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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화상 품질 및 내구성이 현저하게 향상된 2성분 현상제, 이 2성분 현상제를 충전한 용기 및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마그네타이트 미립자, 카본 블랙 등을 함유하는 자성 착색제 함유 수지 입자와, 외첨제로서의 아나
타제형 산화 티탄 미립자에 의해 소정의 중량 평균 입경·입경 분포를 구비하는 블랙 토너를 조제하였다. 별도로 소정
의 중량 평균 입경·입경 분포·자기 특성을 구비한 동시에 구형화(球形化)율을 높인 캐리어를 조제하였다. 이들 블랙 
토너와 캐리어를 혼합하여 2성분 현상제로 하였다. 이 현상제의 내구성을 실험한 결과, 복수매를 복사한 후에도 안정한 
대전이 유지되어 고품질의 화상을 안정하게 얻을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감광체, 현상 슬리부, 유동도 측정 장치, 2성분 현상제, 화상 형성 장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현상제의 유동도 측정 장치의 정면도.

도 2는 도 1의 장치를 구성하는 로토의 설명도로서, 도 2a는 평면도이고 도 2b는 일부를 단면으로 나타낸 정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0감광체

1현상 슬리부

2패들

3T 센서

4이송 스크루

5통기 필터

6독터 블레이드

10유동도 측정 장치

11로토

11a시료 유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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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지지 아암

14고정용 나사

15지지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컨대, 전자 사진법, 정전 기록법, 정전 인쇄법 등에 있어서 잠상(潛像) 담지체의 표면에 형성된 정전 잠상
을 현상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정전 잠상 현상제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토너와 캐리어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정전 잠상 현상제에 관한 것이다.

근래, 세계적인 에너지 절약화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전자 사진의 분야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응한 움직임이 활발해지
고 있다. 특히, 전자 사진 기기에서 전력 소비가 큰 것은 정착부(定着部)로서, 기계적으로도 전력 절약이 되도록 고안이 
행해지고 있는데, 공급물에 상당하는 토너도 에너지 절약 대응 정착기에 대응한 토너가 되도록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토너에 의한 정착기의 에너지 절약화에 대한 대응 대책은 아래에 예시한 것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예컨대, 토너용 결착(結着) 수지로서 저분자량의 수지를 사용하여 저온에서의 정착성 확보를 목적한 것이 있는데, 토너
의 저온 정착성 기여에 의한 에너지 절약화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토너의 결착 수지에 있어서 특히 저분자량 성분이 많
은 경우, 토너 자체 또는 토너 성분이 캐리어 표면에 융착하는(이하, 토너 스펜트라고 한다) 것이 많다. 이 토너 스펜트
에 의해 캐리어 표면이 오염되고, 캐리어의 대전 사이트가 감소하여 2성분 현상제로서의 마찰 대전량의 변동을 초래하
여 결과적으로 화상 농도의 변동이나 블러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토너 스펜트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일본 특허 공개 평10-198068호 공보에서는 토너의 분자량에 관하여 상세
히 기재하고 있지만, 이 공보의 토너 분자량의 범위로서는 정착기에 관한 에너지 절약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었다.

    
나아가, 전자 사진 복사기 등의 화상 형성 장치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그 용도도 다종다양하게 되어 고정밀·고화상 품
질화의 요구가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다. 본 기술 분야에서는 토너의 입경을 작게 하여 고화상 품질화를 달성하고자 시
도하고 있지만, 입경이 작게 되면 단위 중량당의 표면적이 늘어나 토너의 대전기량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화상 농도가 
연해지거나 내구성이 열화되는 것이 우려된다. 또한 토너의 대전기량이 커지기 때문에 토너끼리의 부착력이 강해지고 
유동성이 저하되어 토너 보급의 안정성이나 보급 토너에 부여하는 마찰 대전에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대전기량
이 커지는 경향은 특히 대전 성능이 높은 폴리에스테르계 바인더를 사용한 때에 보다 현저하게 된다.
    

    
지금까지 화상 품질을 양호하게 하는 목적으로서, 몇 가지 현상제가 제안되어 있다. 일본 특허 공개 소51-3244호 공
보에는 입도 분포를 규제하여 화상 품질의 향상을 의도한 비자성 토너가 제안되어 있다. 이 토너에 있어서, 입경이 8∼
12㎛인 토너가 주체여서 비교적 굵으므로, 본 발명자들의 검토에 의하면 이 토너의 입경으로서는 잠상에 치밀하게 부착
하는 것이 곤란하며, 또한 5㎛ 이하가 30 개수% 이하이고, 20㎛ 이상이 5 개수% 이하인 특성으로부터 입경 분포가 넓
다는 점도 균일성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굵직한 토너 입자이고 또한 입도 분포가 넓은 토너를 이용하여 
선명한 화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토너 입자를 두껍게 겹침으로써 토너 입자 사이의 간격을 메워서 외관상의 화상 농도
를 높일 필요가 있고, 소정의 화상 농도를 내기 위하여 필요한 토너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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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 특허 공개 소54-72054호 공보에는 전자(前者)보다도 입경 분포가 좁은 비자성 토너가 제안되어 있는데, 
중간 무게의 입자 치수가 8.5∼11.0㎛로 굵어 고해상도의 토너로서는 아직 개량하여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나아가, 
특허 공개 소58-129437호 공보에는 평균 입경이 6∼10㎛이고, 최대 입자가 5∼8㎛인 비자성 토너가 제안되어 있지
만, 5㎛ 이하의 입자가 15개수% 이하로 적어 화상 품질이 선명하고 윤곽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효과가 거의 없다.

    
본 발명자들의 검토에 의하면, 5㎛ 이하의 토너 입자가 잠상의 윤곽을 명확하게 재현하고 동시에 잠상 전체에 치밀하게 
토너가 부착되는 주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특히, 감광체 상의 정전하 잠상에 있어서는 전기력선이 집
중하기 때문에 윤곽으로 되는 에지부는 내부보다 전계 강도가 높아 이 부분에 모이는 토너 입자의 질에 의해 화상 품질
의 선명함이 결정된다. 본 발명자들의 검토에 의하면 5㎛ 이하의 입자량이 화상 품질의 선명함의 문제 해결에 유효하다
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 때문에 일본 특허 공개 평2-222966호 공보에는 5㎛ 이하의 토너 입자를 15∼40개수% 함유
하는 토너가 제안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 상당한 화상 품질 향상은 달성되었지만 한층 더 향상된 화상 품질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일본 특허 공개 평2-877호 공보에는 5㎛ 이하의 토너 입자가 17∼60개수% 함유하는 토너가 제안되어 있지만, 
이것에 의해 확실히 화상 품질·화상 농도는 안정되었지만 사진 원고와 같이 토너 소비량이 많은 오리지널을 연속으로 
프린트한 경우, 토너에 대한 대책만으로는 토너 입자 분포가 변화하여 항상 일정한 화상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도 
판명되었다. 또한, 전술한 발명은 어느 것이나 비자성 토너 현상제에 관한 것으로서, 가는 선의 재현성 등 면에서는 고
품질로 되었지만 아직도 바탕 오점 등은 개량되지 않았다.
    

한편, 캐리어의 평균 입경이나 입도 분포를 시사한 것으로서, 일본 특허 공개 소51-3238호 공보, 특허 공개 소58-1
44839호 공보, 특허 공개 소61-204646호 공보가 있다. 특허 공개 소51-3238호 공보는 대략적인 입도 분포에 대하
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상제의 현상성이나 현상 장치 내에서의 이송성에 밀접히 관계하고 있는 자기 특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
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실시예 중의 캐리어는 모두 250 메시 이상이 약 80중량% 이상이나 있고, 평균 입경도 60㎛ 
이상이다.

    
또한, 일본 특허 공개 소58-144839호 공보는 단순히 평균 입경을 개시한 것에 지나지 않고, 감광체로의 캐리어 부착
에 영향을 미치는 미분량(微粉量)이나 화상의 선명함에 영향을 주는 조분량(粗粉量)에까지 언급한 것이 아니며 그 분
포까지를 상세하게 기재한 것도 아니다. 나아가, 특허 공개 소61-204646호 공보의 발명은 복사 장치와 적당한 현상제
의 조합을 요점으로 하고 있지만, 캐리어의 입도 분포나 자기 특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현상제가 무슨 이유로 그 복사 장치에 유효한 것인가마저도 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특허 공개 소58-23032호 공
보에 기재되어 있는 페라이트 캐리어는 다공성의 구멍이 많은 재료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캐리어는 에지 효과가 
발생하기 쉽고 내구성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소량의 현상제로 화상 면적이 큰 화상을 연속 복사할 수 있고 내구성 외에도 에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특성
도 만족시킬 수 있는 현상제가 요구되고 있다. 현상제 및 캐리어에 대하여 검토가 행해지고 있지만, 거의 솔리드 화상에 
가까운 20% 이상의 화상 면적을 갖는 화상을 계속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에지 효과의 경감, 1매의 복사물 중에서의 
화상 농도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캐리어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2-281280호 공보에는 미분의 존재량 및 조분의 존재량을 제어한 입도 분포가 좁은 캐
리어를 제안하여 현상 특성이 향상된 캐리어가 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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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복사기의 고정밀, 고품질화의 요구가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고, 이 기술 분야에서는 토
너의 입경을 잘게 하여 고품질화를 달성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입경이 잘아지면 단위 중량당의 표면적이 증가하여 토
너의 대전기량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화상 농도가 연해지거나 내구성의 열화가 우려되는 바이다.

이와 같이, 토너 입경을 작게 함으로 인한 화상 농도의 연해짐이나 내구 열화의 방지, 또는 현상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캐리어의 더 한층의 소입경화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캐리어에 있어서는 내구성 향상에 의한 대전량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품질이 얻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본 발명자들은 화상 형성 방법의 화상 농도, 하이라이트 재현성, 가는 선의 재현성에 관하여 예의 검토한 결과, 특정의 
입도 분포를 구비한 토너 및 구(球)형상을 구비한 캐리어를 사용한 경우에 고화상 농도, 하이라이트 재현, 가는 선의 재
현 등이 뛰어난 고품질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 외첨제로서 특정의 티타니아(titania) 미립자를 
함유시켰을 때, 현상제의 유동성 개량과 동시에 안정한 환경 특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선, 캐리어와 토너를 소입경화한 경우에 생기는 폐단으로서, 현상제로서의 유동성이 저하하여 현상기 중의 현상제가 
순환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대책으로서 현상기 중의 교반 강도를 높이는 등의 장치 조건 변경을 들 수 있지
만, 현상제의 내구 수명을 짧게 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상제로서 일정 레
벨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상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본 발명자들은 그 한 가지 수단으로서 캐리어의 형상을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캐리어 입자
의 구형율을 높임으로써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캐리어의 구형화에 관해서는 일본 특허 공개 소59-222847호 공보에 서술되어 있지만, 구형화 정도의 정의가 불명확
하고, 실제로 어느 레벨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또한, 특허 공개 소63-41864호 공보에 있어서는 캐리어의 구형화도(ΨZ)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은 탄성 블레이드 
코트 현상법에 관해서만 통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과는 상이한 것이다.

본 발명자들은 또한 현상제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나아가 수지 피복 캐리어의 피복 수지에 저표면 에너지의 
물질을 함유시키는 것도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캐리어의 유동성에 관하여 정한 것은 일본 특허 공개 소63-41865호 공보나, 특허 공개 평1-225962호 공보에 개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발명에 있어서의 종래보다도 작은 캐리어를 이용하는 경우, JIS-Z 2502에 의해 측정을 행하는 
것은 곤란하여 재현성이 얻어지기 어렵게 된다.

나아가, 상기 공보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캐리어에 관해서만 한정되고, 토너 측의 대전성이나 다른 첨가물 등의 영향
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가령 캐리어의 유동성을 일정하게 하여도 현실적으로는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대전성이나 토너 표면의 영향 등을 포함한 현상제 유동성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감안하여, 저온 정착 토너를 사용한 2성분 현상제에 있어서, 캐리어 표면에의 토너 스펜
트가 적고, 충분한 마찰 대전량을 부여하여 마찰 대전성이 안정된 2성분 현상제를 제공하는 것을 제1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본 발명은 선명하고도 명암 단계성이 뛰어난 2성분 현상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현상기 내에서의 이송성이 양호한 2성분 현상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장시간의 사용으로 성능 변화가 없는 2성분 현상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환경 변동에 대하여 성능 변화가 없는 2성분 현상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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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적은 소비량으로 높은 화상 농도를 얻을 수 있는 2성분 현상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화상 신호에 의한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도 해상성·명암 단계성·가는 선 재현성이 뛰어난 
토너 화상을 형성할 수 있는 2성분 현상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청구항 1에 의해, 적어도 수지와 착색제를 함유하고, 외첨제를 부여한 토너와 캐리어로 이루어지는 2성분 현
상제로서, 이 토너의 수 평균 분자량(Mn)은 3,000이하이고, 분자량이 1,000 이하의 분자는 40 개수% 이상이며, 이 
캐리어는 수학식 1의 3,000,000 ≤σ 1000 × Dc3 ≤ 20,000,000 … (1) (σ 1000 는 1,000 에르스텟 중의 캐리어의 
자화 (emu/g), Dc는 캐리어의 체적 평균 입경(㎛)을 나타낸다.) 을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분 현상제가 
제공된다.

청구항 2에 의해,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의 체적 평균 입경(Dc)은 60㎛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분 현상
제가 제공된다.

청구항 3에 의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토너는 자성 토너로서, 중량 평균 입경은 3 ∼ 7㎛이고, 5.04㎛ 이
하의 입경을 갖는 토너는 40 개수%보다 많이 함유되며, 4㎛ 이하의 입경을 갖는 토너는 10 ∼ 70 개수% 함유되고, 8
㎛ 이상의 입경을 갖는 토너는 2 ∼ 20 체적% 함유되며, 10.08㎛ 이상의 입경을 갖는 토너는 6체적% 이하 함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분 현상제가 제공된다.

청구항 4에 의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는 체적 평균 입경이 15 ∼ 45㎛이고, 22㎛보다 작은 캐리
어 입자가 1 ∼ 20% 이며, 16㎛보다 작은 캐리어 입자가 3% 이하이고, 62㎛ 이상의 캐리어 입자가 2 ∼ 15%이며, 8
8㎛ 이상의 캐리어 입자가 2%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분 현상제가 제공된다.

청구항 5에 의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의 1000 에르스텟의 자계에 대한 포화 자화는 40 ∼ 120e
mu/g이고, 동시에 잔류 자화는 10emu/g이며, 보자력(保磁力)은 60 에르스테드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분 현
상제가 제공된다.

청구항 6에 의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현상제의 유동도는 25 ∼ 55(초/50g)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
분 현상제가 제공된다.

청구항 7에 의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외첨제는 평균 입경이 0.01 ∼ 0.2㎛, 소수화도(疏水化度)가 20 
∼ 98%, 400nm에 있어서의 광 투과율이 40% 이상의 티타니아 미립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분 현상제가 제공된
다.

청구항 8에 의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는 평면 화상으로 판단한 경우의 장경(長徑)(X)과 단경(短
徑)(Y)의 비율이 평균 0.6 ∼ 1.0인 캐리어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분 현상제가 제공된다.

청구항 9에 의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기재한 2성분 현상제를 충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가 제공된다.

청구항 10에 의해, 제9항에 기재한 용기를 충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가 제공된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저온 정착 토너로서는 이 토너의 수 평균 분자량(Mn)이 3,000이하이고, 분자량 1,000 이하의 분자가 40개
수% 이상인 것이 필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상기한 토너 구성에 의해 종래보다도 20℃ 이상 낮은 정착 온도로 하여도 
충분한 정착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종래 토너로서는 현상제로서의 내(耐) 스펜트성을 만족시키는 필요성으로부터 
Mn이 3,000보다 크고, 동시에 분자량이 1,000 이하의 분자가 40개수 미만으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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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자들은 예의 검토한 결과, 캐리어 표면에 토너 스펜트하기 쉬운 토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분자량이 1,000이
하인 분자의 영향이 크고, 특히 분자량이 1,000이하인 분자가 40개수% 이상이면, 현저하게 토너 스펜트가 발생하기 
쉽다는 경향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자들은 전술한 저온 정착 토너를 사용하면서 내 스펜트성이 뛰어난 캐리어
를 사용함으로써 마찰 대전 안정성이 뛰어난 2성분 현상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여기서, 중량 평균 분자량(Mw) 및 수 평균 분자량(Mn)의 값은 각종 방법에 의해 구할 수 있고, 측정 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 발명에 있어서는 아래의 측정법에 준하여 구한 것으로 정의한다. 즉, GPC(Gel P
ermeation Chromatography)에 의해 아래에 기재한 조건으로 중량 평균 분자량(Mw) 및 수 평균 분자량(Mn)을 측정
한다. 온도 40℃에 있어서, 용매(테트라히드로푸란)를 매분 1.2ml의 유속으로 흘려보내고, 농도 15ml/5ml의 테트라
히드로푸란 시료 용액을 시료 중량으로서 3mg 주입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의 분자량 측정에 있어서는 이 시료가 구비하
는 분자량이 수 종류의 단 분산 폴리스티렌 표준 시료에 의해 작성된 검량선의 분자량 대수(對數)와 카운트 수가 직선
으로 되는 범위 내에 포함되는 측정 조건을 선택한다. 또, 측정 결과의 신뢰성은 상술한 측정 조건으로 행한 NBS706 
폴리스티렌 표준 시료가
    

중량 평균 분자량(Mw) = 28.8 × 104

수 평균 분자량(Mn) = 13.7 × 104

로 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용되는 GPC의 컬럼으로서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면, 어떠한 컬럼을 채용하여도 좋다. 구체적으로는 예
컨대 TSK-GEL, GM, H6[TOYOSODATSU(회사명)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용매 및 측정 온도는 기재한 조건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조건으로 변경하여도 좋다.

여기서, 내 토너 스펜트성에 뛰어난 캐리어의 달성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소개한다. 본 발명자들은 캐리어 1개당 받는 
자화의 크기를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그 값을 작게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수학식 3

[σ1000 는 1,000 에르스텟 중의 캐리어의 자화 (emu/g), Dc는 캐리어의 체적 평균 입경(㎛)을 나타낸다].

    
캐리어의 내스펜트성이 향상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상세한 것은 의연히 알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다. 토너는 항상 캐리어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과 같이, 현상 슬리부에 의한 자계 중
에서 영향을 받는 캐리어의 자화를 작게 함으로써 캐리어와 슬리부에 끼워져 있는 토너, 또는 캐리어와 캐리어 사이에 
끼워져 있는 토너에 가해지는 압력이 작아져 필연적으로 토너가 캐리어 표면에 부착하는 것도 적어져, 토너 스펜트량이 
격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상기 캐리어의 체적 평균 입경을 작게 하는 것도 상기와 같은 효과가 얻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캐리어의 
입경을 작게 함으로써 캐리어 1개가 받는 자속도 작아지므로, 토너와 캐리어의 혼합 압력이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단위 중량당의 캐리어 표면적을 크게 하고, 토너 스펜트의 영향을 받기 어렵게 함으로써 비약적으로 마찰 대전
의 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σ1000 × Dc3 ≤ 20,000,000]의 범위이면, 내스펜트성이 뛰어난 캐리어가 얻
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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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대의 이유로부터 캐리어의 자화를 작게 하고, 또한 캐리어의 체적 평균 입경을 작게 하는 방향으로는 현상 슬리
부의 자계 중에서 토너와 캐리어의 혼합 압력이 약해지는 방향이며, [3,000,000 > σ100 0× D c3]의 범위에서는 충
분한 마찰 대전량을 얻을 수 없어 바탕 오점이나 토너 비산이 발생하기 쉬웠다.

본 발명자들이 예의 검토한 결과, 동등의 분자량 분포이어도 자성 토너 쪽이 비자성 토너에 비하여 캐리어에 부착하기 
어려운 것을 발견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자성 토너는 그 표면에 자성 분말이 노출되어 있고, 그 노출된 자성 분말이 토
너와 캐리어 사이의 스페이서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토너가 캐리어 표면에 부착하기 어렵다는 효과가 인정되었다.

    
또한, 토너로서 중량 평균 입경이 3 ∼ 7㎛ 인 것이 바람직하다. 7㎛를 초과하면 고화상 품질에 유효한 미립자 성분이 
적어진다. 3㎛ 미만이면, 토너로서의 분말 유동성이 악화된다. 나아가 4㎛ 이하의 입경의 토너 입자가 10∼70개수%, 
바람직하게는 15∼60개수%이면 좋다. 4㎛이하의 입경의 토너 입자가 10개수% 미만이면, 고화상 품질에 유효한 자성 
토너 입자가 적고, 특히 복사 또는 프린트 출력을 계속하여 토너가 사용됨에 따라 유효한 자성 토너 입자 성분이 감소함
으로써 화상 품질이 점차 저하되는 우려가 있다.
    

또한, 70 개수%를 초과하면, 토너 입자 상호의 응집 상태가 발생하기 쉽고, 본래의 입경 이상의 토너 덩어리로 되기 쉽
기 때문에, 거친 화상 품질로 되거나, 해상성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잠상의 에지부와 내부의 농도 차가 커져 중간이 누
락되는 화상으로 되기 쉬워 소입경 토너의 화상 품질을 향상시키는 이점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또한, 8㎛ 이상의 입자가 2.0 ∼ 20.0 체적%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3.0 ∼ 18.0체적%가 보다 바람직하다. 
20.0 체적%보다 많으면 대입경 입자가 너무 많아져 화상 품질이 악화됨과 동시에 대입경 입자일수록 현상 능력이 높으
므로 필요 이상의 현상, 즉 토너가 너무 부착하여 토너 소비량이 증대된다. 한편, 2.0 체적% 미만이면, 토너 처방을 어
떻게 고안하여도 유동성의 저하에 의해 화상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효과를 보다 한층 향상시키기 위하여, 토너의 대전성·유동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5.04㎛ 이하
의 입자가 40개수%보다 크고 90개수% 이하, 바람직하게는 40개수%보다 크고 80개수%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10.08㎛ 이상의 입자가 6체적% 이하, 바람직하게는 4체적%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10.08㎛ 이상의 입자가 6
체적%을 초과하면, 섬세한 화상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토너의 입도 분포에 관해서는 각종 방법에 의해 측정할 수 있지만, 본 발명에 있어서는 콜터 카운터(Coulter 
counter)를 이용하였다. 즉, 측정 장치로서는 콜터 카운터-TA-II형[콜터사(Coulter.Inc.)제]를 이용하고, 개수 평균 
분포, 체적 분포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NIKKISO(회사명)제] 및 개인용 컴퓨터[RICOH(회사명)제]를 접속하고, 전
해액은 1급 염화나트륨을 이용하여 1% NaCl 수용액을 조제하였다. 측정법으로서는 상기 전해 수용액 100∼150ml 중
에 분산제로서 계면 활성제, 바람직하게는 알킬벤젠술폰산염을 0.1∼5 ml 가하고, 나아가 측정 시료를 2∼20mg 가한
다. 시료를 현탁한 전해액은 초음파 분산기로 약 1∼3분간 분산 처리를 행하고, 상기 콜터 카운터-TA-II형에 의해 1
00㎛의 구멍을 이용하여 토너의 체적, 개수를 측정하여 2∼40㎛의 체적 분포와 개수 분포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 본 
발명에 따르는 체적 분포로부터 구한 중량 기준의 중량 평균 직경(D4)(각 채널의 중앙값을 각 채널의 대표값으로 한다), 
체적 분포로부터 구한 중량 기준의 조분량(粗粉量)(16.0㎛ 이상), 개수 분포로부터 구한 개수 기준의 미분(微粉) 개수
(5.04㎛ 이하)를 구하였다.
    

    
캐리어로서는 캐리어의 체적 평균 입경이 15∼45㎛ 이면 바람직하다. 캐리어의 체적 평균 입경이 15㎛ 미만으로 되면, 
마찰 대전량을 부여할 상대인 토너의 평균 입경에 너무 근접하여 양자의 입경차를 이용한 혼합 교반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토너에 충분한 마찰 대전량을 부여할 수 없어 바탕 오점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캐리어 빠짐에 대해서도 여유
도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 한편, 캐리어의 체적 평균 입경이 45㎛를 초과하면, 기본적인 화상 품질은 얻을 수 있지만 자
기 브러시의 고밀도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고품질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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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2㎛ 보다 작은 캐리어 입자가 1∼20%, 바람직하게는 2∼10%, 보다 바람직하게는 2∼6%이고, 16㎛보다 작은 
캐리어 입자가 3%이하, 바람직하게는 1%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5%이하이다.

22㎛보다 작은 캐리어 입자가 20%를 초과하면, 현상제의 유동도가 적절한 범위를 넘어 커져 원활한 마찰 대전성이 손
상된다. 22㎛보다 작은 캐리어 입자가 1% 미만이면, 자기 브러시가 성긴 상태로 되어 토너의 대전도 나빠져 토너 비산
이나 바탕 오점의 원인으로 된다.

다음으로, 16㎛보다 작은 캐리어 입자가 3%를 초과한 경우, 캐리어 빠짐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캐리어 빠짐이 발생
하면, 감광체에 캐리어가 부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토너에 의한 현상을 할 수 없어 화상 상에 백색의 누락이 생기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62㎛ 이상의 캐리어 입자가 2∼ 15%이면 바람직하다. 62㎛ 이상의 캐리어 입자는 현상제 전체의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입자가 2% 미만이면, 균일한 자기 브러시를 형성할 수 없어(자기 브러시의 상태
가 요철로 되기 쉽다), 반대로 섬세한 화상 품질을 얻기 어렵게 된다. 한편, 62㎛ 이상의 캐리어 입자가 15%를 초과하
면, 전체적으로 큼직한 캐리어 입자가 늘어나 자기 브러시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가는 선의 재현성에 대한 여유도
가 결핍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88㎛ 이상의 캐리어 입자가 2% 이하이면 바람직하다. 88㎛ 이상의 캐리어 입자가 2%를 초과하
면 기본적인 화상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88㎛ 이상의 캐리어 입자의 비율은 거의 화상 품질에 반비례하므로 고품질
을 목적하는 본 발명에서는 그 캐리어 입자를 2% 이내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화상 품질 향상 목적으로 캐리어와 토너를 소입경화한 경우에 생기는 폐단으로서는 현상제로서의 유
동성이 저하하여 현상기 중의 현상제가 순환하?d1020010107667?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대책으로서 현상기 
중의 교반 강도를 높이는 등의 장치 조건의 변경을 들 수 있지만, 현상제의 내구 수명을 짧게 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
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상제로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상제의 유동성 확보의 수단으로서 캐리어의 형상을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본 발명에서는 캐리어 입자의 구
형율을 높임으로써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캐리어의 입도 분포 측정은 측정 장치로서 마이크로트럭 입도 분석계(Nikkiso Co.Ltd.제)의 SRA 
타입을 사용하고, 0.7∼125㎛ 범위의 설정으로 행하였다. 또, 시료 순환기로서 SVR(Nikkiso Co.Ltd.제)를 사용함으
로써 고비중의 캐리어 샘플을 정밀도 높게 측정할 수 있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캐리어의 형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우선, 캐리어를 적당한 배율로 SEM(주사형 전자 현미경)으로 사진 촬영을 한다. 상기 캐리어에 대하여 장경(X)과 단
경(Y)을 측정하여 나간다. 이상과 같은 조작을 랜덤으로 최저 30입자 이상 행하고, Y/X의 평균을 구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는 그 비율(Y/X)이 평균으로 0.6∼1.0인 캐리어 형상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범위를 초과하여 구형(球形)을 벗어난 이형화(異形化) 캐리어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상제의 유동성 및 교
반 효율에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구형화율을 높여 Y/X를 1에 접근시킨 경우, 분무 드라이법이나 고온의 열처리에 의한 구형화 등의 처리 조건을 
제어하여도 통상 비용이 아주 높아지므로 예의 검토를 행한 결과, 본 발명의 범위 내이면 소입경화한 캐리어에 있어서
도 충분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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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캐리어를 소입경으로 함에 따라 구형화율을 높이는 것은 곤란하지만 구형화 정도를 전술한 바와 같이 조절
하기 위해서는 제조 조건의 조절, 예컨대 분무 드라이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탁액의 점도 조절, 온도 조절, 첨가물의 
이용도 가능하지만 특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에 있어서도 소성(燒成) 온도의 조절 등에 의해 행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제의 유동도는 25∼55(초/50g)이다. 55초보다 큰 경우, 유동성이 나빠 보급된 토
너에 대전 부여를 원활하게 행할 수 없어 화상 열화를 초래한다. 또한 25초보다 작은 경우, 현상제가 작은 덩어리로 되
어 유동하고 있는 현상이 생겨 이 상태에서는 토너와 캐리어가 충분히 혼합 교반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토너 비산, 바
탕 오점 현상을 초래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현상제의 유동도는 아래와 같이 측정하였다. 즉, 토너와 캐리어를 혼합하여 온도 23℃±2℃, 습도 6
0%±3%의 환경에 24시간 방치 후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JIS-Z2502에 의거한다. 여기서 측정 장치는 도 1에 나
타낸 것인데,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조한 로토를 이용한다. 도 1의 유동도 측정 장치(분말 유동계)(10)는 로토(
11), 이 로토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 아암(12), 이 지지 아암(12)을 지지·고정하기 위한 지지봉(13) 및 고정용 나사
(14) 및 지지대(15)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도 2에 있어서 부호(11a)는 시료 유출구이다. 이 유동도 측정 장치(10)
는 소정량의 분말이 시료 유출구(11a)로부터 유출하는 데 요하는 시간(유동도)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상제의 유동도 측정에서는 아래식에 있어서 α = 0.4일 때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α = [Tc / (100 - Tc)]·(ρ 2 /ρ1 )·(r2 / 4r 1 )

[식 중에서Tc는 토너 농도(중량%),ρ1 는 토너의 참비중,ρ2 는 자성 캐리어의 참비중, r1 는 토너의 중량 평균 입경(㎛), 
r2 는 자성 캐리어의 체적 평균 입경(㎛)을 나타낸다].

그런데, 캐리어는 그 자기 특성으로 현상 슬리부에 내장된 자석 롤러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현상제의 현상 특성 및 이송성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캐리어의 1000 에르스텟(Oe)의 인가(印加) 자계에 대한 포화 자화가 40∼120emu/g
일 때, 복사 화상의 균일성이나 명암 단계 재현성이 뛰어나 적절하다.

    
포화 자화가 120 emu/g (1000에르스텟의 인가 자계에 대하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상시 감광체 상의 정전 잠상
에 대향한 현상 슬리부상에 형성되며 브러시 모양으로 일어선 캐리어와 토너가 단단히 죄어있는 상태로 되어 명암 단계
성이나 하프톤의 재현이 나빠진다. 또한, 40 emu/g 미만이면, 토너 및 캐리어를 현상 슬리부상에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캐리어 부착이나 토너 비산이 악화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쉽다. 나아가 캐리어의 잔류 자화 및 
유지 자력이 너무 높으면 현상기 내의 현상제의 양호한 이송성이 방해되어 화상 결함으로서 하얀 잔 줄이 생기거나 솔
리드 화상 중에서의 농도 불균일 등이 발생하기 쉽고, 현상 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 때문에 현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잔류 자화가 10emu/g 이하, 바람직하게는 5emu/g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실질상 0이고, 유지 자력이 60에르스텟 이하(3000에르스텟의 인가 자계에 대하여), 바람직하게는 30에르스텟, 보다 
바람직하게는 10에르스텟 이하일 것이 중요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캐리어의 자기 특성의 측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측정 장치는 BHU-60형 자화 측정 장치[RIK
EN KEIKI(회사명)제]를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측정 시료는 대략 1.0g을 무게 달아 내경이 7mmφ, 높이가 
10mm인 셀(cell)에 채워 상기 장치에 세트하였다. 측정은 인가 자계를 서서히 가하여 최대로 3000 에르스텟까지 변
화시킨다. 다음으로 인가 자계를 감소시켜 최종적으로 기록지 상에 시료의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얻는다. 이것으로부터 
포화 자화, 잔류 자화, 보자력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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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본 발명은 토너의 외첨제로서 적어도 티타니아 미립자를 함유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특히 수계 중에서 커
플링제를 가수 분해하면서 표면 처리한 아나타제형(anatase-type) 티타니아 미립자가 대전의 안정화, 유동성 부여의 
점 등에서 극히 유효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동 향상제로서의 소수성 실리카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것
이다.

    
그 이유로서는 실리카 미립자가 그 자체로 강한 음대전성인 것에 대하여 티타니아 미립자는 거의 중성의 대전성인 것에 
기인한다. 종래로부터 소수성 티타니아를 첨가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지만, 티타니아 미립자는 본래 표면 활성이 실리카
에 비하여 작고, 소수성은 꼭 충분히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었다. 또한 처리제 등을 대량으로 사용하거나 고점성의 처리
제 등을 사용하거나 한 경우, 소수화도는 확실히 높아지지만, 입자끼리의 결합 등이 발생하여 유동성 부여능이 저하되
는 등, 대전의 안정화와 유동성 부여의 양립이 꼭 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였다.
    

한편, 소수성 실리카는 그 유동성 부여능은 확실하게 뛰어난 것이지만 다량으로 함유시키면 반대로 그 강한 대전성 때
문에 정전 응집을 일으켜 유동성 부여능은 저하된다. 그 점에서 티타니아는 양을 늘일 수록 토너의 유동성은 향상된다.

또한, 아나타제형 티타니아를 사용하는 것은 예컨대, 특허 공개 소60-112052호 공보 등에 제안되어 있지만, 아나타제
형 티타니아는 체적 고유 저항이 107 Ωcm 정도로 작아 그대로 사용하면 특히 고온하에서의 대전 누전이 빨라 꼭 대전 
안정화의 점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여서 개량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소수화 티타니아를 토너에 함유시키는 예로서 특허 공개 소59-52255호 공보에 알킬트리알콕시실란으로 처리
한 티타니아를 함유한 토너가 제안되어 있는데, 티타니아의 첨가에 의해 확실히 전자 사진의 여러 특성은 향상되지만 
티타니아의 표면 활성은 원래 작아 처리 단계에서 결합 입자가 생기거나 소수화가 불균일하거나 하여 꼭 만족할 수 있
는 것은 아니였다.

본 발명자들은 토너의 대전성 안정성에 대하여 예의 검토한 결과, 특정 커플링제를 수계(水系) 중에서 가수 분해하면서 
처리한 평균 입경이 0.01∼0.2㎛, 소수화도 20∼98%이고 400nm에 있어서의 광 투과율이 40% 이상인 아나타제형 
티타니아가 균질의 소수화 처리를 행할 수 있고 입자끼리의 결합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티타니아를 함유한 토너
가 대전 안정화, 유동성 부여의 점에서 극히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본 발명은 수계중에서 아나타제형 티타니아 미립자를 기계적으로 1차 입경으로 되도록 분산하면서 동시에 커플링제
를 가수 분해하면서 표면 처리하기 때문에, 기상(氣相) 중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입자끼리의 결합이 발생하기 어렵고, 
또한 처리에 인한 입자간의 대전 반발 작용이 작용하여 아나타제형 티타니아 미립자가 거의 1차 입자의 상태에서 표면 
처리된다는 것을 알았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커플링제를 수계 중에서 가수 분해하면서 티타니아 표면을 처리하는 것에 특징이 있고, 그 때 티타
니아 미립자를 1차 입자로 분해시키기 위하여 기계적인 힘을 가하고 있으므로 클로로실란류나, 실라잔류 등과 같은 가
스를 발생하는 성질이 있는 커플링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지금까지 기상 중에서는 입자끼리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었던 고점성의 커플링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수화의 효과는 아주 크다.

또한, 티타니아의 처리 방법으로서는 수계 중에서 티타니아를 기계적으로 1차 입자경으로 되도록 분산하면서 커플링제
를 가수 분해시켜 처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사용할 수 있는 커플링제로서는 실란 커플링제, 티탄 커플링제 등 어느 것이라도 좋다.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실란 커플링제이고, 이것은 일반식

R m Si Y n

(단, R은 알콕시기, m은 1∼3의 정수, Y는 알킬기, 비닐기, 글리시독시기, 메타크릴기를 포함하는 탄화수소기, n은 1
∼3의 정수)로 표시되는 것이다.

 - 11 -



공개특허 특2001-0107668

 
    
상기 실란 커플링제의 구체예로서는 비닐트리메톡시 실란(vinyltrimethoxy silane), 비닐트리에톡시 실란(vinyltrie
thoxy silane), γ-메타크릴옥시프로필트리메톡시 실란(γ-methacryoxypropyltrimethoxy silane), 비닐트리아세
톡시 실란(vinyltriacetoxy silane), 메틸트리메톡시 실란(methyltrimethoxy silane), 메틸트리에톡시 실란(methy 
triethoxy silane), 이소부틸트리메톡시 실란(isobutyl trimethoxy silane), 디메틸디메톡시 실란(dimethyldimeth
oxy silane), 다메틸디에톡시 실란(dimethyldiethoxy silane), 트리메틸메톡시 실란(trimethylmethoxy silane), 히
드록시프로필트리메톡시 실란(hydroxypropyltrimethoxy silane), 페닐트리메톡시 실란(phenyltrimethoxy silane), 
n-헥사데실트리메톡시 실란(n-hexadecyltrimethoxy silane), n-옥타데실트리메톡시 실란(n-octadecyltrimeth
oxy silane)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실란 커플링제 중, 특히 바람직한 것은 일반식이

C αH 2 α+1 -Si (OC βH 2 β+1 ) 3

(단, α = 4∼12, β = 1∼3)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상기 일반식에 있어서 α가 4보다 작으면, 처리는 용이하게 되지만 소수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 또한 α가 13보다 
크면, 소수성은 충분히 달성되지만 티타니아 입자끼리의 결합이 많아져 유동성 부여능이 저하하게 된다. 또한, β가 3
보다 크면 반응성이 저하하여 소수성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있어서의 α는 4 ∼ 12, 바람직
하게는 4 ∼ 8, β는 1 ∼ 3, 바람직하게는 1 ∼ 2이다.

그 처리량은 티타니아 100중량부에 대하여, 1∼5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3∼40중량부로 하고, 소수화도를 20∼98%, 
바람직하게는 30∼90%, 보다 바람직하게는 40∼80%로 하면 좋다.

즉, 소수화도가 20%보다 작으면, 고습(高濕) 하에서의 장기 방치에 의한 대전량 저하가 크고, 하드 측에서의 대전 촉
진의 기구가 필요하게 되어 장치가 복잡하게 되며, 또한 소수화도가 98%를 초과하면 체적 고유 저항이 작은 아나타제
형 티타니아를 사용하여도 티타니아 자신의 대전 제어가 곤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저습 하에서 토너가 대전 상승하게 
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소수화된 표면이 있는 산화 티탄 미분체의 소수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아래에 나타낸 메탄올 
측정 실험을 이용한다.

실험용 산화 티탄 미분체 0.2g을 용량 250ml의 삼각 플라스크 중의 물 50ml에 첨가한다. 메탄올을 뷰렛으로부터 산화 
티탄 전체가 습윤될 때까지 적정(適定)한다. 이 때 플라스크 내의 용액은 자기 교반기로 항상 교반한다. 그 종점은 산화 
티탄 미분체의 전체량이 액체 중에 현탁됨으로써 관찰되고, 소수화도는 종점에 이르렀을 때의 메탄올 및 물의 액상 혼
합물 중의 메탄올의 백분율로서 나타낸다.

또한, 그 입경은 유동성 부여의 점으로부터 0.01∼0.2㎛가 좋다. 입경이 0.2㎛보다 크면, 유동성 불량에 의한 토너 대
전이 불균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토너 비산, 바탕 오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0.01㎛보다 작으면 토너 표면에 파묻히
기 쉽고 토너 열화가 빨리 초래되어 내구성이 반대로 저하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본 발명에 이용되는 저온 정착 토너
(토너 표면의 경도가 낮다)에 있어서 보다 현저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티타니아의 입경은 FESEM에 의해 측정하였
다.

나아가 본 발명에 있어서는 처리된 티타니아가 400nm의 파장에 있어서의 광 투과율이 40% 이상인 것도 하나의 특징
이다. 즉, 본 발명에 사용되는 티타니아는 1차 입경이 0.2∼0.01㎛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실제로 토너 중에 함유시킨 
경우, 꼭 1차 입자로서 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2차 입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1차 입자 직경이 작아도 2차 입자로서 거동하는 실효경(實效徑)이 커서는 본 발명의 효과는 격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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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시 영역의 하한 파장인 400nm에 있어서의 광 투과율이 높은 것일 수록 2차 입자 직경이 작고, 유동성 부여
능, 컬러 토너의 경우에 있어서의 OHP의 투영상의 선명함 등, 양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400nm을 선택한 이유는 
자외선과 가시 광선의 경계 영역이고 광 파장의 1/2 이하의 입경의 것은 투과한다는 점으로부터도 그 이상의 파장의 투
과율은 당연히 커져 그다지 의미없는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투과율 측정 방법을 아래에 기재한다.

·시료 0.10g

·알키드 수지 13.20g (＊1)

·멜라민 수지 3.30 (＊2)

·시너 3.50g(＊3)

·유리 매체 50.00g

＊Dainippon Ink and Chemicals, Inc.제의 Beckosol 1323-60-EL

＊Dainippon Ink and Chemicals, Inc.제의 Super Beckomine J-820-60

＊Kansai Paint K.K제의 Amylac thinner

상기 배합을 150cc 유리병에 채취하여 Red Devil제의 페인트 컨디셔너로 1시간 분산하고, 분산 종료후 PET 필름에 
2mil의 닥터 블레이드로 도포하였다. 이것을 120℃×10분간 가열하여 도금하여 Nippon Bunko K.K.제의 U-BEST 
50으로 320∼800nm의 범위에서 투과율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나아가 티타니아의 결정형은 X선 회절에 의해 격자 상수(a)가 3.78Å, 격자 상수(b)가 9.49Å인 아나타제형인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소수성의 미립경 티타니아를 얻는 방법으로서 휘발성의 티탄 알콕시드 등을 저온 산화하여 구형화한 
후 표면 처리하여 비정질의 구형 티타니아를 얻는 방법도 알려져 있지만, 출발 물질이 비싼 점 및 제조 장치가 복잡한 
점을 고려하면 본 발명에 비용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또한 현상제 유동성을 만족시켜 양호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본 발
명의 티타니아는 적절하다.
    

토너를 소입 경화하면 중량당 표면적이 증대하여 미끄럼 마찰에 의한 과잉 대전을 초래하기 쉽다. 이것에 대하여 대전
을 제어하고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티타니아 미립자의 효과는 크다. 본 발명에 적절한 티타니아의 함유량은 0.5∼5 
중량%, 바람직하게는 0.7∼3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1.0∼2.5중량%이다.

    
본 발명에 따른 토너에는 대전 특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대전 제어제를 배합하여도 좋다. 대전 제어제로서는 니그로
신 염료, 금속착염형 염료, 제4급 암모늄염 등의 종래 공지의 어떠한 극성 제어제도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때 토너의 색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색 또는 담색(淡色)의 대전 제어제가 바람직하다. 그 때의 대전 제어제로서는 
예컨대 알킬 치환 살리실산의 금속착염(예컨대, 디-테르트-부틸 살리신산의 크롬착염 또는 아연착염 또는 지르코늄 
화합물착염)과 같이 유기 금속착염을 들 수 있다. 대전 제어제를 토너에 배합하는 경우에는 결착 수지 100중량부에 대
하여 0.1∼1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5∼8중량부 첨가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에 따른 토너와 캐리어의 혼합 비율은 현상제 중의 토너 농도로서 2∼30중량%, 바람직하게는 3∼9중량%로 하
면 통상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토너 농도가 2중량% 미만이면 화상 농도가 낮아 실용 불가능하고, 30중량%를 초
과하면 자성 토너여도 바탕 오점이나 기내 비산을 증가시켜 현상제의 내용(耐用) 수명을 단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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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제로서는 예컨대, 카본 블랙, 램프 블랙(lamp black), 철흑(black iron oxide), 아닐린 블루(Aniline blue), 프탈
로시아닌 블루(Phthalocyanine blue), 프탈로시아닌 그린, 한자 옐로우 G(Hansa Yellow G), 로다민 6C 레이크(Rh
odamine 6C lake), 칼코오일 블루(Chalco Oil Blue), 크롬 옐로우, 퀴나크리돈(Qunacridone), 벤지딘 옐로우(Benz
idine Yellow), 로즈 벵갈(Rose Bengal), 트리알릴메탄계 염료(Triallylmethane-base dye) 등의 염안료 등, 종래 
공지의 어떠한 염안료를 단독 혹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블랙 토너로서도 풀 컬러 토너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들 착색제의 사용량은 토너 수지 성분에 대하여 통상 1∼30중량%, 바람직하게는 3∼20중량%이다.
    

본 발명의 토너에는 필요에 따라 토너의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첨가제를 혼합하여도 좋고, 이와 같은 첨가
제로서는 예컨대 테프론, 스테아린산 아연, 폴리불화 비닐리덴과 같이 활제, 또는 정착 조제(예컨대 저분자량 폴리에틸
렌, 저분자량 폴리프로필렌 등), 유기 수지 입자 등이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자성 입자로서는 공지의 것을 사용할 수 있고, 3∼35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5중량% 미만이면, 
자성 토너로서 기능하지 않아 바탕 오점을 개선할 수 없다. 한편, 35중량%를 초과하면, 토너로서 적정한 현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토너에는 카르나우바 왁스(Carnauba wax), 몬탄계 왁스(montan wax), 산화 라이스 왁스(oxidized 
rice wax), 고형 실리콘 왁스,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및 저분자량 폴리프로필렌 왁스 등의 종래 공지의 어떠한 이형
제(離型劑. releasing agent)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이형제의 사용량은 토너 수지 성분에 대하여 1∼20중
량부, 바람직하게는 3∼10중량부이다. 특히 탈유리지방산형 카르나우바 왁스가 바람직하다. 카르나우바 왁스로서는 미
결정의 것이 좋고, 산가(acid value)가 5이하이고, 토너 바인더중에 분산했을 때의 입자경이 1㎛ 이하의 입경인 것이 
바람직하다. 토너 중의 첨가량은 1∼20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3∼10중량%이다.
    

본 발명의 토너 제조에 있어서는 열 롤(heat roller), 니더(kneader), 익스트루더(extruder) 등의 열 혼합기(heat k
neading machine)에 의해 구성 재료를 잘 혼합한 후, 기계적인 분쇄, 분급(classification)에 의해 얻는 방법, 또는 결
착 수지 용액 중에 착색제 등의 재료를 분산한 후, 분무 건조함으로써 얻는 방법, 또는 결착 수지를 구성하는 단량체에 
소정 재료를 혼합한 후 이 유화 현택액을 중합시킴으로써 토너를 얻는 중합 토너 제조법 등 각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토너에 사용하는 결착 물질로서는 본 발명의 구성의 토너 분자량을 만족만 시키면, 종래 전자 사진용 토너 결
착 수지로서 알려져 있는 각종의 재료 수지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폴리스티렌,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스티렌
·아크릴 공중합체 등의 스티렌계 공중합체, 폴리에틸렌, 에틸렌·초산 비닐 공중합체, 에틸렌·비닐 알코올 공중합체
와 같은 에틸렌계 공중합체, 페놀계 수지, 에폭시계 수지, 아크릴 부타레이트 수지, 폴리아미드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
지, 말레인산계 수지 등이다. 또한 어느 수지도 그 제조 방법 등은 특별히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수지 중에서 특히 부대전능(負帶電能)이 높은 폴리에스테르계 수지를 이용한 경우에 본 발명의 효과가 아주 크다. 
즉, 폴리 에스테르계 수지는 정착성이 뛰어난 반면, 부대전능이 강해 대전이 과대하게 되기 쉽지만 본 발명의 구성에 폴
리에스테르 수지를 이용하면 그와 같은 폐단은 개선되어 뛰어난 토너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 이용할 수 있는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알코올과 카르본산의 축중합(縮重合)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알코올로서는 예컨대 에틸렌 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클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글리콜류, 1, 4-
비스(히드록시메틸) 시클로헥산, 및 비스페놀A 등의 에테르화 비스페놀류, 그 밖의 2가의 알코올 단량체, 3가 이상의 
다가 알코올 단량체를 들 수 있다. 또한 카르본산으로서는 예컨대, 말레인산, 푸말산, 프탈산(phthalic acid), 이소프탈
산, 테레프탈산, 숙신산, 말론산 등의 2가의 유기산 단량체, 1, 2, 4-벤젠트리카르본산, 1, 2, 5-벤젠트리카르본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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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시클로헥산트리카르본산, 1, 2, 4-나프탈렌트리카르본산, 1, 2, 5-헥산트리카르본산, 1, 3-디카르복실-2-메
틸렌카르복시프로판, 1, 2, 7, 8-옥탄테트라카르본산 등의 3가 이상의 다가 카르본산 단량체를 들 수 있다. 여기서, 폴
리에스테르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Tg)는 열보존성 관계로부터 55℃ 이상이 좋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60℃ 이상이 좋
다. 특히 토너 재료로서 부대전능이 높은 폴리에스테르 수지 입자를 이용한 경우 대전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나아가 
스티렌계 단량체의 공중합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스티렌계 단량체의 공중합 중량비를 5∼70중량%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현상제에 사용되는 캐리어로서는 수지가 피복된 캐리어가 바람직하여 캐리어 표면의 피복 수지로서 전기 절
연성 수지를 이용하지만, 토너 재료, 캐리어 심재 재료에 의해 적당히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캐리어 심재 
표면과의 접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리콘 수지 또는 실록산 복합 재료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별히 한정
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캐리어의 심재의 재질로서는 예컨대 표면 산화 또는 미산화의 철, 니켈, 코발트, 망간, 크롬, 희토류 
등의 금속 및 이들의 합금 또는 산화물, 자성체 분산 수지 입자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기는 금속 산화물, 보다 
바람직하기는 페라이트 입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그 제조 방법으로서 특별한 제약은 없다.

    
캐리어의 평균 입경이 10㎛ 미만에서는 캐리어가 잠상 담지체 상에 현상(토너와 함께 현상)되기 쉽고, 잠상 담지체나 
클리닝 블레이드를 손상주기 쉽다. 또한, 15㎛ 미만에서도 현상 조건의 차이 등에 의해 마찬가지의 경향이 일어나기 쉽
다. 한편, 캐리어의 평균 입경이 45㎛ 보다 크면, 특히 본 발명의 소입경 토너와의 조합에 있어서는 캐리어의 토너 유지 
능력이 저하하여 솔리드 화상의 불균일함, 토너 비산, 바탕 오점 등이 발생하기 쉽게 된다. 이와 같은 캐리어 심재는 자
성 재료만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좋고, 또한 자성 재료와 비자성 재료의 결합체로 구성되어 있어도 좋고, 나아가서는 2
종류 이상의 자성 입자 혼합물이어도 좋다.
    

전술한 캐리어 심재의 표면을 상기 피복 수지로 피복하는 방법으로서는 이 수지를 용제중에 용해 또는 현탁시켜 심재 
표면에 도포하고,상기 수지를 자성 입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심재에 부착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용제를 이용하지 
않는 건식의 압착법 등도 가능하며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피복 수지의 처리량은 피복재의 성막성(成膜性)이나 
내구성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총량으로 캐리어 심재에 대하여 0.1∼30중량% (바람직하기는 0.5∼20중량%)이 바람직
하다.

본 발명의 2성분 현상제를 충전한 용기를 장착한 화상 형성 장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여기서, 도 3은 본 발명에 관련하는 화상 형성 장치의 일례이다. 이 도 3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화상 형성 장치를 설명
한다. 도 3에서는 크게 나누어 2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감광체(0)와, 1∼6을 구비하고 있는 현상 장치로 
이루어진다. 현상 장치의 내부에는 본 발명의 2성분 현상제가 들어 있다. 패들(paddle)(2)은 시계바늘 방향으로 회전
하고, 패들(2) 내부 및 주변에 존재하는 2성분 현상제를 교반 혼합시킴으로써 충분히 토너를 캐리어에 의해 마찰 대전
시키는 작용이 있다. 나아가 충분히 마찰 대전시킨 토너를 구비하는 2성분 현상제를 현상 슬리부(1)상에 끌어올리는 
작용이 있다. 여기서, 현상 슬리부(1)는 시계 바늘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고, 이 움직임과 연동하는 형식으로 현상 영역
에 2성분 현상제를 이송시키고 있다. 현상 영역에 이송된 2성분 현상제는 감광체(0) 상의 화상 정보에 따라 토너를 감
광체(0)에 현상시키고 있다. 나아가 현상 슬리부(1)의 회전에 따라 현상 영역을 통과한 2성분 현상제는 재차 현상 장
치 내로 복귀된다. 닥터 블레이드(6)는 패들(2)에 의해 현상 슬리부상에 끌어올린 2성분 현상제의 층 두께를 일정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T센서(3)는 본 발명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2성분 현상제중의 토너 량을 규제
하기 위한 센서이다. 이송 스크루(4)는 패들(2) 내부에 존재하는 2성분 현상제를 그 길이 방향으로 이송하기 위한 스
크루이다. 통기 필터(depressurizing filter)(5)는 현상 장치 내부와 외부와의 기압 차를 없애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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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표 1] 
폴리에스테르 수지 비선상(非線狀) 수지(A) 선상 수지(B) Tm(A)-Tm(B)
산가(AV)mgKOH/g 27.1 9.5     
연화점(Tm)℃ 147.2 100.2 47
유리 전이점(Tg)℃ 60.4 62.4     
THF 불용분% 27.1 0     

토너(A)의 작성

폴리에스테르 수지(A) 60부

폴리에스테르 수지(B) 40부

물첨가 석유 수지 15부

(수소 첨가율 90%, 조성:디시클로펜타디엔 + 방향족계)

카르나우바 왁스(융점 82℃, 산가 2) 3부

카본 블랙(#44: 미찌비시 가세이(회사명)제) 8부

크롬 함유 모노 아조 착체(錯體) 3부

    
상기 조성의 혼합물을 헨셀 믹서(Henshell mixer) 중에서 충분히 교반 혼합한 후, 롤 밀로 130∼140℃의 온도에서 
약 30분간 가열 용융하여 실온까지 냉각 후, 얻어진 혼합물을 제트 밀로 분쇄 분급하여 중량 평균 입경 8.0㎛의 토너를 
얻었다. 이 톤의 수 평균 분자량(Mn)은 2,600, 분자량 1,000 이하의 분자 비율은 43개수 %였다. 나아가 첨가제(R9
72:Nippon Aerosil제)를 토너 100부에 대하여 0.5부 첨가하여 믹서로 교반 혼합 후, 메시를 통하여 큰 입경의 입자를 
삭제하여 최종 토너를 얻었다.
    

캐리어의 작성

심재(芯材) 5000부

실리콘 수지(SR2410, Toray Dow Corning Silicone CO.제, 비휘발 분 23%) 450부

γ-(2-아미노에틸) 아미노 프로필트리메톡시 실란 9부

(SH6020, Toray Dow Corning Silicone CO.제)

도전성 카본 블랙 11부

(Black Perls 2000, CABOT제)

톨루엔 45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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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밑판 디스크를 고속 회전시켜서 선회류를 형성시키면서 피복을 행하는 코팅 장치를 사용하여 이 코트액을 상술
한 캐리어 심재상에 도포하였다. 얻어진 캐리어를 전기로에서 온도 300℃로 1시간 가열하여 캐리어를 얻었다.

실시예 1

    
Cu-Zn계 페라이트 입자를 이용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코팅, 경화를 행하여 실시예 1용의 캐리어(1)를 얻었다. 상기 
캐리어(1) 96부와 토너(A) 4부를 혼합하여 2성분 현상제를 얻었다. 이 2성분 현상제를 리코(주식회사)제 ImagioNF
4570개조기(정착 온도 설정을 통상보다 20℃ 낮게 세트)의 현상부에 세트하였다. 내구성 실험은 10만매까지 실시하
고 그 때의 토너 스펜트량, 마찰 대전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기록하였다. 또, 정착 온도를 낮게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매의 내구성 실험에서는 정착 불량은 1매도 발생하지 않았다.
    

실시예 2

마그네타이트 입자를 이용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코팅, 경화를 행하여 실시예 2용의 캐리어(2)를 얻었다. 상기 캐리어
(2) 95부와 토너(A) 5부를 혼합하여 2성분 현상제를 얻었다. 이 2성분 현상제를 리코제 Imagio MF4570 개조기의 
현상부에 세트하였다. 내구성 실험은 10만매까지 실시하고, 그 때의 토너 스펜트량, 마찰 대전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기록하였다. 결이 섬세하다는 화상 품질의 면에서 실시예 1보다도 뛰어났다.

비교예 1

Cu-Zn계 페라이트 입자를 이용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코팅, 경화를 행하여 비교예 1용의 캐리어(3)를 얻었다. 상기 
캐리어(3) 97부와 토너(A) Yd10200101076673부를 혼합하여 2성분 현상제를 얻었다. 이 2성분 현상제를 리코제의 
Imagio MF4570 개조기의 현상부에 세트하였다. 내구성 실험은 10만매까지 실시하고, 그 때의 토너 스펜트량, 마찰 
대전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기록하였다. 바탕 오점이 심하여 결이 섬세함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었다.

또한, 캐리어1∼3의 입도 분토를 [표 3]에 기록하였다.

[표 2] 
    자화σ1000(emu/g) 입경Dc(㎛) σ1000×Dc3 토너 스펜트(wt%) 마찰 대전량 화상 품질

스타트(μC/g) 10만매(μC/g) 바탕 오점 랭크
실시예 1 60 65 16477500 0.22 -29.1 -26.5 4
실시예 2 82 50 10250000 0.10 -28.7 -31.3 5
비교예 1 60 80 30720000 0.43 -27.9 -15.2 2

[표 3] 
캐리어 1 2 3
입도분포 평균 입경(㎛) 65 50 80

+88㎛(%) 23.3 10.6 39.4
+62㎛(%) 55.6 31.5 63.2
-22㎛(%) 0 4.7 0
-16㎛(%) 0 3.3 0

토너 스펜트량:10만매의 내구성 실험 종료후의 현상제를 블로우 오프하여 토너만 제거한 후 얻어진 캐리어를 MEK로 
세정하였다. 그 MEK 세정액을 가열하여 얻어진 고형분의 중량을 측정하여 그것을 토너 스펜트 중량으로 하고 캐리어
의 전체량에 대한 wt%로 표시하였다.

바탕 오점 랭크: 바탕 오점을 5단계로 랭크를 나누고, 아래의 평가 랭크에 따라 눈으로 판단하였다. 랭크 5가 가장 좋고, 
랭크 3.5가 허용 레벨을 나타내며, 여기서 말하는 랭크 3.5란, 눈으로 판단한 결과, 아래의 (랭크 3)과 (랭크 4)의 사
이의 레벨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나타내며, 그 레벨은 실질상 문제없는 레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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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 5) 바탕 오점이 없음

(랭크 4) 주의하여 보면 바탕 오점을 확인할 수 있는 레벨

(랭크 3) 부분적으로 바탕 오점을 확인할 수 있는 레벨

(랭크 2) 전면적으로 어렴풋이 바탕 오점이 발생하고 있는 레벨

(랭크 1) 전면적으로 명확하게 바탕 오점이 발생하고 있는 레벨

실시예 3

폴리 에스테르 수지(B) 80부

스티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20부

마그네타이트 미립자 30부(21.3wt%)

카본 블랙(개수 평균 0.05㎛) 5부

저분자량 폴리프로필렌 5부

금속 함유 아조 화합물 1부

이상을 헨셀 믹서에 의해 충분히 예비 혼합하여 2축식 압출기로 용융 혼합하고 냉각한 후 햄머 밀을 이용하여 약 1∼2
mm 정도로 거칠게 분쇄하고, 다음에 에어 제트 방식에 의한 미분쇄기로 잘게 분쇄하였다. 얻어진 미분쇄물을 다분할 
분급 장치로 분급하여 본 발명의 입도 분포로 되도록 2∼8㎛를 선택하여 자성 착색제 함유 수지 입자를 얻었다. 이 토
너의 수 평균 분자량(Mn)은 2,400, 분자량 1,000 이하의 분자 비율은 53개수%였다.

이 입자에 친수성의 아나타제형 티타니아 미립자(입경 0.05㎛, BET 120m2/g)를 물 중에서 혼합 교반하면서 n-C4H
9-Si (OCH3)3을 물 중에서 분산시키고 가수 분해하면서 티타니아 미립자에 대하여 고형분으로 20중량%로 되도록, 
또한 입자가 결합하지 않도록 첨가 혼합하고 건조·해제하여 얻어진 소수화도(疏水化度) 70%, 평균 입경 0.05㎛, 40
0nm에 있어서의 투과율 60%인 티타니아 0.5%를 헨셀 믹서로 혼합하여 토너(B)로 하였다.

이 토너(B)는 중량 평균 입경이 5.90㎛, 입경 4㎛ 이하가 16.8 개수%, 입경 5.04㎛ 이하가 46.2 개수%, 입경 8㎛ 이
상이 6.6 체적%, 입경 10.08㎛ 이상이 1.0 체적%였다.

    
상기 토너(B) 7부에 대하여 아래의 [표 4]의 캐리어< A> 를 총량이 100부로 되도록 혼합하여 현상제로 하였다. 
이 캐리어< A> 는 아래의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450부의 SR2410과, 5부의 SH6020으로 이루어지는 코
트재를 약 1 중량% 코트한 코팅 캐리어였다. [표 4]에는 캐리어< 4> 외에, 후기하는 실시예 3∼10 및 비교예 
2∼4에서 사용한 캐리어 B∼H의 입도 분포 및 페라이트 심제(芯劑)의 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아래 [표 5]에는 각
각의 캐리어의 자기 특성 및 캐리어 형상이 병기되어 있다. 또, [표 4]에 있어서, 예컨대 [+88㎛(%)]은 입경이 88㎛ 
이상의 캐리어 입자의 함유률을 나타내고, [-22㎛(%)]는 입경이 22㎛보다 작은 캐리어 입자의 함유률을 나타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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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캐리어 A B C D E F G H
페라이트 심재의 조성 Mn-Mg Li-Mg-Ca
입도분포 평균입경(㎛) 40.3 42.9 38.5 28.9 40.8 41.6 40.6 39.3

+88㎛(%) 1.4 0.8 0.3 0.3 1.2 1.1 0.9 1.1
+62㎛(%) 9.9 10.1 1.0 7.2 9.8 10.3 9.4 9.2
-22㎛(%) 8.2 8.6 8.8 12.9 8.3 8.4 17.8 8.6
-16㎛(%) 0.3 0.2 0.0 0.9 0.2 0.2 5.0 0.2

[표 5] 
캐리어 A B C D E F G H
자기특성 포화자화(emu/g) 68 68 67 66 68 68 67 38

잔류자화(emu/g) 0 0 0 0 0 0 0 0
보자력(保磁力) 0 0 0 0 0 0 0 0

코트재 SR2410:SH6020 = 450:5
형상 Y/X 0.82 0.90 0.84 0.69 0.49 0.46 0.86 0.85

상기 현상제를 이용하여 리코제 복사기 MF-200 개조기[1. 현상기의 스크루 형상을 일부 개조. 2. 현상 슬리부에 현상 
주극 960 가우스 (0.96 × 10 5 )를 갖는 5극 구성의 마그네이트 롤러를 내장. 3. 정착 온도를 통상보다 30℃ 낮게 설
정]을 이용하여 23℃·60%의 온습도 환경 하에서 실험하였다(현상 조건: 현상 바이어스 ?600V). 그 결과, 1만매의 
실험 후에도 화상의 결이 섬세한 화상 농도가 1.5∼1.6의 화상이 안정하게 얻어져 현상제 농도 제어도 양호하고 안정
한 것이였다. 나아가, 23℃·5%, 30℃·80%의 조건에서 마찬가지로 화상 출력한 결과, 양호한 결과가 얻어졌다. 화상 
품질면에서도 실시예 2보다 결이 섬세한 화상 품질이 얻어졌다. 또, 상기 화상 출력 실험에서는 정착 불량은 1매도 발
생하지 않았다.

실시예 4

캐리어로서 실시예 3의 캐리어< A> 대신에 심재만을 변경한 캐리어< B> 를 이용한 이외는 실시예 3과 마찬가지로 
화상을 출력한 결과, 양호한 결과가 얻어졌다.

실시예 5

캐리어로서 실시예 3의 캐리어< A> 대신에 심재만을 변경한 캐리어< C> 를 이용한 이외는 실시예 3과 마찬가지로 
화상을 출력한 결과, 실시예 3, 4에 비하여 1만매 복사후의 화상에 있어서 약간 결이 섬세한 화상 품질 면에서 못하지
만 양호한 결과가 얻어졌다.

실시예 6

토너로서 실시예 3의 카본 블랙 대신에 프탈로시아닌(phthalocyanine) 안료를 사용한 토너(토너 C. 단, 중량 평균 입
경이 6.11㎛, 입경 4㎛ 이하가 25.0개수%, 입경 5.04㎛ 이하가 53.1개수%, 입경 8㎛ 이상이 10.7체적%, 입경 10.0
8㎛ 이상이 1.4체적%)와, 상기 표 4의 캐리어< B> 를 사용하는 이외는 실시예 3과 마찬가지로 화상 출력한 결과, 양
호한 결과가 얻어졌다.

실시예 7

iso-C4 H9 Si(OCH3 )3 25중량%를 사용한 티타니아 미립자(소수화도 65%, 평균 입경 0.05㎛, 400nm에 있어서의 광 
투과율 65%)를 사용하는 것 이외는 실시예 3과 마찬가지로 하여 토너 (토너 D)를 얻고, 상기 표 4의 캐리어 < B> 와 
조합하여 실시예 3과 마찬가지로 화상 출력한 결과, 양호한 결과가 얻어졌다.

비교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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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로서, 표 4의 캐리어< D> 를 캐리어< A> 의 대신에 이용하는 것 이외는 실시예 3과 마찬가지로 하여 화상 출
력을 행한 결과, 1만매의 복사에 있어서 바탕 오점이 현저하게 되어 불량으로 되었다. 그 시점의 현상제의 대전량을 측
정한 결과, 역대전 토너가 많아져 있었다. 또한 마찰 대전량은 작았다.

실시예 8

캐리어로서 표 4의 캐리어< E> 를 캐리어< A> 의 대신에 이용한 것 이외는 실시예 3과 마찬가지로 하여 화상 출력한 
결과, 약간 화상에 농도 불균일을 초래한 외, 1만매 복사 후의 화상 농도도 대략 0.1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거의 양
호한 결과가 얻어졌다.

실시예 9

표 4의 캐리어< F> 를 캐리어< A> 대신에 이용하는 이외는 실시예 3과 마찬가지로 하여 화상을 출력한 결과, 초기는 
양호한 화상을 얻을 수 있었지만, 1만매 인쇄한 후에 화상 농도가 거의 0.2 저하된 이외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

비교예 3

실시예 3에 있어서 티타니아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외는 실시예 3과 마찬가지로 하여 화상을 출력하였는데, 23℃·60
%의 조건에서는 바탕 오점이 열화하여 토너 비산도 초래되었다.

실시예 10

비교예 4

표 4의 캐리어 < H> 를 캐리어 < A> 의 대신에 이용하는 것 이외는 실시예 3과 마찬가지로 화상을 출력하였다. 초기
는 결이 고르다는 화상 품질 면에서는 실시예 3과 동일한 레벨이지만, 캐리어가 빠진 것이 많아 화상상에 백색 누락 부
분이 많이 존재하였다. 1만매의 복사에 있어서 바탕 오점이 현저하게 되어 불량으로 되었다. 이 시점의 현상제의 대전
량을 측정한 결과, 역대전 토너가 많아졌다. 또한, 마찰 대전량은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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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현상제 유동도(sec/5

0g)
자화σ1000(emu
/g)

입경Dc(㎛) σ1000×D
c3

토너 스펜트(wt
%)

마찰 대전량 화상품질
스타트(μC
/g)

10만매(μC
/g)

바탕 오점랭크

실시예 
3

42.1 68 40.3 4464254 0.20 40.1 32.1 4

실시예 
4

32.2 68 42.9 5383876 0.23 43.3 33.3 4.5

실시예 
5

52.4 67 38.5 3833304 0.17 39.6 32.9 4

실시예 
6

34.5 68 42.9 5383876 0.24 45.4 34.5 4.5

실시예 
7

31.9 68 42.9 5383876 0.23 44.2 34.0 5

비교예 
2

56.0 66 28.9 1597714 0.07 27.8 20.0 2

실시예 
8

66.4 68 40.8 4616001 0.21 38.7 28.9 3.5

실시예 
9

71.0 68 41.6 4889762 0.22 39.0 27.8 3.5

비교예 
3

유출하지 않음 68 40.3 4464254 0.40 19.5 11.7 1

실시예 
10

48.7 67 40.6 4472944 0.20 41.9 33.5 4

비교예 
4

49.9 38 39.3 2310770 0.10 28.5 21.4 2

    발명의 효과

이상,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2성분 현상제는 저온 정착 토너를 사용
한 2성분 현상제에 있어서 캐리어 표면에 스펜트가 적고, 마찰 대전성이 안정하고 충분하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수지와 착색제를 함유하고, 외첨제를 부여한 토너와 캐리어로 이루어지는 2성분 현상제로서, 이 토너의 수 평균 
분자량(Mn)은 3,000이하이고, 분자량 1,000 이하의 분자는 40 개수% 이상이며, 이 캐리어는 아래의 수학식(1)을 만
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분 현상제.

수학식 1

(σ1000 는 1,000 에르스텟 중의 캐리어의 자화 (emu/g), Dc는 캐리어의 체적 평균 입경(㎛)을 나타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의 체적 평균 입경(Dc)은 60㎛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분 현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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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토너는 자성 토너로서, 중량 평균 입경은 3 ∼ 7㎛이고, 5.04㎛ 이하의 입경을 갖는 
토너는 40 개수%보다 많이 함유되며, 4㎛ 이하의 입경을 갖는 토너는 10 ∼ 70 개수% 함유되고, 8㎛ 이상의 입경을 
갖는 토너는 2 ∼ 20 체적% 함유되며, 10.08㎛ 이상의 입경을 갖는 토너는 6체적% 이하 함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2성분 현상제.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는 체적 평균 입경이 15 ∼ 45㎛이고, 22㎛보다 작은 캐리어 입자는 1 ∼ 20
% 이며, 16㎛보다 작은 캐리어 입자는 3% 이하이고, 62㎛ 이상의 캐리어 입자는 2 ∼ 15%이며, 88㎛ 이상의 캐리어 
입자는 2%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분 현상제.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의 1000 에르스텟의 인가(印加) 자계에 대한 포화 자화는 40 ∼ 120emu/g이
고, 동시에 잔류 자화는 10emu/g이하이며, 보자력은 60 에르스텟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분 현상제.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현상제의 유동도는 25 ∼ 55(초/50g)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분 현상제.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외첨제는 평균 입경이 0.01 ∼ 0.2㎛, 소수화도(疏水化度)가 20 ∼ 98%, 400nm에 
있어서의 광 투과율이 40% 이상의 티타니아 미립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분 현상제.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는 평면 화상으로 판단한 경우의 장경(X)과 단경(Y)의 비율이 평균 0.6 ∼ 1.
0인 캐리어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성분 현상제.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기재한 2성분 현상제를 충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청구항 10.

제9항에 기재한 용기를 충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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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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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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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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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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