어서, 액체 유동 경로들로 공급되는 액체들을 담기 위한 공통 액체 챔버들을 또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40 

제15항에 있어서, 발열면은 전기 에너지를 열로 변환시키는 전열 변환기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41 

제15항에 있어서, 발열면에 의해 발생된 열은 액체의 필름 비등을 야기하여 기포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42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상기 가동 부재
를 사이에 두고 발열면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기관과 토출구는 서로 대체로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대향 부재는 자유단을 갖는 제2 가동 부재이며, 상기 가동 부재들의 자유단들은 사이에 
간격을 두고 서로 대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발열면에 수직하며 발열면의 중첩을 통과하는 제1 라인 및 간격에 수직하며 간격의 중
심을 통과하는 제2 라인은 서로 근접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라인들은 서로 대체로 중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47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라인은 토출구를 관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라인 및 토출구에 수직하며 토출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라인은 서로 대체로 중
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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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항에 있어서, 대향 부재는 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라인은 가동 부재를 관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51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라인은 토출구를 관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라인 및 토출구에 수직하며 토출구의 중첩을 통과하는 라인은 서로 대체로 중
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53 

제42항에 있어서, 액체 유동 경로들은 상기 가동 부재의 한 쪽에 그리고 상기 가동 부재의 다른 쪽에 각
각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가동 부재는 액체 유동 경로들 사이의 분리 벽의 일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55 

제53항에 있어서, 액체 유동 경로들은 서로로부터 대체로 밀봉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56 

제53항에 있어서, 서로 다른 액체들이 액체 유동 경로들로 각각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57 

제53항에 있어서, 동일한 액체들이 액체 유동 경로들로 각각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
드.

청구항 58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는 발열면과 대체로 같은 높이의 내벽을 따라 발열면에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59 

제53항에 있어서, 가동 부재의 면적은 발열면의 면적보다 넓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60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 부재는 상기 발열면의 일 구역으로부터 이격된 위치에 받침점 부분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61 

제53항에 있어서, 가동 부재는 단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62 

제53항에 있어서, 가동 부재는 금속으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금속은 니켈 또는 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64 

제53항에 있어서, 가동 부재는 수지 재질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65 

제53항에 있어서, 가동 부재는 세라믹 재질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66 

제53항에 있어서, 액체 유동 경로들로 공급되는 액체들을 담기 위한 공통 액체 챔버들을 또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67 

제42항에 있어서, 발열면은 전기 에너지를 열로 변환시키는 전열 변환기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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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출 헤드.

청구항 68 

제53항에 있어서, 발열면에 의해 발생된 열은 액체의 필름 비등을 야기하여 기포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69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상
기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
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상기 액체 토출 헤드로 
공급되는 액체를 담기 위한 액체 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 카트리지.

청구항 70 

제69항에 있어서,  액체 토출 헤드 및 액체 저장부는 분리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 카트리지.

청구항 71 

제69항에 있어서, 액체 저장부는 재충전 액체를 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 카트리지.

청구항 72 

제69항에 있어서, 액체 저장부에는 액체를 재충전하기 위한 액체 토출구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 카트리지.

청구항 73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상기 가동 부재
를 사이에 두고 발열면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에 가까운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
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상기 액체 토출 헤드로 공급되는 
액체를 담기 위한 액체 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 카트리지.

청구항 74 

제73항에 있어서,  액체 토출 헤드 및 액체 저장부는 분리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 카트리지.

청구항 75 

제73항에 있어서, 액체 저장부는 재충전 액체를 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 카트리지.

청구항 76 

제73항에 있어서, 액체 저장부에는 액체를 재충전하기 위한 액체 토출구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 카트리지.

청구항 77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상
기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
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동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액체를 토출하도록 구
동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구동 신호 공급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장치.

청구항 78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상
기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된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
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액체 토출 헤드로부터 토
출되는 액체를 수용하도록 기록재를 반송하기 위한 반송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장치.

청구항 79 

제78항에 있어서, 다수 칼라의 기록액들은 액체 토출 헤드로부터 토출되어 기록재 상에 칼라 기록을 수행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장치.

청구항 80 

제78항에 있어서, 이러한 다수의 토출구는 기록재의 전체 폭을 커버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장치.

청구항 81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상기 가동 부재
를 사이에 두고 발열면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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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액체를 토출하도록 구동 신호를 공급
하기 위한 구동 신호 공급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장치.

청구항 82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상기 가동 부재
를 사이에 두고 발열면에 대향에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에 가까운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
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액체 토출 헤드로부터 토출되는 액
체를 수납하도록 기록재를 반송하기 위한 반송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장치.

청구항 83 

제82항에 있어서, 다수 칼라의 기록액들은 액체 토출 헤드로부터 토출되어 기록재 상에 칼라 기록을 수행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장치.

청구항 84 

제82항에 있어서, 이러한 다수의 토출구는 기록재의 전체 폭을 커버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장치.

청구항 85 

제77항, 제78항, 제81항 또는 제82항 중 어느 한 항에 한정된 잉크 토출 장치와;

기록재 상으로의 액체의 정착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 처리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시스
템.

청구항 86 

제77항, 제78항, 제81항 또는 제82항 중 어느 한 항에 한정된 액체 토출 장치와;

기록재 상으로의 액체의 정착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 처리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시스
템.

청구항 87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상
기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된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
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의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상기 액체 토출 헤드로 
공급되는 액체를 담는 액체 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 키트.

청구항 88 

제87항에 있어서, 공급 액체를 충전하기 위한 액체 충전 수단을 또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 
키트.

청구항 89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상기 가동 부재
를 사이에 두고 발열면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되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는 액체 토출 헤드와: 상기 액체 토출 헤드로 공급되는 액체
를 담기 위한 액체 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 키트.

청구항 90 

제88항에 있어서, 공급 액체를 충전하기 위한 액체 충전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 키
트.

청구항 91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지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
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를 갖는 토출구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토출구로의 액체의 유동 방향에 대
해 하류측에 가동 부재의 자유단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토출구 부재 및 기판은 사이에 액체 경로
를 한정하며 액체 경로 내에서 서로 교차되지 않으며; 기포는 가동 부재의 자유단을 변위시키며 토출구를 
향해 성장하여 액체를 토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92 

제91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 부재는 액체의 유동 방향에 대해 상류측에 배치된 고정단을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93 

제91항에 있어서, 기포는 가동 부재가 기포에 의해 변위된 때 가동 부재의 자유단을 팽창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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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4 

제91항에 있어서, 발열면에 의해 발생한 열은 액체의 필름 비등을 야기하여 기포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액체 토출 방법.

청구항 95 

액체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도록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면을 갖는 기판과, 자유단을 갖는 가동 부재와, 상
기 가동 부재를 사이에 두고 기판에 대향해 있으며 기포의 발생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하는 토출구를 갖
는 토출구 부재와, 가동 부재의 자유단이 기포에 의해 변위될 때 발열면 근처의 가동 부재의 측면에 대향
되며 기포가 토출구를 향하도록 가동 부재와 협력 가능한 대향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토출구 부재 및 
상기 기판은 사이에 액체 경로를 한정하며 액체 경로 내에서 서로 교차하지 않으며: 발열면에 의해 발생
된 열은 액체의 필름 비등을 야기하여 기포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96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 부재는 액체의 유동 방향에 대해 상류측에 배치된 고정단을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97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 부재는 기포에 의해 변위되며, 기포는 가동 부재의 자유단을 팽창시키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98 

제95항에 있어서, 발열면에 의해 발생된 열은 액체의 필름 비등을 야기하여 기포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액쳬 토출 헤드.

청구항 99 

제95항에 있어서, 대향 부재는 자유단을 갖는 제2 가동 부재이며, 가동 부재들의 자유단은 사이에 간격을 
두고 서로 대향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청구항 100 

제95항에 있어서, 대향 부재는 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토출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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