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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증기 압력 조절하기 위한 탄성 변형체, 이를 이용한 증기압 조절 챔버, 증기 압력 조절 장치를 갖는 잉크-제

트 기록 헤드 및 기록 헤드를 갖는 잉크-제트 기록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잉크 토출 시 잉크-제트 기록 헤드 내의 

액체 챔버에서 발생된 음압을 조절하기 위한 증기압 조절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압력 조절 챔버는 이에 연통된 용

기 내에 증기압을 조절하기 위해 증기압에 따라 변화 가능한 체적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탄성 변형체와 상기 탄성 변

형체를 상기 용기에 지지하는 지지체를 갖는다. 압력 조절 챔버에서, 탄성 변형체는 대략적으로 원형인 개구와 외부 

주연부에서 변형 되기 전에 대략적으로 평평한 것으로, 개구에 대향된 전방 단부에서 만곡부를 통해 연장되는 두 개의

표면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용기, 증기 압력, 가변 체적, 탄성 변형체, 압력 조절 챔버, 만곡부, 지지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잉크 제트 기록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시도.

도2는 도1에 도시된 캐리지 상에 적재된 기록 헤드를 도시한 측단면도.

도3은 기록 헤드를 도시한 부분 분해 사시도.

도4는 헤드 보드가 기록 헤드의 전방면에 부착되기 이전 상태에서 기록 헤드를 도시한 사시도.

도5a, 도5b 및 도5c는 기록 헤드에 제공된 탄성부재, 푸시 부재 및 보조 탱크 커버를 도시한 사시도.

도6은 기록 헤드 내의 다수개의 보조 탱크의 배열을 도시한 평면도.

도7은 탄성 부재 및 보조 탱크 커버가 헤드 본체에 장착된 상태를 도시한 평면도.

도8은 압력 조절 챔버에 장착된 탄성 부재의 특성을 도시한 그래프.

도9a 및 도9b는 일실시예에 따른 탄성 변형체의 형상을 도시한 측면도 및 평면도.

도10a 및 도10b는 비교예에 따른 탄성 변형체의 형상을 도시한 측면도 및 평면도.

도11a 내지 도11d는 도8을 도시하기 위해 이용된 직사각형 탄성 변형체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12a 및 도12b는 도9a 및 도9b에 도시된 탄성 부재의 변형 상태를 도시한 개략도.

도13은 튜브 공급 방식으로 종래의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공급 시스템을 도시한 개략도.

도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잉크 공급 유닛, 주 탱크 및 기록 헤드를 도시한 개략도.

도15a 내지 도15d는 공기가 주 탱크 내로 유입될 때 주 탱크(204)의 기본적인 수두(water head)와 잉크 공급 유닛의

유동 채널 내의 공기 및 잉크의 거동 및 주 탱크의 기본 수두를 도시한 도면.

도16은 공기가 주 탱크 내에 유입될 때 주 탱크의 기본적인 수두와 잉크 공급 유닛의 채널 내의 공기 및 잉크를 도시

한 도면.

도17은 도14에 도시된 기록 헤드의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단면도.

도18은 노즐로부터 도시된 기록 헤드의 저면도.

도19는 본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액체 챔버의 형상을 도시한 사시도.

도20은 각각의 액체 챔버가 동일한 체적을 형성하기 위한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21a 내지 도21c는 탄성 변형체를 이용하여 증기압 조절 챔버의 기능을 도시한 개념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S : 기록 시트

3 : 헤드 본체

5 : 필터

6 : 유동 채널

20 : 잉크 공급 액체 챔버

21 : 잉크 저장고

23 : 컬러 니들 용기

36 : 보조 탱크



등록특허  10-0460242

- 3 -

37 : 연통 통로

40 : 상부면

41 : 저면

42 : 전방면

43 : 후방면

50 : 격벽

201 : 기록 헤드

202 : 캐리지

203 : 이송 롤러

204 : 주 탱크

205 : 잉크 공급 유닛

207 : 복귀 유닛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증기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탄성 변형체, 이 변형체를 사용하는 증기 압력 조절 챔버, 증기 압력 장치를 구

비한 잉크 제트 기록 헤드, 기록 헤드를 구비한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잉크를 토출할 때 잉크 제

트 기록 헤드에서의 액체 챔버 내에 발생된 음압을 조절하기 위한 증기 압력 조절 장치에 관한 것이다.

프린터와 같은 기록 방법들 중에, 토출 구멍(노즐)으로부터 잉크를 토출함으로써 기록 매체 상에 텍스트 또는 화상을 

형성하는 잉크 제트 기록 방법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고밀도로 고속 기록을 가능하게 비충격식 기록 방법이다.

일반적인 잉크 제트 기록 장치는 잉크 제트 기록 헤드, 잉크 제트 기록 헤드를 구비한 캐리지를 구동하는 수단, 기록 

매체를 이송하는 수단 및 구동 수단을 조절하는 조절기를 포함한다. 캐리지를 이동하여 기록을 수행하는 그러한 조작

은 직렬식으로 불리운다. 한편, 기록 헤드를 이동시킴없이 기록 매체를 이송하는 것에 의해서만 기록을 수행하는 방

식은 라인식으로 불리운다. 라인식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서, 잉크 제트 기록 헤드는 전체 폭을 따라 기록 매체의 폭으

로 배열된 복수의 노즐을 구비한다.

토출 잉크가 노즐로부터 낙하되므로, 잉크 제트 기록 헤드는 노즐에서 잉크에 가해진 토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에너

지 발생 수단을 포함한다. 에너지 발생 수단으로서, 압전 소자와 같은 전기 기계적 변환 소자를 이용하는 것, 열저항기

와 같은 전기 열 변환 소자를 이용하는 것, 또는 전자파를 기계적 진동 또는 전자파 레이저와 같은 열로 변환하는 전

자파 기계 변환 소자 또는 전자파 열 변환 소자를 이용하는 것이 사용된다. 그 중에서,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잉크 액적

를 토출하는 방식은 매우 고밀도로 노즐을 배열할 수 있으므로 고해상도로 기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에너지 발생 

소자와 같은 전기 열 변환 소자를 이용하는 잉크 제트 기록 헤드는 전기 기계적 변환 소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용이

하게 축소될 수 있고, 더욱이 그 이점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최근의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기술적 진보와 개선된 신

뢰도를 갖는 IC 기술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싱 기술을 채택할 때, 고밀도, 용이한 장착 및 저가의 제조 비용의 이점이 

있다.

잉크를 잉크 제트 기록 헤드에 공급하는데 있어서, 잉크를 담는 잉크 탱크가 잉크 제트 기록 헤드와 통합된 소위 헤드

탱크 통합 방식과, 잉크 탱크가 튜브를 통해 잉크 제트 기록 헤드와 연결된 소위 튜브 공급 방식과, 잉크 탱크가 잉크 

제트 기록 헤드와 독립적으로 설치되고 잉크 제트 기록 헤드를 잉크 탱크로 요구된 대로 연결되도록 이동시키고 그 

후에 잉크를 잉크 탱크로부터 그 사이의 잉크 제트 기록 헤드로 공급하는 소위 피트-인(pit-in) 방식이 있다.

잉크 탱크를 교체시키는 횟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잉크 탱크의 용량을 증가시키면, 잉크 탱크의 중량이 또한 증가되는

데 이는 캐리지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직렬식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헤드 탱크 통합형 방식에

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대용적 잉크 탱크를 사용하는 직렬식 잉크 제트 기록 장치는 일반적으로 튜브 공급 방식 

또는 피트-인 방식을 채택한다. 그 중에서, 피트-인 방식은 잉크를 공급하는 중에 기록 공정을 정지시키는 것이 요구

되므로, 장시간 조작될 수 있는 튜브 공급 방식이 더 양호하게 채택된다.

튜브 공급식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잉크 공급 시스템은 도13을 참조하여 아래에 설명된다.

도13에 도시된 잉크 공급 시스템은 그 내부에 잉크(309)를 수용하는 주 탱크(304)와, 주 탱크(304)에 분리 가능하게 

장착된 공급 유닛(305)과, 공급 튜브(308)를 통해 공급 유닛(305)으로 연결된 기록 헤드를 포함한다.

공급 유닛(305)은 그 내부에 잉크 챔버(305f)를 구비한다. 잉크 챔버(305f)는 대기 구멍(305g)에 의해 개방되고 동시

에 잉크 챔버(305f)의 하부를 통해 공급 튜브(308)에 연결된다. 또한, 공급 유닛(305)은 중공 잉크 공급 니들(305a)을

구비하고 그 중공 잉크 공급 니들의 하부 단부는 잉크 챔버(305f)에 위치하고 그 상부 단부는 공급 유닛(305)의 상부

면으로부터 돌출되고 중공 잉크 공급 니들(305a)의 하부 단부는 대기 도입 니들(305b)의 하부 단부보다 더 낮게 위치

한다.

잉크 탱크(304)는 하부에서 주 탱크(304)를 밀봉하도록 고무 스톱퍼를 구비한 2개의 연결기를 구비하고 주 탱크(304

)와 독립적인 밀봉 구성을 갖는다. 주 탱 크(304)를 공급 유닛(305)에 장착할 때, 잉크 공급 니들(305a) 및 대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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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305b)은 연결기를 통해 주 탱크(304)로 각각 삽입된다. 잉크 공급 니들(305a) 및 대기 도입 니들(305b)의 하부 

단부의 위치가 전술한 바와 같이 설정되므로, 주 탱크(304) 내의 잉크는 잉크 공급 니들(305a)을 통해 잉크 챔버(305

f)로 공급되고, 주 탱크(304)의 압력 감소를 보충하도록 대기 도입 니들(305b)을 통해 주 탱크(304) 내로 공기가 도입

된다. 대기 도입 니들(305b)의 하부 단부가 잉크에 적셔지는 레벨까지 잉크 챔버(305f) 내에 잉크가 공급되면, 잉크 

탱크(304)로부터 잉크 챔버(305f)로의 잉크 공급이 중단되도록 주 탱크(304) 내에 공기가 도입되지 않는다.

기록 헤드(301)는 잉크 용기와 같은 일정량의 잉크를 축적하는 보조 탱크(301b)와,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복수의 노

즐이 배열된 잉크 토출 유닛(301g)과, 보조 탱크(301b)를 잉크 토출 유닛(301g)에 연결하는 유동 채널(301f)을 구비

한다. 잉크 토출 유닛(301g)에서, 노즐은 하향으로 개방 채널을 구비하고 잉크는 아래로 토출된다. 잉크 토출 유닛(30

1g)의 각각의 노즐에서, 전술한 에너지 발생 수단이 설치된다. 보조 탱크(301b)는 잉크 토출 유닛(301g) 상에 위치하

고, 공급 튜브(308)는 잉크 토출 유닛(301g) 상에 위치하며 공급 튜브(306)는 보조 탱크(301b)에 연결된다. 보조 탱

크(301b)와 유동 채널(301f) 사이에는, 잉크 내의 미세한 불순물이 잉크 토출 유닛(301g)으로 침투되어 야기되는 노

즐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미세 메쉬 구조를 갖는 필터(301c)가 부착된다.

필터(301c)의 면적은 허용치보다 낮은 압력 손실을 조절하도록 설정된다. 필터(301c)에서의 압력 손실은 필터(301c

)의 메쉬가 더 미세하고 필터(301c)를 통과하는 잉크의 유속이 더 커질 때 증가된다. 이와 반대로, 필터(301c)의 면적

은 반비례한다. 멀티 노즐 및 소형 헤드의 최근의 기록 헤드는 압력 손실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필터(301c)의 

크기는 압력 손실의 증대를 억제하도록 가능한 한 더 커지게 된다.

기록 헤드(301)의 상부면에는, 보조 탱크(301b) 내의 급격한 압력 변화를 흡수함으로써 보조 탱크(301b) 내의 압력

을 조절하기 위한 압력 조절 챔버(322)를 형성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의 외관을 구비한 탄성 부재(321)

가 설치된다. 압력 조절 챔버(322)는 기록 헤드(301)의 상부벽에 형성된 개구(301d)를 통해 보조 탱크(301b)로만 연

결된다. 탄성 부재(321)가 보조 탱크(301b) 내의 압력 변화에 따라 변형될 때, 압력 조절 챔버(322)의 체적은 보조 탱

크(301b)의 압력 변화를 흡수하도록 변경된다. 기록 헤드(301)의 상부면과 평행한 탄성 부재(321)의 단면 형상은 기

록 헤드(301)의 상부면과 거의 동일하거나 더 작은 크기를 갖는다. 그러한 이유로, 소정 체적의 압력 조절 챔버(322)

를 얻기 위해 특정 높이가 요구된다.

잉크 토출 유닛(301g)의 노즐이 대기에 개방되고 개구가 아래 방향을 향해 있으므로, 잉크가 노즐로부터 누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 헤드의 내측이 음압을 유지하도록 요구된다. 한편, 음압이 너무 커지면, 공기가 노즐로 침투되

어 노즐로부터 잉크를 토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기록 헤드(301) 내에 적절한 음압을 유지하기 위

해, 기록 헤드(301)는 잉크 챔버(305f) 내의 잉크의 액체면보다 높이(H) 만큼 더 높이 위치되어서 기록 헤드(301)의 

내측을 높이(H) 의 물 헤드 차이값의 음압으로 유지시키도록 구성된다. 그 결과, 노즐은 개구 상에 노즐을 형성하여 

잉크로 충분히 충전되도록 유지된다.

잉크는 에너지 발생 수단의 구동력을 사용하여 노즐 내에서 잉크를 가압함으로써 노즐로부터 토출된다. 잉크를 토출

한 후에, 노즐은 모세관력에 의해 잉크로 충전된다. 노즐로부터 잉크를 토출하고 노즐을 잉크로 충전하는 공정이 반

복되고, 잉크는 잉크 챔버(305f)로부터 공급 튜브(308)를 통해 흡입된다.

잉크 챔버(305f) 내의 잉크의 액체면이 대기 도입 니들(305b)의 하부 단부보다 더 낮도록 잉크 챔버(305f) 내의 잉크

가 기록 헤드(301)로 흡입되면, 대기 도입 니들을 통해 주 탱크(304) 내로 대기가 도입되고, 따라서 주 탱크(304) 내

의 잉크는 잉크 챔버(305f)로 공급되고, 그 후에 대기 도입 니들(305b)의 하부 단부는 잉크 챔버(305f)의 잉크로 다시

적셔진다. 그러한 조작을 반복함으로써, 주 탱크(304) 내의 잉크는 기록 헤드(301)로부터 잉크를 토출함에 따라 기록

헤드(301)로 공급된다.

한편, 기록 헤드(301)의 보조 탱크(301b)에서는, 공급 튜브(308)와 같은 수지 재료의 스며듬에 의해 침투된 공기 또

는 잉크 내에 용해된 공기가 점진적으로 축적된다. 보조 탱크(301b) 내에 축적된 잔류 공기를 토출하기 위해, 보조 탱

크(301b)는 배기 펌프(310c)에 연결된 배기 튜브(310a)에 연결된다. 그러나, 전술된 바와 같이, 밸브(310b)는 기록 

헤드(301) 내에 적절한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 배기 튜브(310a)에 설치된다. 기록 헤드(301)는 공기를 토출할 때만 밸

브(310b)를 개방함으로써 대기압이 되지 않도록 조절된다.

또한, 잉크 토출 유닛(301g)이 잉크의 두꺼운 물질로 막히거나 또는 잉크 내에 용해된 잔류 공기가 잉크 토출 유닛(3

01g) 내에 축적 및 포화되는 경우에,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 복귀 유닛(307)이 설

치된다. 복귀 유닛(307)은 기록 헤드(301)의 노즐 개구를 덮는 캡(307a)과 그 캡(307a)에 연결된 흡입 펌프(307c)를

포함하고, 노즐 개구를 캡(307a)으로 씌우고 흡입 펌프(307c)를 구동함으로써 잉크 토출 유닛(301g)으로부터 잔류 

기포 또는 잉크의 두꺼운 물질을 제거하고, 그 후에 기록 헤드(301)에서 강제적으로 잉크를 흡입한다.

이러한 흡입 복귀 조작에서, 잉크의 유속이 더 빨라질 때 두꺼운 물질 및 잔류 기포가 더 효과적으로 제거되므로, 유동

채널(301f)은 유동 채널(301f)에서 잉크의 유속이 더 빨라지게 하기 위해 작은 크기의 단면을 갖는다. 반면에, 필터(3

01c)의 단면이 가능한 한 크게 설정되므로, 유동 채널은 그 단면이 필터(301c) 이하로 감소되도록 형성된다.

지금까지 튜브 공급 방식의 일예로서 종래의 잉크 공급 시스템이 설명되었지만, 헤드 통합 방식 및 피트-인 방식에서

의 기록 헤드의 필터 하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튜브 공급 방식과 동일하고 단지 잉크 탱크로부터 기록 탱크로 잉크

를 공급하는 구성이 다르다.

한편, 일반적인 컬러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서, 시안 잉크, 마젠타 잉크 및 옐로우 잉크를 사용하여 컬러 공제식 혼합

에 의해 기록 매체 상에 컬러가 형성된다. 더욱이, 화상의 발색을 증가시키기 위해, 블랙 잉크, 연한 시안 잉크, 연한 

마젠타 잉크 및 연한 옐로우 잉크와 같은 그라데이션을 향상시키는 잉크와, 레드 잉크, 그린 잉크, 블루 잉크, 오렌지 

잉크 및 바이올릿 잉크와 같은 컬러 재현을 확장시키는 잉크가 사용된다. 따라서, 잉크 제트 기록 헤드는 하나의 헤드

에 하나의 컬러 잉크 액적 토출 유닛을 구비하거나 또는 컬러의 경우에 하나의 헤드에 멀티 컬러 잉크 액적 토출 유닛

을 구비하고, 이러한 헤드가 컬러 인쇄를 구현하기 위해 잉크 제트 기록 장치 상에 탑재된다. 그러므로, 도10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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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록 헤드(301)가 컬러용이면, 각각의 잉크 토출 유닛(301g), 유동 채널(301f), 보조 탱크(301b) 및 압력 조절 챔

버(322)는 잉크 컬러의 수에 대응하는 수로 직렬로 기록 헤드(301)에 설치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도13에 도시된 잉크 공급 시스템과 유사한 기록 헤드(301)에 보조 탱크(301b)용 압력 조절 챔버(322)를 설

치하기 위해 탄성 부재(321)를 부착하는 경우에, 탄성 부재(321)는 바람직하게는 탄성 부재(321)의 용량을 최대로 하

기 위해 직사각 형상을 갖는다. 그러나, 탄성 부재(321)의 내부 압력이 음압이 될 때, 직사각형 표면이 완전히 규칙적

이지는 못하게 되므로, 탄성 부재(321)는 안정된 형상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그 결과, 탄성 부재(321)의 형상이 불규

칙하게 변경됨으로 인해, 탄성 부재(321) 내의 감소된 공기 체적과 압력 조절 챔버(322) 내의 음압 사이의 관계는 불

안정하게 된다.

또한, 직사각형 탄성 부재(321)의 또 다른 문제로서, 가압될 때 탄성 부재(321)가 인접한 탄성 부재(321)를 간섭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용기 내에 증기압을 조절하기 위해 장착된 탄성 변형 부재을 이용하여 압력 조절 챔버 내에,

간단한 구조 및 저 비용으로 압력 조절 챔버의 기능을 완전하게 이용하며 소형화된 탄성 부재, 및 탄성 부재를 이용하

여 압력 조절 챔버를 갖는 소형 잉크 제트 기록 헤드 및 이 기록 헤드를 구비한 잉크 제트 기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이와 연통하는 용기 내의 증기압을 조절하기 위해 증기압에 따른 가

변 체적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탄성 변형 체 및 용기에 탄성 변형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체를 구비한 압력 조절 챔버

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탄성 변형체는 외주연에서 변형되기 이전에 대략 평평한 두 표면과 대략 원형의 개구를 포함

하며, 두 표면은 개구에 대향하는 전방 단부에서 굽어진 부분을 통해 연장되는 형상을 갖는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서, 증기가 유입되고 배출되는 챔버, 챔버와 연통하는 용기 내의 증기압을 조절하기 위해 증

기압에 따른 가변 체적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탄성 변형체 및 용기에 탄성 변형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체를 구비한 

압력 조절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탄성 변형체는 외주연에서 변형되기 이전에 대략 평평한 두 표면과 대략 원형의

개구를 포함하며, 두 표면은 개구에 대향하는 전단부에서 굽어진 부분을 통해 연장된 형상을 갖는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서, 기록 헤드는 기록을 위해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잉크 토출 유닛, 잉크 토출 유닛에 공급

된 잉크 및 공기를 보유하기 위해 잉크 용기, 및 잉크 용기와 연통하며 잉크 용기 내의 증기압을 조절하기 위해 증기

압에 따른 가변 체적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탄성 변형체 및 잉크 용기에 탄성 변형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체를 구비

한 압력 조절 챔버를 포함하며, 상기 탄성 변형체는 외주연에서 변형되기 이전에 대략 평평한 두 표면과 대략 원형의 

개구를 포함하며, 두 표면은 개구에 대향하는 전단부에서 굽어진 부분을 통해 연장되는 형상을 갖는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서, 기록 헤드는 각각 독립적으로 잉크를 보유한 평행하게 배열된 다수개의 잉크 보유 챔버

를 구비한 잉크 챔버, 기록을 위해 잉크 용기로부터 공급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해 잉크 용기 내에 압력을 조절하기 위

한 각각의 잉크 보유 챔버에 대응하는 잉크 토출 유닛과, 잉크 용기 내에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각각의 잉크 보유 챔

버에 대응 설치된 압력 조절 챔버를 포함하며, 압력 조절 장치는 적어도 두 개의 잉크 용기의 상부 위에 배열되며, 압

력 조절 장치는 잉크 보유 챔버의 배열 방향 및 배열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에 배열된 다수개의 탄성 변형체를 포함한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지금부터,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의해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질 것이다.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잉크 제트 기록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1에 도시된 잉크 제트 기록 장치는 기록 헤드(201)로부터 잉크를 선택적으로 토출하고 기록 헤드(201)의 반복된 

왕복 운동(주 주사) 및 각각의 소정 피치에서 일반 기록 종이, 특정 종이, OHP 파일 등의 기록 시트(S)의 캐리지(부 주

사)로 기록되어질 매체인 기록 시트(S) 상에 잉크를 부착함으로써 글자, 기호, 화상 등을 형성하기 위한 직렬식 기록 

장치(serial-type recording device)이다.

도1에서, 기록 헤드(201)는 두 개의 가이드 레일을 따라 활주되도록 지지되어 있어, 캐리지(202) 상에서 탈착가능하

게 적재되며, 모터 등의 도시되지 않은 구동 수단에 의해 가이드 레일을 따라 직선 상에서 왕복 운동한다. 기록 헤드(2

01)의 잉크 토출 유닛으로부터 토출된 잉크를 수용하기 위한 기록 시트(S)는 기록 헤드(201)의 잉크 토출면과 마주하

며, 이송 수단으로서 이송 롤러(203)에 의해 잉크 토출 측면으로부터 정해진 거리로 유지되도록 캐리지(202)의 이동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예를 들어, 수직 방향인 화살표 A 방향)으로 이송된다.

기록 헤드(201)는 잉크 토출 유닛으로서 다른 컬러를 각각 토출하기 위해 다수개의 노즐 열을 갖는다. 기록 헤드(201

)로부터 토출된 잉크 컬러에 대응하여, 다수개의 독립된 주 탱크(204)는 잉크 공급 유닛(205)에 탈착가능하게 장착된

다. 잉크 공급 유닛(205) 및 기록 헤드(201)는 각각의 컬러에 대응하는 다수개의 잉크 공급 유닛(206)에 개별적으로 

연결되며, 주 탱크(204)를 잉크 공급 유닛(205)에 장착함으로써, 주 탱크(204) 내에 보유된 각각의 컬러의 잉크를 기

록 헤드(201)의 각각의 노즐 열에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록 시트(S)의 통과 범위를 제외한 영역인 비-기록 영역 내에서 또는 왕복운동 범위 내에 기록 헤드(201)의 잉크 토

출 측면과 마주하도록 복귀 유닛(207)이 배열된다. 복귀 유닛(207)은 기록 헤드(201)의 잉크 토출 측면을 덮기 위한 

캡과, 잉크 토출 측면을 덮음으로써 기록 헤드(201)로부터 잉크를 강제 흡입하기 위한 흡입 장치와, 잉크 토출 측면 

상에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 블레이드를 포함한다. 전술한 흡입 작동은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기록 이전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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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207)에 의해 수행된다.

그 결과, 장시간동안 홀로 방치된 이후에 잉크 제트 기록 장치를 작동하는 경우에, 복귀 유닛(207)은 주 탱크(204)의 

바닥에 잔류하는 고밀도의 잉크를 흡입하며, 기록이 실제적으로 행해질 때, 안정한 밀도를 갖도록 교반된 잉크가 이

용된다. 따라서, 잉크 제트 기록 장치가 장시간동안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잉크 내의 안료 부품 및 기록 시트(S)의 정

착을 개선하기 위한 미소한 수지 입자가 잉크 탱크(204)의 바닥에 침전되어, 안료 부품과 미소한 수지 입자의 안정된 

밀도로 고 품질의 화상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명세서에서는 시리얼 형태의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실시예로서 기술되어져 있으나, 본 발명은 기록 헤드의 흡입 

수단이 구비된다면 기록 매체의 전체 촉을 통해 노즐 열이 설치된 라인 형태의 잉크 제트 기록 헤드를 구비한 잉크 제

트 기록 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도2는 도1에 도시된 캐리지(202) 상에 적재된 기록 헤드(201)를 도시한 측단면도이며, 도3은 기록 헤드(201)를 도시

한 부분 분해 사시도이다. 도4는 헤드 보드가 기록 헤드의 전방면에 부착되기 이전 상태에서 기록 헤드(201)를 도시

한 사시도이며, 도5a,도5b, 도5c는 일실시예에 따른 기록 헤드(201)에 제공된 탄성부재, 푸시 부재 및 보조 탱크 커버

를 도시한 사시도로서, 도5a는 탄성부재와 푸시 부재의 사시도이며, 도5b는 분해 사시도이며, 도5c는 다수개의 탄성 

부재가 푸시 부재와 부착 나사를 이용함으로써 보조 탱크 커버에 장착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6은 기록 헤드

(201) 내의 다수개의 보조 탱크의 배열을 도시한 평면도이며, 도7은 탄성 부재 및 보조 탱크 커버가 헤드 본체에 장착

된 상태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본 실시예의 기록 헤드(201)의 형상은 대체로 상부면(40), 저면(41), 전방면(42), 후방면(43), 우측면 및 좌측면의 6

개의 표면으로 구성되며, 상부면(40)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체식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본 실시예의 기록 헤드(201)

는 6개의 컬러 잉크를 토출할 수 있으며, 컬러 잉크는 잉크 용기로 형성된 6개의 보조 탱크(36)의 각각에 잉크를 공급

하기 위해, 도6에 도시되어진 바와 같이 각각의 컬러 니들 용기(23)에 연결된 니들 보유 부재의 니들을 통해 헤드 본

체(3)의 격벽(50)에 의해 분할된다. 보조 탱크(36)에 공급된 잉크는 잉크 내에 불순물(이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잉크를

여과하기 위한 필터(5)를 통해 잉크 저장고(21) 내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그리고, 잉크는 연통 통로(37) 및 유동 채

널(6)을 통해 잉크 공급 액체 챔버(20) 내에서 유동된다. 액체 챔버(20) 내에서 유동된 잉크는 저면(41) 상에 설치된 

히터 보드(26)로부터 공급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도시되지 않은 전열 변환 유닛에 의해 발생된 기

포 에너지에 의해 도4에 도시되어진 바와 같이 각각의 컬러에 대해 평행하게 배열된 다수개의 토출 구멍(29)으로부터

토출된다. 히터 보드(26)에, 노즐 열로 구성되는 다수개의 잉크 토출 유닛은 각각의 컬러에 대응하거나, 각각의 보조 

탱크(36)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각각의 노즐의 전방 단부는 히터 보드(26)의 표면 상에서 토출 구멍(29)으로 개방된

다.

복수의 보조 탱크(36) 위에서, 복수의 압력 조절 챔버(8)는 탄성 변형 유닛이 각각의 보조 탱크(36)에 대응하여 장착

될 때 고무와 같은 탄성 부재에 의해 형성된 보조 탱크(36)에서의 급격한 압력 변화를 흡수하도록 보조 탱크 캡(9)에 

개구로서 형성된 공기 구멍(38)들을 통해 보조 탱크(36)와 연통된다. 각각의 보조 탱크(36)에 상응하는 복수의 독립

적인 탄성 부재(10)들이 복수의 압력 조절 챔버(8)들을 형성하도록 사용될 지라도, 복수의 압력 조절 챔버(8)는 일체

형 또는 복수의 탄성 변형 유닛들을 갖는 탄성 부재를 사용함으로써 또한 형성될 수 있다. 각각의 탄성 부재(10)는 돔 

형상을 가지며, 탄성 부재(8)에 의해 에워지는 공간인 압력 조절 챔버(8)는 보조 탱크(36)에서의 압력에 기인되는 탄

성 부재(10)의 변형에 따라 체적을 변화시킴으로써 하기 설명되는 바와 같이 보조 탱크(36)에서의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상기 기술은 도8을 사용하여 설명된다. 그러나, X축 및 Y축에서의 수치들은 단지 예이며, 본 발명은 이러한 수치들에 

제한되지 않는다. 도11a 내지 도11d는 도8을 설명하도록 사용되는 사각형의 탄성 변형체의 대표 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상이 본 발명에 대해서만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도8에서, 직선 A는 탄성 변형체에서의 감소된 공기 체적이 증기압 조절 챔버에서의 음압에 대해 이상적인 관계라는 

것을 나타낸다. 결국, 탄성 변형체에서의 체적이 감소되면, 증기압 조절 챔버에서의 압력은 이상적인 관계를 실현하도

록 증가된다. 이러한 경우에, 증기압 조절 챔버에서의 음압이 감소되면, 탄성 변형체에서의 체적은 이에 따라 증가된

다. 설명된 바와 같이, 탄성 변형체에서의 체적 변화 및 증기압 조절 챔버에서의 음압이 히스테리시스 관계에 있으면, 

증기압 조절 챔버는 잉크 배출 유닛으로의 잉크 공급 상태를 안정화시키면서 연통 챔버에서의 압력 변화에 대해 더 

안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이에 따라 인쇄 화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탄성 변형체가 임의의 점에서 거의 수축되지 않으면, 증기압 조절 챔버에서의 음압은 곡선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된다. 따라서, 잉크 배출 유닛으로의 잉크 공급은 인쇄에 의한, 바람직하지 않게는 인쇄 밀도를 저

하시키는 것과 같은 인쇄 화상에 나쁜 영향을 끼침으로 인한 잉크 소비를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증기압 조절 챔버에

서의 음압이 감소될 때까지 잉크 배출 유닛으로부터 잉크를 배출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압이 이를 무

시하고 더 무시할 정도로 증가하면, 공기는 대기로부터 잉크 배출 유닛의 노즐내로 유입되어 노즐로부터 잉크를 배출

하지 않는 미배출 상태가 된다.

도11b는 도11a에 도시된 사각형의 탄성 변형체(321)가 화살표 방향으로 종방향의 측면으로부터 수축되는 경우의 예

를 도시한다. 그리고, 도11c는 화살표 방향으로 탄성 변형체(321)의 상부면으로부터 수축되는 경우의 예를 도시한다.

이러한 경우에, 수축이 용이하지 않는 점이 존재할 수 있고, 이때에 도8에서의 곡선 B가 적용된다.

그리고, 용이하게 수축되지 않거나 또는 어떤 점으로부터는 너무 용이하게 수축됨으로 인해 탄성 변형체(321)가 불안

정하게 되면, 증기압 조절 챔버(322)에서의 음압은 곡선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간격(I)에서 변곡점들을 갖는 것과 같

이 불안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간격(Ⅱ)에서 음압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에, 잉크 배출 유닛(301g)으로의 

잉크 공급은 불안정하게 되고 인쇄 화상이 뒤틀리는 결과를 유발하며 결국에는 잉크 배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르

게 한다. 증기압 조절 챔버(322)에서의 음압이 감소됨에 따라 탄성 변형체(321)의 체적은 증가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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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으로 인해 이러한 특성을 갖는 탄성 변형체(321)는 연통 챔버에서의 압력 변화에 대해 안정적인 응답을 갖지 않

는다.

도11d는 탄성 변형체(321)가 화살표 방향으로부터 수축되는 경우의 일례를 도시한다. 이러한 경우에, 수축은 도11c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면 방향 및 추가적으로 측방향의 측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측면은 도8에 도시된 곡선 

C의 간격(I)에 해당한다. 결국, 수축시키기가 어렵게 되고, 곡선 C의 간격(Ⅱ)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압을 급격하게 상

승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상부면 방향과 하부면 방향사이의 가압 변형의 차이는 도8에 도시된 곡선 C의 간격(I)

에서의 변곡점(P)으로서 나타난다.

본 발명에서, 탄성 부재(321)는 직선 A 또는 직선 A와 거의 동일한 곡선 D에 따라 선택된다. 그리고, 이러한 탄성 부

재는 직선 A 또는 곡선 D의 특성을 갖는 탄성 부재의 주위 및 안정적인 히스테리시스를 갖는 탄성 부재의 단부에서 

보다 잘 나타난다.

도9a는 탄성 변형체(10)의 일례를 도시하는 측면도이며, 도9b는 탄성 변형체(10)의 평면도이다. 도10a는 탄성 변형

체(10)의 비교예를 도시하는 측면도이며, 도10b는 비교예의 평면도이다.

첫째로, 기록 헤드(201)들을 배열하도록 증기압 조절 챔버가 소정의 체적을 보장하는 사각 형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사각 형상은 안정적인 음압 특성을 얻기에는 부적합하다.

다음으로, 큰 체적을 보장하도록 탄성 변형체(90)가 원통 형상을 가지며 탄성 변형체(90)의 전방 단부가 반원 형상을 

갖는 제안된 '돔 형상'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탄성 변형체(90)가 외측 주연부상에 평평한 표면을 갖지 않을 경우, 제1

압착 위치가 불규칙적이고 압착 형상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증기압 조절 챔버에서의 음압은 안정화되지 않는다. '돔 

형상' 탄성 변형체(90)의 내부 측면은 요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은 내부 측면의 관점에서 용이하게 잡아당겨지

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벽두께가 다른 것들보다 두껍거나' 또는 '절첩 라인을 갖는' '촉매제(catalyst) 또는 트리거

(trigger)'가 없으면, 내향으로 용이하게 압착되지 않는다. 이러한 '촉매제 또는 트리거'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

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도록, 리세션(recession) 또는 평평한 표면은 탄성 변형체의 부분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형상을 사용함으로써, 탄성 변형체가 임의의 위치로부터 확실하게 변형을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증기압 조절 챔버에서의 압력이 증가되는 경우에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탄성 변형물의 체적 감소량'을 감

소시키는 상태 변화들의 상태의 규칙적인 변화를 얻는 것이 가능할 지라도, 수축된 탄성 변형체가 복귀될 때 변형 상

태가 항상 규칙적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내측면이 쉽게 가압되는 많은 위치들을 갖도록 형상이 취해지기 때문이

다.

따라서, 도9a 및 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탄성 변형체(10)의 하부 또는 개구는 최대로 증기압 조절 챔버(8)의 상기 기

능을 보여주는 원형의 형상을 갖는다. 상단 측면으로부터 탄성 변형체(10)를 볼 때, 탄성 변형체(10)는 증기압 조절 

챔버(8)의 단면 영역이 하부로부터 상향으로 감소되며 탄성 변형체(10)는 하부의 중심을 통과하는 라인에 대칭으로 

외주연상에 2개의 평평한 표면(10a)들을 갖도록 상향으로 보조 탱크(9)로부터 연장된다. 이러한 2개의 평평한 표면

들(10a)들은 탄성 변형체(10)가 변형되기 전의 상태에서 탄성 변형체(10)의 하부에 평행한 라인으로 연결된 전방 단

부(10b)를 통해 연결된다. 다시 말해, 변형전 탄성 변형체(10)는 소위 '케이프 치즐'형상을 가지며 전방 단부(10b)는 

굴곡면이 된다. 따라서, 2개의 평평한 표면은 전방 단부(10b)의 하부에 대해 동일한 각을 가지며, 평평한 표면(10a)들

사이의 공간은 전방 단부(10b)의 위로 탄성 변형체(10)의 하부로부터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탄성 변형체(10)의 하부

에 평행한 전방 단부(10b)의 길이는 하부의 직경과 거의 동일하거나 또는 보다 길지만, 증기압 조절 챔버(8)의 체적을

증가시키도록 양호하게는 더 길다.

탄성 변형 챔버(10)가 증기압 조절 챔버(8)의 체적을 감소시키도록 변형될 때, 이러한 형상의 탄성 변형 챔버(10)에서

평평한 표면(10a)의 중심들은 더 근접하도록 평평한 표면(10a)들로부터 움푹 파지게 된다. 이 때에, 탄성 변형체(10)

는 외주연상에 2개의 평평한 표면(10a)을 갖기 때문에 평평한 표면(10a)들로부터 확실하게 압착된다. 또한, 이러한 

평평한 표면(10a)들은 중심 근방에 리세션을 형성함으로써 변형된 위치를 능동적으로 정할 수 있다. 게다가, 탄성 변

형체(10)의 압착된 형상은 거의 규칙적이기 때문에 음압 특성은 안정적일 수 있고, 평평한 표면(10a)은 전방 단부(10

b)의 중심에 거의 대칭으로 장착되기 때문에 그 원복 현상은 거의 규칙적이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증기압 조절 챔버(8)의 충분한 체적을 보장하고 보조 탱크(9)로의 증기압 조절 챔버(8)에서의 음

압을 안정화시키는 형상을 갖는 탄성 변형체(10)를 장착하도록 복수의 탄성 변형체(10)들은 교차 방향뿐만 아니라 보

조 탱크(36)의 장착 방향으로 배열된다. 다시 말해, 헤드 본체(3)는 복수의 보조 탱크(36)들 및 보조 탱크 캡(9)을 갖

춘 탱크를 형성하도록 벽이 제공되며 탱크의 내부는 5개의 격벽(50)들에 의해 6개의 보조 탱크(36)로 분할된다. 그리

고, 복수의 탄성 부재(10)들은 각각의 공기 구멍(38)들을 덮도록 탱크의 상부벽에 장착되며 보조 탱크(36)상의 증기

압 조절 챔버(8)는 장착 방향을 가로지르는 방향뿐만 아니라 보조 탱크(36)의 장착 방향으로 분할된다. 탄성 변형체(

10)들의 이러한 장착에 의해, 각각의 탄성 변형체(10)는 절어도 2개의 보조 탱크(36)의 상부들 상에 배열될 수 있고, 

이 결과로써 탄성 변형체(10)는 협소한 보조 탱크(35) 또는 제한된 폭을 갖는 보조 탱크(35)에 대해 더 큰 직경을 가

질 수 있다. 또한, 탄성 변형체(10)의 이러한 배치를 달성하도록 공기 구멍(38)들은 도6 및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그재그 식으로 배열된다. 각각의 탄성 변형체(10)는 2개의 보조 탱크(36)의 상부들 상에 위치되기 때문에 각각의 

공기 구멍(38)은 양호하게는 반달 형상을 갖는다.

그리고, 탄성 부재(10)를 보호하도록 보조 탱크 커버(7)는 탄성 부재(10)의 상부에 장착된다. 보조 탱크 커버(7)는 후

방 측(43)을 향해 전방 측(42)으로부터 연장하도록 보조 탱크 커버(7)와 일체형인 리브(15)와, 리브(15)를 가로지르

는 방향으로 연장하는 보조 탱크 커버(7)와 일체형인 보강 리브(14)를 포함한다. 이러한 리브(15)는 보조 탱크(36), 

잉크 저장부(21), 유동 채널(6) 및 각각의 색상용 잉크 공급 액체 챔버(20)를 분할하는 격벽(50)들과 함께, 전방 측(4

2)으로부터 후방 측(43)으로의 전후 방향으로 기록 헤드(201)의 강성을 개선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기록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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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201)의 측면에 수직인 좌우 강성은 보강 리브(14)와 보조 탱크 커버(7)의 보조 탱크 캡(9)에 의해 얻어진다.

도3, 도5a 및 도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탄성 부재(10)들이 푸시 부재(11)에 의해 보조 탱크 캡(9)상에 가압될

수 있도록 각각의 탄성 부재(10)는 보조 탱크 캡(9) 또는 복수의 부착 나사(12)에 의해 보조 탱크(9)에 장착된다. 도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조 탱크 캡(9)에 조립되는 복수의 탄성 부재(10)들은 헤드 본체(3)의 오목부(3a)들에 삽입되

어, 복수의 보조 탱크(36)들은 기록 헤드(201)에 형성된다.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보조 탱크(36)들이 평행

으로 배열되도록 복수의 격벽(50)들은 헤드 본체(3)에 형성되며, 각각의 보조 탱크(36)는 장착 방향을 가로지르는 방

향으로 연장된 사각 형상을 갖는다. 그리고, 각각의 보조 탱크(36)에 상응하는 복수의 공기 구멍(38)들은 보조 탱크 

캡(9)에 형성되며, 각각의 공기 구멍(38)은 상응하는 보조 탱크(36)와 결합된다. 보조 탱크(36)의 장착 방향 및 장착 

방향에 수직 방향, 즉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복수의 탄성 부재들을 배열하도록 지그재그 식으로 복수의 이러한 공기 

구멍(38)들이 배열 된다.

그리고, 격벽(50)은 전방측(42)과 후방측(43)을 접속시키기 위해 카트리지 본체(3)와 일체식으로 된다. 그리고, 격벽(

50)의 종방향이 캐리지(202)의 주사 방향과 거의 직교하기 때문에, 주 주사부 또는 잉크 공급 액체 챔버(20) 내의 캐

리지의 진동에 의한 보조 탱크(36) 내의 잉크의 흔들림은 최소로 억제된다.

기록 장치 본체가 기록 헤드(201)의 니들 수용 유닛(23)의 후면측에 장착될 때, 헤드 보드(35)는 내측인 전방측(42)

에 부착된다. 이러한 헤드 보드(35)는 복수의 전자적으로 접속된 전극(4)이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착되도록 캐리

지(202) 내에 장착된 복수의 전극을 가압한다. 헤드 보드(35)는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은 가요성 보드(16)에 의해 가

열기 보드(26)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제, 증기 압력 조절 챔버(8)의 작동이 상세히 설명된다.

증기 압력 조절 챔버(8)는 내부 음의 압력의 증가에 따라 체적가 감소되는 공간이고, 증기 압력 조절 챔버(8)가 실시

예와 유사한 탄성 변형체(10)로 만들어지는 경우, 양호하게는 고무 재료가 탄성 변형체(10)에 사용된다. 탄성 변형체(

10)외에도, 플라스틱 시트와 스프링 조합체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도21a, 21b 및 21c는 탄성 변형체(10)에 이용되는 증기 압력 조절 챔버(8)의 기능을 도시한 개념도이다. 증기 압력 

조절 챔버(8)에서, 액체 주입 파이프(101)와 액체 공급 파이프(102)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열된다. 액체 공급 

파이프(101)를 통해 화살표 방향(A)으로 압력 조절 챔버(8) 내로 주입된 액체(110)는 잉크 공급 파이프(102)를 통해 

화살표 방향(B)으로 공급된다. 본 발명에서, 액체 공급 파이프(102)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체 주입 파이프(10

1)보다 큰 직경을 갖는다. 이는 액체 공급 파이프(102)의 전방 단부에서 대량의 잉크를 짧은 시간에 소비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 및 몇몇 경우에 두 개의 파이프가 동일한 직경을 가지도록 적용된다.

도21a는 증기 압력 조절 챔버(8)가 액체(110)로 채워진 초기 상태를 도시한다.

도21b는 대량의 액체(110)가 잉크 공급 파이프(102)를 통해 순간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를 도시한다. 액체 주입 파이

프(101)로부터 주입된 액체(110)의 양이 액체 공급 파이프(102)로부터 공급된 액체(110)의 양보다 크기 때문에, 증

기 압력 조절 챔버(8) 내의 액체의 양은 감소한다. 이 때, 탄성 변형체(10)의 줄어든 체적는 증기 압력 조절 챔버(8)의 

감소된 액체의 양에 상응한다. 이러한 동작에 의해, 잉크 공급 파이프(102)로부터의 잉크(110)의 공급량이 순간 잉크

주입 파이프(101)로부터의 액체(110)의 주입량을 초과하더라도, 시간당 공급량은 변하지 않는다.

도21c는 액체 공급 파이프(102)에 의해 공급된 액체(110)가 단위 시간 당 공급량의 변화 없이 가능한 상태를 도시한

다. 그러므로, 잉크 주입 파이프(101)로부터 압력 조절 챔버(8)로 액체(110)가 주입될 때, 액체(110)는 단위 시간 당 

공급량의 변화없이 잉크 공급 파이프(102)에 의해 공급될 수 있다. 그 결과, 액체 공급 파이프(102)로부터 액체(110)

의 공급 동안 수행될 수 있다. 이 때, 탄성 변형체(10)가 이력 현상(hysteresis)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귀되

지 못한다면, 액체 주입 파이프(101)로부터의 액체의 주입량이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단위 시간 당 공급량의 변화 

없이 액체를 공급하는 시간과 횟수도 불안정해진다. 본 발명의 탄성 변형체(10)가 사용된다면, 도21a, 21b 및 21c에 

도시된 상태 사이의 상태 변화가 이력 현상으로 수행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예에 사용되는 압력 조절 챔버(8)는 탄성 변형체(10)로부터 분리되지만, 본 발명의 기능은 그들이 동일하더라

도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액체를 예로 들어 설명되더라도, 증기를 사용할 때 동일한 효과가 얻어질 수 있다.

증기 압력 조절 챔버(8)의 체적는 기록 장치가 사용되는 주위의 온도와 본 실시예에서 대략 0.5㎖로 설정된 보조 탱크

(36)의 체적에 따라 설정된다.

증기 압력 조절 챔버(8)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잉크가 주 탱크(204), 잉크 공급 유닛(205) 및 잉크 공급 튜브(206)를 

통과할 때 보조 탱크(36) 내의 압력은 압력 손실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잉크가 잉크를 토

출하는 기록 헤드의 전체 노즐과 같은 전체 노즐 수에 대해 높은 비율로 토출되는 소위 고부하 토출의 경우, 기록 헤

드(201)로 공급된 잉크는 토출된 잉크에 대해 부족하게 되고, 음의 압력은 급증하게 된다. 기록 헤드(201)의 노즐 내

의 음의 압력이 임계값(잉크의 비중 물의 비중이 아닐 때 대략 -2.027㎪)의 -200㎜Aq를 초과한다면, 화상 형성에

바람직하지 않은 토출이 불안정해지고 인쇄가 분산되는 등의 상태가 된다.

본 실시예와 같은 직렬식 기록 장치에서, (도1의) 캐리지(202)가 역전될 때 화상 형성이 고효율일 경우이더라도 잉크 

토출이 정지된 상태가 존재한다. 이를 이용하여, 증기 압력 조절 챔버(8)는 잉크의 토출 동안 감소된 체적에 의해 보조

탱크(36) 내의 음의 압력 증가 시간을 완화시키고 잉크 공급 튜브(206)를 통해 음의 압력 증가 시간을 복귀하기 위한 

콘덴서로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증기 압력 조절 챔버(8)의 체적 감소에 대한 음의 압력의 변화 비율이 K = -1.013㎪/㎖이고, 보조 탱크(36

)의 체적이 V S = 2㎖ 인 경우를 가정하면, 공급된 잉크는 △V = 0.05㎖ 만큼이 토출된 잉크용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경우, 증기 압력 조절 챔버(8)가 없다면, 보조 탱크(36) 내의 음의 압력 변화는 'PV는 일정'하기 때문에 △P = V S /(

V S +△V)-1 = -2.471㎪이 되고, 전술한 임계값의 초과 때문에, 토출은 불안정해진다. 여기서, 증기 압력 조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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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면, △P = K ×△V = -0.051㎪이 되어 음의 압력 증가가 억제되고 안정된 토출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복귀 유닛(207)의 캡에 의해 잉크 토출측에 캡을 덮어 장기간 기록 헤드(201)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조 탱

크(36) 내의 압력은 증기의 열팽창 또는 온도에 대해 보조 탱크(36)의 열 압력 증가에 의해 증가된다. 그 결과, 잉크는

기록 헤드(201)의 노즐로부터 누출되거나 또는 보조 탱크(36) 내의 잉크로부터 분리되어 잉크 탱크(204)로 복귀된다

.

이러한 경우, 보조 탱크(36) 내의 증기 압력의 증가와 증기의 열 팽창은 탄성 변형체(10)의 이동과 함께 증기 압력 조

절 챔버(8)의 체적의 확장에 의해 흡수된다. 그 다음에, 보조 탱크(36) 내의 음의 압력은 복귀 유닛(207)의 캡을 개방

하기 전에 잉크 토출측을 캡을 덮고 강제 흡인 장치의 사용으로 기록 헤드(201)로부 터 잉크를 흡인함으로써 표준 값

으로 복귀된다. 그 결과, 안정적인 인쇄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잉크 토출은 증기 압력 조절 챔버(8)에 의해 안정적으로 되고, 주 탱크(204)로부터 기록 헤드(201)

까지의 잉크 공급 라인의 압력 손실의 영향은 억제된다. 여기에서, 캐리지(202)에 의해 구동되는 잉크 공급 튜브(206

)는 증기 압력 조절 챔버(8)의 재료의 조절에 의해 작은 직경을 가질 수 있고, 캐리지(202)의 이동용 부하 감소에 기여

하도록 된다.

본 실시예에서, 복수의 탄성 부재(10)는 증기 압력 조절 챔버(8)의 체적를 충분히 획득한 후에 보조 탱크(36)로의 증

기 압력 조절 장치(8)의 음의 압력을 안정시키는 형상을 갖는 탄성 부재(10)를 장착하기 위하여, 보조 탱크(36)의 배

열 방향 뿐만 아니라 배열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도 배열된다. 즉, 보조 탱크(36) 상의 증기 압력 조절 챔버(8)는 

보조 탱크(36)의 배열 방향과 배열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각각 분할된다. 탄성 부재(10)의 이러한 배열에 의해, 

보조 탱크(36) 상의 증기 압력 조절 챔버(8)는 배열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뿐만 아니라 보조 탱크(36)의 배열 방향으로

분할된다. 탄성 변형체(10)의 이러한 배열에 의해, 각각의 탄성 변형체(10)는 적어도 두 개의 보조 탱크(36)의 상부 

위로 배열되고, 그 결과, 탄성 변형체(10)는 좁은 보조 탱크(35) 또는 제한된 폭을 갖는 보조 탱크(35)용으로 큰 직경

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탄성 변형체(10)의 이러한 배열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 구멍(38)이 도6 및 도7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지그재그로 배열된다. 각각의 공기 구멍(38)은 각각의 탄성 변형체(10)가 두 개의 보조 탱크(36)의 상부 위에

놓여지므로 양호하게는 반달 형상을 갖는다.

도7에서, 탄성 변형체(10)는 각각의 탄성 변형체(10)의 전방 단부(10b)가 보조 탱크(36)의 배열 방향과 직교하도록 

배열된다. 그 결과, 전방 단부(10b)의 길이는 탄성 변형체(10b)가 더 큰 체적를 갖도록 설정된다면, 각각의 전방 단부

(10b)는 도3과 5a 내지 5c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배열 방향에 경사를 가질 수 있도록 탄성 변형체(10)의 바닥면의 직경

보다 크다. 보조 탱크(36)의 배열 방향에 대한 각각의 전방 단부(10b)의 각도는 부착 나사(12)가 부착 나사와 탄성 변

형체(10)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쉽게 결합되도록 설정될 수 있다. 도7에 도시된 예에서, 각각의 탄성 변형체(10)는 

부착 나사(12)를 손쉽게 결합하도록 배열된다.

이러한 경우, 탄성 변형체(10)의 형상은 도시된 하나에 제한되지 않는다. 탄성 변형체(10)의 변형이 안정적이고 규칙

적이고 증기 압력 조절 챔버(8)의 기능이 충분히 나타난다면, 탄성 변형체(10)는 임의의 형상일 수 있다. 그리고, 탄성

변형체(10)의 크기는 기록 헤드(201)와 잉크 공급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탄성 변형체(10)가 보조 탱크(36)의 배열 방향과 배열 방향에 교차하는 방향으로 배열되는 구성에

서, 각각의 보조 탱크(36)의 폭이 감소되더라도, 압력 조절 챔버(8)의 음의 압력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체적를 획득한 

탄성 부재(10)는 각각의 보조 탱크(36)에 상응하여 설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수의 보조 탱크(36)를 갖는 기록 헤

드(201)는 콤팩트하게 수용될 수 있고, 압력 조절 챔버(8)가 그의 기능을 최대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

고, 콤팩트 기록 헤드(201)에 따라, 잉크 제트 기록 장치 본체는 제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양호하고 기록 헤드(201)와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도록 또한 콤팩트하게 구성된다.

이제, 잉크 공급 유닛(205)과 주 탱크(204)가 도14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주 탱크(204)는 공급 유닛(205)에 분리 가능하고, 고무 캡(204b)에 의해 저부에서 밀봉된 잉크 공급 구멍과, 고무 캡(

204c)에 의해 밀봉된 대기 도입 구멍을 갖는다. 주 탱크(204)는 단일편으로서의 기밀 용기이고, 잉크(259)는 변화 없

이 주 탱크(204) 내에 수용된다.

한편, 잉크 공급 유닛(205)은 주 탱크(204)로부터 잉크(209)를 제공하기 위한 잉크 공급 니들(205a)과 주 탱크(204)

로 대기를 도입하기 위한 대기 도입 니들(205b)을 갖는다. 잉크 공급 니들(205a)과 대기 도입 니들(205b)은 모두 전

방 단부가 잉크 공급 구멍과 대기 도입 구멍에 상응하여 상향 위치된 중공 핀이고, 주 탱크(204)가 잉크 공급 유닛(20

5)에 장착될 때 잉크 공급 니들(205a)과 대기 도입 니들(205b)은 각각의 고무 캡(204b, 204c)을 통해 주 탱크(204)

에 각각 삽입된다.

잉크 공급 니들(205a)은 액체 채널(205c), 차단(blocking) 밸브(210) 및 액체 채널(205d)의 통로를 통해 잉크 공급 

튜브(206)에 연결된다. 대기 유도 니들(205b)은 액체 채널(205e), 버퍼 챔버(205f) 및 대기 연통 구멍(205g)을 통해 

대기와 연통된다. 잉크 공급 니들(205a)에서 잉크 공급 튜브(206) 까지의 잉크 공급 통로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

는 액체 채널(205c)과 대기 유도 니들(205b)에서 대기 연통 구멍(205g) 까지의 통로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액체 채널(205e)은 같은 높이를 갖는다. 본 실시예에서, 잉크 공급 니들(205a)과 대기 유도 니들(205b)은 1.6mm 두

께의 내주부를 갖고, 직경은 니들 홀의 경우 1 내지 1.5mm이다.

차단 밸브(210)는 고무로 제작된 다이어프램(210a)을 갖고, 이러한 다이어프램(210a)을 변위시킴으로써 2개의 액체

채널(205c, 205d)들 사이의 통로를 개폐한다. 다이어프램(210a)의 상부면 상에는, 원통형 스프링 홀더(210b)가 내부

에 가압 스프링(210c)을 유지하도록 장착되고, 2개의 액체 채널(205c, 205f)들 사이의 통로는 가압 스프링(210c)을 

구비한 다이어프램(210a)을 가압함으로써 차단된다. 스프링 홀더(210b)는 이하에 기술되는 복귀 유닛(207)의 링크

에 의해 작동되는 레버(210d)와 연결된 플랜지를 갖는다. 스프링 홀더(210b)는 레버를 작동시킴으로써 가압 스프링(

210c)의 스프링력에 대해 승강시켜, 액체 채널(205c, 205d)들을 연통시킨다. 차단 밸브(210)는 기록 헤드(201)가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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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배출할 때 개방되고 스탠드바이(standby) 상태 또는 대기 상태에서 폐쇄되어, 후술하는 잉크 충전 작업에서 복

귀 유닛(207)과의 양호한 타이밍에서 개폐된다.

이러한 잉크 공급 유닛(205)이 각각의 주 탱크(204), 즉 레버(210d)를 제외한 각각의 잉크 색상을 위해 장착된다. 레

버(210d)는 모든 색상에서 공통되고, 동시에 모든 색상을 위해 차단 밸브(210)를 개폐한다.

이러한 구성에서, 기록 헤드(201) 내의 잉크가 소비되면, 즉시 잉크는 주 탱크(204)로부터 음압에 의해 잉크 공급 유

닛(205)과 잉크 공급 튜브(206)를 통해 기록 헤드(201)로 공급된다. 이때, 주 탱크(204)로부터 공급되는 잉크와 동일

한 양의 공기가 대기 연통 구멍(205g)에서 버퍼 챔버(205f)와 대기 유도 니들(205b)을 통해 주 탱크(204)로 유도된

다.

버퍼 챔버(205f)는 주 탱크(204) 내의 공기 팽창에 의해 주 탱크(204)로부터 배출된 잉크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기 위

한 공간이고, 대기 유도 니들(205b)의 하단부는 버퍼 챔버(205f)의 바닥으로 위치설정된다. 잉크 제트 기록 장치의 

스탠드바이 또는 대기 상태 동안 주변 온도가 올라가거나 또는 외부 압력이 감소하여 주 탱크의 공기가 팽창되면, 차

단 밸브(210)는 폐쇄되기 때문에 주 탱크(204)의 잉크는 대기 유도 니들(205b)로부터 액체 채널(205e)을 통해 버퍼 

챔버(205f)로 배출된다. 반대로, 주 탱크(204) 내의 공기가 주변 온도의 하강으로 인해 수축될 경우, 버퍼 챔버(205f) 

내에 존재하는 잉크와 함께 기록 헤드(201)로부터의 잉크가 배출되면, 버퍼 챔버 내의 잉크는 주 탱크(204)로 복귀하

고, 잉크가 버퍼 챔버(205f)에서 없어진 후, 공기는 주 탱크(204) 안으로 유도된다.

버퍼 챔버(205f)의 체적(Vb)는 제품의 사용 환경에 만족되도록 설정된다. 예를 들면, 제품이 5℃(278K) 내지 35℃(3

08K)의 온도 범위에서 사용되고 주 탱크(204)가 100ml의 체적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Vb= 100×(308-278)/308=9.

7ml로 설정된다.

본 명세서에서, 공기가 주 탱크(204)로 유도될 때의 주 탱크(204)의 기본 수두와, 잉크 공급 유닛(205)의 액체 채널 

내의 잉크와 공기의 거동은 도15a 내지 도15d를 이용하여 기술된다.

도15a는 주 탱크(204)로부터 기록 헤드(201)(도14 참조)로 잉크가 공급되는 보통의 상태를 도시한다. 이러한 상태에

서는, 주 탱크(204)가 버퍼 챔버(205f)를 제외하고 밀봉되므로, 주 탱크(204)는 음압을 유지하고 잉크의 전방 단부(2

09a)는 액체 채널(205e)의 중간에 고정된다. 잉크의 전방 단부(209a)에서의 압력은 대기와 접촉하므로 대기압(=0m

mAq)과 같다.

잉크의 전방 단부(209a)가 위치되는 액체 채널(205c)이 잉크 공급 튜브(206)(도14 참조)와 연통되는 채널(205e)과 

동일한 높이이므로, 액체 채널(205c)의 압력은 또한 대기압이다. 이는 잉크의 전방 단부(209a)와 액체 채널(205c) 사

이의 높이 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주 탱크(204) 내의 잉크(209)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 탱크(204)의 잉크가 소비되면, 도1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잉크의 전방 단부(209a)는 대기 도입 니들(205b)을 향

해 약간 이동하고, 도1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기 도입 니들(205b)에 바로 닿는 지점에서 잉크의 전방 단부(209a)는

기포가 되어, 대기 도입 니들(205b) 안으로 승강되어 주 탱크(204) 안으로 도입된다. 주 탱크(204) 내의 잉크는 대기 

도입 니들(205b) 안으로 통과하여, 잉크의 전방 단부(209a)는 도15a에 도시된 원래 상태로 복귀한다.

도15d는 잉크가 버퍼 챔버(205f) 안에 머무는 상태를 도시한다. 이러한 경우, 잉크의 전방 단부(209a)는 버퍼 챔버(2

05f)의 중간 높이의 액체 채널(205c) 보다 h1(mm) 만큼 높게 위치설정되고, 액체 채널(205c)의 압력은 -h1(mmAq)

이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16에 도시된 본 실시예에서 채널(205c)로부터 보조 탱크(201b) 내의 잉크 상부(209b) 까지의 

높이를 h2(mm), 필터(201c)로부터 보조 탱크(201b) 내의 잉크 상부 까지의 높이를 h3(mm), 노즐(201g)의 하단부로

부터 액체 챔버(201f)의 잉크 상부(209c) 까지의 높이를 h4(mm)라 가정하면, 노즐(201g)의 하단부에서 음압(Pn)은 

보통의 상태에서 Pn -(h2-h3-h4)mmAq가 되고, 잉크가 버퍼 챔버(205f)에 머무는 상태에서는 Pn -(h2-h1-

h3-h4)mmAq가 된다. Pn의 값은 상술한 음압의 범위(-40mmAq 내지 -200mmAq) 내에 설정된다.

도14를 다시 참조하면, 잉크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회로(205h)는 잉크 공급 니들(205a) 및 대기 연통 니들(20

5b)로 연결되어, 주 탱크(204) 내의 잉크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검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다. 잉크가 주 탱크(204) 내

에 수용된 상태에서, 이러한 회로(205h)는 전류가 주 탱크(204) 내의 잉크를 통해 회로(205)로 흘러들어갈 때는 전기

적으로 닫힘을 검출하고, 잉크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주 탱크(204)가 장착되지 않을 때는 전기적으로 열림을 검출

한다.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잉크 공급 니들(205a)과 대기 도입 니들(205b)의 절연은 매우 중요하고, 본 실시예에서 

잉크 공급 니들(205g)로부터 기록 헤드(201)로의 통로를 대기 연통 니들(205b)로부터 대기 연통 홀(205g)로의 통로

로부터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주 탱크(204) 내의 잉크의 전류만 측정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제, 복귀 유닛(207)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복귀 유닛(207)은 잉크 또는 노즐로부터의 공기를 흡입하고 차단 밸브(210)을 개폐하도록 작동하고, 기록 헤드(201)

의 잉크 배출 측면(노즐(201g)이 개방된 측면)을 막기 위한 흡입 캡(207a)과 차단 밸브(210)의 레버(201d)를 작동시

키기 위 한 링크(207c)를 포함한다.

흡입 캡(207a)은 잉크 배출 측면과 접촉하는 부분은 적어도 고무와 같은 탄성 부재로 제작되고 잉크 배출 측면을 밀

봉하는 위치와 기록 헤드(201)로부터 후퇴되는 위치 사이의 범위에서 이동가능하도록 장착된다. 중간부에 흡입 펌프(

207c)를 갖는 튜브는 펌프 모터(207d)에 의해 흡입 캡(207a)로 연결되고, 연속적인 흡입이 펌프 모터(207d)의 사용

으로 흡입 펌프(207c)를 구동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펌프 모터(207d)의 회전량에 따라 흡입량을 변화시키

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0.4 atm(40.53kpa) 까지 압력을 줄일 수 있는 흡입 펌프(207c)가 사용된다.

캠(207b)은 흡입 캡(207a)을 작동시키기 위한 것이고, 링크(207e)를 작동시키는 캠(207f)과 동시에 회전된다. 캠(20

7b)의 a 내지 c의 각각의 위치가 흡입 캡(207a)과 접촉하는 시간은 캠(207f)의 a 내지 c의 각각의 위치가 링크(207e)

와 접촉하는 시간과 일치한다. a 위치에서, 캠(207b)은 기록 헤드(201)의 잉크 배출 측면으로부터 흡입 캡(207a)을 

분리시키고, 캠(207f)은 링크(207e)를 가압함으로써 레버(210d)를 위로 밀어서 차단 밸브(210)를 개방시킨다. b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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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캠(207b)은 흡입 캡(207a)을 잉크 배출 측면과 접촉시키고, 캠(207f)은 링크(207e)를 복귀시켜 차단 밸브를 

폐쇄한다. c 위치에서, 캠(207b)은 흡입 캡(207a)을 잉크 배출 측면과 접촉시키고, 캠(207f)은 링크(207e)를 밀어서 

차단 밸브를 개방시킨다.

기록 작업에서, 캠(207b, 207f)들은 a 위치에 있고, 노즐(201g)로부터 잉크를 배출 및 잉크를 주 탱크(204)로부터 기

록 헤드(201)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스탠드바이 및 대기 상태를 포함하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잉크를 

기록 헤드(201)로부터 배출하는 것이 방지된다(특히, 장치가 이동할 때, 장치가 기울어져 잉크가 누설될 수 있다). 상

술한 바와 같이, 잉크를 기록 헤드(201)로 충전시키기 위해 캠(207b, 207f)들의 c 위치가 이용된다.

주 탱크(204)에서 기록 헤드(201)까지의 잉크 공급 통로는 위에서 기술되었지만, 오랜 기간의 관점에서, 공기는 도14

에 도시된 이러한 구성에서 기록 헤드(201)에 축적된다.

잉크 공급 튜브(206) 또는 탄성 부재(201h)을 통과한 공기 또는 잉크에 용해된 공기는 보조 탱크(201b)에 축적된다.

잉크 공급 튜브(206) 또는 탄성 부재(201h)을 통과한 공기에서, 높은 불투과성을 갖는 재료가 사용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이러한 효율성이 높은 재료는 비용 때문에 가정용 장치에 사용될 수 없다. 본 실시예에서, 낮은 가격과 높은 

유연성으로 인해 쉽게 다루어지는 폴리에틸렌 튜브가 잉크 공급 튜브(206)용으로 사용되고, 부틸 고무는 탄성 부재(2

01h)용으로 사용된다.

한편, 잉크가 노즐(201g)로부터 배출될 때 잉크의 막비등에 의해 발생된 기포들이 나누어져 액체 챔버(201f)로 복귀

하거나 또는 잉크에 용해된 미세한 기포들이 잉크의 온도 증가에 의해 축적되어 큰 기포로 되므로, 액체 챔버(201f)는

공기로 천천히 축적된다.

발명자에 의해 수행된 실험에 따르면, 본 실시예의 구성에서, 보조 탱크(201b)에 축적된 공기량은 1개월당 1ml이고 

액체 챔버(201f)에 축적된 공기량은 대략 0.5ml이다.

보조 탱크(201b)와 액체 챔버(201f)에 축적된 공기량이 많을 경우, 보조 탱크(201b)와 액체 챔버(201f) 각각에 포함

되는 잉크량은 감소한다. 보조 탱크(201b)에 있어서, 잉크가 부족할 경우, 필터(201c)는 공기로 노출되어 필터(201c)

의 유효 면적이 감소하고, 그 결과 필터(201c)의 압력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잉크는 잉크 챔버(201f)로 

공급되지 않는다. 한편, 노즐(201g)의 상단부가 액체 챔버(201f) 내의 공기로 노출될 경우, 잉크는 노즐(201g)로 공

급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잉크의 일정량 이상이 보조 탱크(201b)와 액체 챔버(201f) 모두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잉크 배출 기능은 높은 차기(gas-barrier) 성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시간 간격에서 보

조 탱크(201b)와 액체 챔버(201f) 각각의 내부에 잉크의 적당한 양을 충전시킴으로써 오랫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실시예에서 충전 공정의 편차에 1개월 동안 축적된 공기량을 더함으로써 계산된 잉크량을 1개

월 마다 보조 탱크(201b)와 액체 챔버(201f)에 채우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잉크는 복귀 탱크(207)의 흡입을 이용하여 보조 탱크(201b)와 액체 챔버(201f)에 채워진다. 즉, 흡입 펌프(207c는) 

기록 헤드(201)의 잉크 배출 측면을 밀봉하여 구동되고, 기록 헤드(201) 내의 잉크는 노즐(201g)로부터 흡입된다. 그

러나, 노즐(201g)로부터 흡입된 잉크는 노즐(201g)로부터 잉크를 흡입한 양과 동일한 양이 되고, 이러한 잉크는 보조

탱크(201b)로부터 액체 챔버(201f)로 흘러가고, 동시에 보조 탱크(201b)로부터 흘러나온 잉크와 동일한 양의 잉크가

주 탱크(204)로부터 보조 탱크(201b)로 흘러가서, 흡입 전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는 차단 밸브(210)를 사용하여 소정의 압력으로 감압되고

그런 후,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의 체적은 필터(201c)에 의해 분리된 각각의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에 적절한 양의 잉크를 충전하기 위해 설정된다.

다음에,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으로의 잉크 충전 작동 및 체적 설정이 설명된다.

잉크 충전 작동에서 먼저 기록 헤드(201)는 캐리지(202, 도1)를 흡입 캡(207a)과 대면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고, 복귀 

유닛(207)의 캠 제어 유닛(207g)이 회전하여 캠(207b, 207e)과 접촉하도록 구동한다. 그 결과, 기록 헤드(201)의 잉

크 토출측은 흡입 캡(207a)에 의해 밀봉되고 차단(blocking) 밸브는 주 탱크(204)로부터 기록 헤드(201)로의 통로를 

폐쇄한다.

펌프 모터(207d)는 이 상태로 구동되고 흡입 캡(207a)은 흡입 펌프(207c)에 의해 흡입을 수행한다. 흡입을 이용하여,

기록 헤드 내의 공기 및 잉크가 노즐(201g)로 흡입되어 기록 헤드(201)를 감압시킨다. 흡입 펌프(207c)는 흡입 펌프(

207c)에 의한 흡입량이 소정량에 도달한 때에 정지되고, 캠(207b, 207f)은 각각 캠 제어 모터(207g)를 구동시킴에 

의해 회전되어 c 위치는 흡입 캡(207a) 및 링크(207e)와 접촉하게 된다. 그 결과, 차단 밸브(210)는 흡입 캡(207a)에

의해 잉크 토출측의 밀봉된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개방된다. 흡입 펌프(207c)에 의해 흡입된 양은 기록 헤드(201) 내

의 압력이 적절한 양의 잉크를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 내로 충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압력을 만

들기 위한 양이고, 이는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해 얻을 수 있다.

만일 기록 헤드(201)가 감압된다면, 잉크는 잉크가 각각의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에 충전되도록 잉크 

공급 튜브(206)를 통해 기록 헤드(201) 내에서 유동된다. 충전된 잉크의 양은 감압된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

201f)가 대기압에 가깝게 복귀할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체적이고,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의 압력 및 체

적에 의해 정해진다.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에 잉크의 충전은 차단 밸브(210)가 개방된후 약 1초내에 완료된다. 충전이 완료

되면 캠 제어 모터(207g)는 구동되어 캠(207b, 207f)을 회전시켜서 각각의 b위치가 흡입 캡(207a) 및 링크(207e)와 

접촉된다. 그 결과, 흡입 캡(207a)은 기록 헤드(201)로부터 분리되고, 그런 후 흡입 펌프(207c)는 다시 구동되어 흡입

캡(207a)에 잔류하는 잉크를 흡입한다. 그리고, 밸브(210)는 이 상태에서 아직 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잉크는 기록 시

트(S, 도1) 상에 문자 또는 화상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되도록 노즐(201g)로부터 토출된다. 스탠바이(stand

by) 또는 대기 상태의 경우, 캠 제어 모터(207g)는 다시 구동되어 캠(207b, 207f)을 회전시켜 각각의 b 위치는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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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207a) 및 링크(207e)와 접촉하여 흡입 캡(207a)에 의해 기록 헤드(201)의 잉크 토출측을 밀봉하고 차단 밸브(210

)를 폐쇄한다.

만일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 내의 잉크의 양이 장 시간 동안 부족하지 않다면, 복귀 유닛(207)에 의한 

흡입을 자주 수행할 필요는 없고 베인(vain) 내의 잉크를 소모할 기회는 감소된다. 게다가,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 모두에 잉크를 충하는 것이 요구될 지라도 충전 과정은 오직 한 번에 종결되고 따라서 아마 잉크를 절약하

게 된다.

여기서, 보조 탱크(201b)의 체적을 V1, 보조 탱크(201b) 내에 충전될 잉크의 양을 S1 그리고, 보조 탱크(201b) 내의 

압력을 P1(대기압에 대한 상대치)이라고 하자. 그러면, 'PV=일정'이라는 법칙에 의해 이들의 관계를 V1=S1/｜P1｜

으로 설정함에 의해 충전 과정에서 보조 탱크(201b) 내로 적절한 양의 잉크가 충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액체 챔버

(201f)의 체적을 V2, 액체 챔버(201f)로 충전될 잉크의 양을 S2 그리고, 액체 챔버(201f) 내의 압력을 P2(대기압에 

대한 상대치)라고 가정하면, 이들의 관계를 V2=S2/｜P2｜으로 설정함에 의해 충전 과정에서 액체 챔버(201f) 내로 

적절한 양의 잉크가 충전될 수 있다.

게다가, 보조 탱크(201b)와 액체 챔버(201f)를 분리하는 필터(201c)는 미세한 구조를 갖고 전술된 바와 같이 메니스

커스(menuscus)가 형성된 때 공기 유동이 어려운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메니스커스가 형성된 필터(201c)를 통해 

공기를 통과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압력을 Pm이라 하자. 복귀 유닛(207)에서부터 노즐(201g)로의 흡입의 경우, 필터(

201c)를 통해 보조 탱크(201b) 내의 공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액체 챔버(201f) 내의 압력(P2)은 보조 탱크(201b) 

내의 압력(P1) 보다는 압력(Pm) 만큼 낮아진다. 따라서, 만일 보조 탱크(201b)와 액체 챔버(201f)의 체적을 결정하기

위해 이 관계를 사용한다면, 충전 작동은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술된 충전 작동 및 체적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설명된다.

잉크의 충전은 한달에 한번 실행되고 한 달에 충전된 공기의 양이 보조 탱크(201b) 내에 1 ml와 액체 챔버(201f) 내

에 0.5 ml이다. 그러면 필터(201c)를 공기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보조 탱크(201b) 내의 잉크의 양은 0.5 

ml 이고, 노즐(201g)을 공기에 방출되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액체 챔버(201f) 내의 공기의 양은 0.5 ml 이다. 충전되

는 잉크의 양의 편차는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 모두에 대해 0.2 ml이다. 이들 값은 실험을 통해서 얻어

진다. 이들로부터 한번에 충전될 잉크의 양은 보조 탱크(201b)에 대해 1.71 ml 및 액체 챔버(201f)에 대해 1.2 ml 의 

합이다.

기록 헤드(201) 내의 감압된 압력은 복귀 유닛(207)의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된다. 이 실시예에서 흡입

펌프(207c)의 능력 제한치는 -0.6 atm(-60.795kPa)이기 때문에, 흡입 펌프(207c)의 흡입량은 흡입 캡(207a) 내의 

압력이 -0.5 atm(-50.6625 kPa)이 되도록 구해지고 약간의 여유를 두고 설정되고 펌프 모터(207d)의 회전 수에 의

해 제어된다.

다음으로, 노즐(201g)의 메니스커스에 때문에 공기를 통과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압력은 실험적으로 -0.05 atm(-5.0

6625kPa)이기 때문에, 흡입 캡(207a) 내의 압력과 액체 챔버(201f) 내의 압력 사이에는 저항 차이가 발생되고 액체 

챔버(201f) 내의 압력이 캡(207a) 내의 압력보다 0.05 atm(5.06625kPa) 만큼 높다. 마찬가지로, 필터(201c)의 메니

커니스에 기인한 공기를 통과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압력이 실험적으로 -0.1 atm(-10.1325 kPa)이기 때문에, 액체 

챔버(201f) 내의 압력과 보조 탱크(201b) 내의 압력과 보조 탱크(201b) 내의 압력 사이에는 저항 차이기 발생하고, 

따라서 보조 탱크(201b) 내의 압력이 액체 챔버(201f) 내의 압력보다 0.1 atm(10.1325 kPa) 만큼 높다. 따라서, 만일

흡입 캡(207a) 내의 압력이 -0.5 atm(-5.06625kPa)로 설정된다면, 액체 챔버(201f) 내의 압력은 -0.45 atm(-45.5

963kPa)이 되고, 보조 탱크(201b) 내의 압력은 -0.35 atm(-35.4638kPa)이 된다.

보조 탱크(201b) 내에 1.7 ml의 잉크를 충전하기 위해서 보조 탱크(201b)의 체적 V1은, 이의 내부 압력이 거의 1 at

m(101.325kPa)으로 설정된 보조 탱크(201b)의 내부 압력이 1.7 ml의 잉크를 흡입한 때에는 -0.35 atm(-35.4638k

Pa)이 된다. 즉, 이는 V1=1.7/0.35=4.85 ml 이 된다. 마찬가지로 액체 챔버(201f)의 체적(V2)에 대해서도 V2=1.2/0.

45=2.67 ml가 된다.

잉크는 이러한 상태에서 기록 헤드(201)를 감압한 후 차단 밸브(210)를 개방함에 의한 음압에서 기록 헤드(201) 내

로 유동된다. 상세하면, 먼저 잉크는 보조 탱크(201b) 내로 유동되고, 감압에 의해 팽창된 공기(V1)는 거의 대기압까

지 복귀된다. 이 지점에서 보조 탱크(201b) 내의 공기 체적을 V1a라고하면, V1a=V1(1-0.35)=3.15 ml가 되고 V1-

V1a= 1.7 ml의 잉크가 충전되는 지점에서 안정화된다. 마찬가지로, 액체 챔버(201f)에 대해, 잉크는 보조 탱크(201b

)로부터 유입되고 감압으로 V2 까지 팽창된 공기는 거의 대기압까지 복귀된다. 액체 챔버(201f) 내의 공기 체적을 V2

a 라고 하면, 이는 V2a = V2 X (1-0.45)=1.47 ml가 되고, V2-V2a=1.2 ml의 잉크가 충전되는 지점에서 안정화된다.

설명된 바와 같이,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의 각각의 감압과 체적을 설정함에 의해 적절한 양의 잉크가 

필터(201c)에 의해 분리된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의 각각으로 충전될 수 있고, 이는 공기가 기록 헤드(

201) 내에 축적된 상태에서도 흡입없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그리고, 전술된 바와 같이, 공기층이 필터(201c)와 액체 챔버(201f) 내의 잉크의 상부 표면들 사이에 개재되지만, 복

귀 유닛(207)에 의한 흡입 과정에서 흡입 압력으로써 공기층의 양을 원하는 대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결과, 

공기층은 관리 가능한 공기층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터와 노즐 사이에서 발생된 거품에 의해 생긴 토출 결함에 대한 신뢰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

다. 즉, 관리될 수 없는 거품이 필터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필터의 유효 영역이 변경되는(감소되는) 종래의 문제점

에 대해, 본 발명에서는 필터(201c)가 처음부터 관리된 부분(도1의 개구(201d))으로 공기층과 접촉해 있고 필터(201

c)의 유효 영역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 사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품이 필터와 노즐 사이의 유동 채널을 덮는 문제에 대해, 액체 챔버(201f)의 단면이, 액체 챔버(201f) 내에 

있을 수 있는 거품의 직경에 비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액체 챔버(201f) 내의 거품은 잉크 유동을 방해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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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액체 챔버 내의 거품이 노즐을 관통하거나 액체 챔버 및 노즐 사이의 연통 통로를 방해하는 문제점에 대해, 

액체 챔버(201f)의 단면이 전술된 바와 같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액체 챔버(201f) 내에서 발생된 거품이 이의 부력때

문에 액체 챔버(201f) 내의 잉크를 통해 상승하여 공기층과 혼합되기 때문에 노즐(201g)을 관통하지 못한다. 게다가,

액체 챔버(201f) 내에서 발생된 거품이 공기층과 혼합될 지라도 이 공기층이 전술된 바와 같이 관리 가능한 공기층이

기 때문에 필터(201c)의 유효 영역은 변경되지 않는다.

즉,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를 전술한 바와 같이 필터(201c)에 의해 분리게 구성함으로써 발생된 거품의

이동에 의해 생기는 토출 결함에 대한 신뢰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도17은 도14에 도시된 기록 헤드(201)를 자세히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17의 단면도는 도14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

시한 도면이다. 이 실시예의 기록 헤드(201)는 6개의 노즐(201g)에서 개별적으로 잉크를 토출하고, 잉크는 주 탱크(2

04), 잉크 공급 튜브(206), 부가적으로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를 통해 독립적으로 공급된다.

도18은 노즐(201g)로부터 기록 헤드(201)를 도시하는 저면도이다.

노즐(201g)은 종방향으로 다수의 기록 요소 열을 갖고, 이 실시예에서는 6개의 노즐(201g1 내지 201g6)이 설치된다

. 그리고, 보조 탱크(201b) 및 액체 챔버(201f)는 또한 노즐(201g)과 평행한 종방향의 형상을 갖는다.

이 실시예에서, 노즐(201g1 내지 201g6)은 무리(201g1 내지 201g3)과 무리(201g4 내지 201g6)으로 나누어지고, 

노즐은 각각의 무리(party)로 근접하게 배열되어 그 결과 기록 헤더의 잉크 토출측 내의 폭이 보조 탱크(201b) 그룹

의 폭 보다 좁아진다. 이는 흡입 튜브(207a)에 의한 잉크 토출측을 위한 밀봉 공간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 실시예에서와 같이 다량의 잉크를 소모하는 잉크젯 기록 장치의 경우, 보조 탱크(201b)가 큰 체적을 갖기 때문에 

보조 탱크(201b) 그룹은 통상의 것보다 크다. 만일 각각의 보조 탱크(201b)로부터 잉크를 공급받은 노즐(201g1 내지

201g6)이 각각의 보조 탱크(201b) 아래에 배열된다면, 흡입 캡(207a)에 의한 잉크 토출측을 위한 밀봉 공간이 또한 

증가되도록 잉크 토출측의 폭은 증가되어, 흡입량을 확대시킨다. 따라서, 요구도는 흡입 펌프는 대형화되어 전체 장치

가 대형화된다. 이 실시예에서, 잉크 토출측의 폭이 전술된 바와 같이 보조 탱크(201b)를 위한 폭보다 좁기 때문에 장

치가 대형화되는 것이 방지된다.

본 실시예에서, 잉크 토출 측면의 폭이 보조 탱크(201b) 그룹의 폭 보다 짧기 때문에, 각각의 보조 탱크(201b)를 각각

의 노즐(201g)에 연결하는 각각의 액체 챔버(201f)는 각각의 보조 탱크(201b)를 향하여 각각의 노즐(201g)로부터 

반경 방향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종래 기술과 동일한 흡입 펌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동일한 다수의 노즐 열로 만들어

진 토출 측면이 작은 잉크 제트 기록 장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제조 비용은 감소되다.

도19는 본 실시예에서 사용된 액체 챔버(잉크 용기, 201f)의 형태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본 실시예의 액체 챔버(201f)는 각각의 노즐(201g1 내지 201g6)에 대응하는 액체 챔버(201f1 내지 201f6)로 구성된

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각각의 액체 챔버(201f1 내지 201f6)는 각각의 보조 탱크(201b)를 향하여 각각의 노즐

(201g1 내지 201g6)로부터 각기 반경 방향으로 연장되고, 각각의 액체 챔버(201f1 내지 201f6)는 다양한 형상을 갖

는다. 또한 각각의 액체 챔버(201f1 내지 201f6)는 동일한 체적을 갖지만 그 단면 형상에 따라 다양한 길이를 갖는다.

위와 동일한 체적을 가짐으로써, 각각의 액체 챔버(201f1 내지 201f6)의 체적(V2), 변경되는 잉크(S1)의 양 및 액체 

챔버 내의 압력(P2)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설정으로 잉크의 적정한 양은 각각의 액체 챔버(201f1 내지 201f6)에

대해 변경될 수도 있다. 이는 토출 복귀 작동에 이상적으로 적용된다.

도20은 각각의 액체 챔버(201f1 내지 201f6)를 동일하게 만들도록 다른 실시예의 필수 부품을 도시한 도면이다.

동일한 체적을 갖도록 다양한 길이를 갖는 각각의 액체 챔버(201f1 내지 201f6)가 하나의 부재로 실현되는 도19에 

도시된 예와 비교하여, 본 실시예는 다양한 길이의 다수의 돌기를 갖고 제1 부재에 대응하는 제2 부재 및 동일한 길이

의 제1 부재를 구성함으로써 액체 챔버(201f1 내지 201f6)를 실현한다.

도20에 도시된 체적 조절 부재(901)는 각각의 액체 챔버(201f1 내지 201f6)에 대응하는 다양한 길이를 갖는 돌기(90

11 내지 9016)를 갖고 각각의 액체 챔버(201f1 내지 201f6)의 체적을 체적 조절 부재(901)와 관련시킴으로써 실질

적으로 동일해지도록 만든다.

위에서 구성된 본 실시예에서, 각각의 액체 챔버(201f1 내지 201f6)의 체적은 각각의 돌기(9011 내지 9016)의 길이

에 의해 동일해지도록 만들어지고 자체 체 적을 조절한다.

도1에 도시된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 각 실시예에 도시된 액체 챔버를 사용하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를 적재함으로써

인쇄를 수행한다면, 만족할 만한 인쇄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각 실시예에 도시된 잉크 제트 기록 장치를 

적재함으로써 행해지는 잉크 제트 기록 장치는 도1에 도시된 직렬식에 국한되지 않고, 직선 형태도 동일한 효과를 준

다.

비록 본 발명에 사용된 실시예가 잉크 제트 기록 장치에 사용된 압력 조절 챔버의 탄성 변형체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달리 사용될 수도 있고 본 발명의 주요 특징과 일치한다면 동일한 효과를 줄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증기 압력에 따른 가변 체적을 갖는 하나 이상의 탄성 변형체를 갖는 증기 압력 

조절 챔버를 제공하고, 탄성 변형체는 대략 원형인 개구 및 변형 전의 형태와 같은 외부 원주에 두 개의 대략 평평한 

표면으로 구성되고, 이들 두 개의 표면은 만곡부를 통하여 개구에 대향하는 전단부로 연장되며, 이로써 증기 압력 조

절 챔버의 기능을 안정시키고 기능이 최대치에 이르도록 하는 효과를 준다. 또한, 탄성 변형체를 채용하는 증기 압력 

조절 챔버를 갖는 기록 헤드에 있어서, 탄성 변형체의 배열은 좁은 잉크 용기 또는 탄성 변형체가 원형으로 되면 제한

된 폭을 갖는 잉크 용기에 대한 탄성 변형체의 바닥부의 확대된 직경을 가질 수도 있어서, 다수의 잉크 용기를 갖는 

잉크 유닛이 소형화되어 수용될 수도 있는 효과와 잉크 제트 기록 장치 본체 자체가 소형화된 기록 헤드에 따라 소형



등록특허  10-0460242

- 14 -

화될 수도 있는 효과가 제공된다. 또한, 탄성 변형 부재의 바닥부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증기 압력 조절 챔버의 기

능을 최대화하는 탄성 변형체의 형상을 선택하는 점에 있어서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소형화된 기록 헤드를 갖기 때문에, 본 발명의 잉크 제트 기록 장치는 소형화 될 수 있고, 또한 제품으로서 사

용자에게 인기가 있게 된다. 또한, 잉크 제트 기록 장치는 저가로 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연통된 용기 내의 증기 압력을 조절하도록 증기 압력에 따른 가변 체적을 갖는 하나 이상의 탄성 변형체 및 탄성 변형

체를 용기에 지지시키기 위한 지지체를 포함하는 압력 조절 챔버에 있어서,

상기 탄성 변형체는 원형의 개구와, 외주연부에 변형 전에 평평한 두 개의 표면을 포함하고, 상기 두 개의 표면은 상기

개구에 대향하는 전방 단부에서의 만곡부를 통해 연장되는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 조절 챔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평평한 표면들은 동일한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 조절 챔버.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평평한 표면은 전방 단부의 만곡부를 통하는 대칭인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 조절 챔버.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오목부가 상기 평평한 표면의 적어도 일부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 조절 챔버.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평평한 표면의 적어도 일부는 외부 원주보다 더 얇은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 조

절 챔버.

청구항 6.
증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챔버와, 상기 챔버와 연통된 증기 압력을 조절하도록 증기 압력에 따른 가변 체적을 갖는 하

나 이상의 탄성 변형체와, 상기 챔버에 탄성 변형체를 지지시키기 위한 지지체를 포함하는 압력 조절 장치에 있어서,

상기 탄성 변형체는 원형의 개구와, 외주연부에 변형 전에 평평한 두 개의 표면을 포함하고, 상기 두 개의 표면은 상기

개구에 대향하는 전방 단부에서의 만곡부를 통해 연장되는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 조절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평평한 표면들은 동일한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 조절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평평한 표면은 전방 단부의 만곡부를 통하는 대칭인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 조절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오목부가 상기 평평한 표면의 적어도 일부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 조절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평평한 표면의 적어도 일부는 외부 원주보다 더 얇은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 조

절 장치.

청구항 11.
기록용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잉크 토출 유닛과,

잉크 토출 유닛으로 공급된 공기 및 잉크를 내장하기 위한 잉크 용기와,

잉크 용기와 연통되고 이 잉크 용기 내의 증기 압력을 조절하도록 증기 압력에 따른 가변 체적을 갖는 하나 이상의 탄

성 변형체 및 탄성 변형체를 용기에 지지시키기 위한 지지체를 갖는 압력 조절 챔버를 포함하는 기록 헤드에 있어서,

상기 탄성 변형체는 원형의 개구와, 외주연부에 변형 전에 평평한 두 개의 표면을 구비하고, 상기 두 개의 표면은 상기

개구에 대향하는 전방 단부에서의 만곡부를 통해 연장되는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평평한 표면들은 동일한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평평한 표면은 전방 단부의 만곡부를 통하는 대칭인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오목부가 상기 평평한 표면의 적어도 일부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평평한 표면의 적어도 일부는 외부 원주보다 더 얇은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

드.

청구항 16.
각기 독립적으로 잉크를 내장하고 평행하게 배열된 다수의 잉크 내장 챔버를 갖는 잉크 용기와,

기록용 잉크 용기로부터 공급된 잉크를 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의 잉크 내장 챔버에 각기 대응하는 잉크 토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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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과,

잉크 용기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각각의 잉크 내장 챔버에 대응하도록 설치된 압력 조절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압력 조절 장치는 두 개 이상의 잉크 용기의 상부에 걸쳐 배치되고, 잉크 내장 챔버의 배치 방향 및 이 배치 방향

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배치된 다수의 탄성 변형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 용기는 탄성 변형체를 위한 원형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변형체는 원형의 개구와, 외주연부에 변형 전에 평평한 두 개의 표면을 포함하고, 상기 

두 개의 표면은 상기 개구에 대향하는 전방 단부에서의 만곡부를 통해 연장되는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록 헤드.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 용기는 각기 다수의 잉크 내장 챔버에 압력 조 절 챔버와 연통된 개구를 포함하고, 이 개

구는 검은 모자 형상으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가 반달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 내장 챔버는 다수의 잉크 토출 유닛에 대응하여 잉크 토출 유닛의 배치 방향에 평행하게 

배열되고, 잉크 내장 유닛은 잉크 토출 유닛의 연통부로부터 압력 조절 장치를 향해 반경 방향으로 확대된 형상을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 내장 챔버 및 잉크 토출 유닛은 종방향 형상을 갖고 각각의 종방향들은 평행하게 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다수의 잉크 내장 챔버의 각각의 체적들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다수의 잉크 공급 액체 챔버의 각각의 체적들은 각각의 잉크 내장 챔버의 배치 방향에 교차하는 종

방향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동일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25.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내장 챔버 각각은 다양한 색의 잉크를 독립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26.
제16항에 있어서, 필터가 잉크 내장 챔버 내에 제공되어 불순물이 토출 유닛으로의 잉크 내로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헤드.

청구항 27.
제16항 내지 제26항 중 어느 한 항에 구성된 기록 헤드를 적재함으로써 직선으로 왕복 운동하는 캐리지와, 캐리지의 

이동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기록 헤드의 잉크 토출 유닛으로부터 토출된 잉크를 수용하는 것으로, 기록 매체를 이송

시키기 위한 이송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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