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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al performance of fusing system in laser printer is determined by FPOT(First print out time) required and toner 
fusing quality. FPOT is influenced by the thermal resistance of fusing system between heat source and nip region. Also 
FPOT is depended by the heat source power and toner fusing temperature. The fusing quality of toner is decided by the 
temperature, pressure and duration time in nip region. 
In this study, I have performed thermal analysis for the toner fusing system. Computational simulation has been us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heat source power and printing speed etc.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fusing system. 
Also in order to predict fusing quality, numerical simulation of the process that paper is continuously supplied to the nip 
regions were performed. In comparison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fusing quality vs transferred calory to the 
toner layer, I could evaluate various fusing condition parameters effected on the thermal performance. 

기호설명 
FQ : 정착성능(%) 
PPM : 인쇄속도(pages/min.) 
tFPOT : 첫장 인쇄시간(sec.) 
tpick-up : Tray 에서 종이 pick-up 시간(sec.) 
tfeed : 종이 이송시간(sec.) 
 

1. 서 론 

레이저 프린터에서 인쇄 과정은 이미지 드럼 표
면에 레이저 빔으로 자화시켜 문자와 그림의 허상

이 형성되고 종이 등의 기록 매체에 토너가 전달

된 후, 정착기를 지나면서 토너가 가열되어 이미

지가 기록매체에 정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Fig. 1은 레이저 프린터 인쇄 과정을 설명하는 개
략적인 그림이다. 토너 정착 과정은 기록 매체에 
토너가 최종적으로 융착되는 과정으로 고속 프린 

 
팅과 높은 이미지 화상이 요구되면서 레이저 프린 
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레이저 프
린터의 정착시스템은 열원, 가열/가압 구조에 따라 
그 동안 다양한 정착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금속관 내부에 복사 열원을 설치

하여 정착롤러를 가열하는 2 롤러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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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 Printing process of laser printer 

 
정착기의 초기 승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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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운 금속관 대신 얇은 필름 형태의 튜브를 적용

하는 정착기도 개발되었다. 또한 열원은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는 복사방식과 열선 또는 면상발열

체를 사용하는 전도 방식 및 전자유도 가열 방식 
등에 대한 정착기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린터 모델에 현재 적용되고 있다. 정착

기 Nip 영역 열전달 해석은 레이저 프린터 개발 
회사를 주축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
롤러 방식 정착기의 Np 영역 열전달 모델링을 통
하여 토너층의 온도를 예측하여 최적의 정착 조건

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그 동안 진행되었다. (1∼5) 
본 연구에서는 램프 열원과 벨트를 사용하는 정

착시스템의 승온 성능과 정착 성능을 파악하기 위

하여 다양한 운전조건에 대하여 열해석을 수행하

였다. 정착기 초기 작동 특성 열해석과 연속 인쇄

시 종이 급지 효과에 대한 모델링을 통하여 승온 

성능에 대한 성능 Map과 정착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관계식을 만들고자 하였다. 

2. 정착 시스템 

본 연구에서 해석 모델로 선정한 정착 시스템은

금속 튜브 내부에 램프를 설치하는 정착기 구조

(Fig. 2)로써, 복사열에 의해 얇은 금속 튜브가 순
간적으로 가열될 수 있는 정착시스템이다. 이러한 
구조의 정착시스템은 초기 상온에서 정착 온도에 
도달되는 시간이 짧게 소요되어, 대기 시간이 짧
아 매우 신속하게 인쇄를 할 수 있는 정착기 구조

이다. 정착기 Nip 영역(토너가 가열되는 구간)은 
벨트 내부의 가압부재와 하부 가압롤러에 의해 형
성이 된다. 가압롤러는 금속관 외부에 탄성층

(Rubber)이 형성되어 있다. 정착 벨트는 금속 튜브 
외부에 탄성층(Ribber)과 이형층(PFA)이 형성되어 
있다.  
 

 
Fig. 2 Fusing system consisted of lamp and metal tube  

 

램프에서 발생되는 복사열은 대부분 벨트의 내
면 상부 영역에 전달되어, Nip 영역으로 이동하여 
토너를 가열하고 종이에 융착시키게 된다. 
 
 

3. 정착기 열해석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은 램프와 튜브를 사
용하는 정착시스템의 다양한 운전조건에 대한 영
향을 파악하여, 초기 승온 성능과 정착성능을 예
측할 수 있는 관계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ig. 3는 정착기 열해석 수순을 나타낸 것이다. 
해석은 열유동 상용 전산수치해석 코드인 
FLUENT6.3을 이용하였다. 먼저 정착기 초기 작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램프 복사열에 의해 정
착기 주요 부분의 온도 상승 효과를 파악하여 정
착기의 승온 특성 및 튜브 내부 과열부에 대한 영
향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착 온도 도달 이후 
과정은 종이가 Nip 영역으로 급지되는 효과를 모
사하였다. A4 종이가 분당 이송되는 인쇄속도

(PPM)을 고려하여, Nip 영역으로 100μm 두께의 종

이가 공급되면서 종이에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모

사하였다. A4 낱장 용지가 연속으로 인쇄되는 과

정은 종이간 간격80mm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상기 방법에 의한 열해석을 통하여, 종이 위 토

너층의 온도 및 전달되는 열량을 계산할 수 있으

며, 토너 정착성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다양한 운
전 조건에 대해서 정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관계

식을 만들고자 하였다.  
 

 
 

Fig. 3 Thermal Simulation procedure of fu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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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4.1 승온 성능 

상온에서 프린터 초기 구동시, 첫 장이 인쇄되

는 시간(FPOT: First Print-out Time)을 평가하기 위
하여 FPOT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Fig. 4는 Fig. 2의 정착기 구조

에 대해서 초기 승온 과정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

한 결과로써, 정착기 주요 부분의 온도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가압롤러 표면 온도와 벨트 Nip 영
역 및 벨트 온도 제어 영역(벨트 상부)의 온도 변
화를 상온에서 정착온도 도달 시점까지 나타낸 결
과이다. 다양한 운전조건에 대한 FPOT를 평가하

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에 의한 FPOT 소요시간을 
(1)식과 같이 정의하였다.  

feeduppickupwarmFPOT tttt ++= −−       (1) 

여기서, twarm-up은 벨트 제어 온도가 정착온도에 
도달되는 시간, tpick-up은 종이가 Pick-up되는 시간으

로 약 1초 정도가 소요되며, tfeed-는 종이의 이송시

간으로 종이 이송로 구간 길이와 인쇄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정착온도 180oC에서 벨트 nip부의 온도

와 벨트 상부의 온도차는 약 20oC 정도 발생하며, 
가열롤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약 80oC 정도에 도
달된다.   
 

 
Fig. 4 Temperature variations of fusing system 

 
Fig. 5는 다양한 운전 조건에 대한 열해석 결과

를 토대로 정착 온도와 램프 Power에 대한 FPOT 
성능Map을 나타낸 그림이다. 램프 Power가 증가

할수록, 정착기 제어온도가 낮아질수록, FPOT 소
요시간은 감소한다. 토너의 정착 온도가 175oC인 
경우, FPOT를 15초 이내로 하기 위해서는 램프 
Power가 약 1100Watt가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 FPOT map with respect to power and control 
temperature 
 
4.2  정착 성능 

Fig. 6은 정착 시스템이 정착 온도 도달 시, Nip 
영역에 종이를 공급하면서 종이의 온도와 정착기 
각 주요 부분의 온도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

다. 종이 급지 과정에 대한 모델링을 통하여, 종이 
상부 토너 층의 온도 및 Nip 영역에서 토너가 전
달 받은 열량을 예측할 수 있다. 종이가 공급됨에 
따라 Nip 영역에서 벨트와 가압롤러의 온도 강하

가 발생되며, Nip에서의 온도 강하 폭은 약 10oC 
정도를 보여준다. 연속 인쇄 시 A4종이간 간격은 
약 80mm 정도가 되며, 이 시간 동안 벨트의 온도

는 다시 정착온도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 Temperature variations of fusing system and paper 
 

Fig. 7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종이 상부 토너층

에 전달된 열량을 계산한 결과이다. A4 종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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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너 층에 전달되는 열량은 약 510Joule 정도가 
된다. 연속 인쇄 시, 정착기 Nip부의 열이 종이로 
전달되며, 소거된 열이 바로 Nip부에 보충되지 못
하기 때문에 종이간 전달되는 열량에 차이가 발생

하게 된다. 연속 인쇄 시, 종이간 전달 열량 차이

는 1번째 장과 2번째 장과는 약 2.5% 차이가 있
으나, 이후부터는 토너층이 받는 열량 차이는 미
미하게 나타난다. 정착성 평가는 3번째 장에 전달

되는 열량으로 평가하였으며, 중합토너(K사 토너)
의 열량 vs 정착성 실험 결과(Fig. 8)와 비교하여 
다양한 운전 조건에 대한 열해석을 통하여 정착성

을 평가하였다.  
 

 
Fig. 7 Transferred heat from heated tube to the toner  

layer within nip region 
 

 
 
Fig. 8 Experimental & numerical results of transferred  

heat to the toner layer and fusing quality  
 

Fig. 9는 인쇄속도와 벨트 제어 온도의 다양한 
운전 조건에 대해서 열해석과 토너 정착성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정착 성능 Map을 작성한 결과이다. 

인쇄속도는 30∼45ppm(Page/min.) 범위, 벨트의 제
어온도는 160∼190oC 범위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제어온도가 180oC 인 경우, 정착성능이 
90% 이상 확보되는 한계 인쇄속도는 약 34ppm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계 인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착 온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용융된 토너가 벨트에 재 부착되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Fig. 9 Fusing quality map with respect to printing speed 
and control temperature  
 
3.3 정착성능 예측 관계식 
정착 시스템의 정착 성능은 벨트 Nip 온도, 가

압롤러 온도 및 Nip에서 종이가 머무는 시간에 의
해 결정이 된다. 다양한 운전조건에 대한 열해석 
결과를 토대로 (2)식과 같은 정착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timedwellRPnipbelt dtcTbTaFQ −− +++= /(%)   (2) 

a = -1025.7, b = 7.2, c = 12.7, d = 14.9 
 

여기서 FQ는 정착 성능, Tbelt-nip은 벨트 닙 영역

의 온도, TP/R은 가압롤러의 온도, Tdwell-time은 닙에서 
종이가 머무는 시간으로 닙 폭과 인쇄속도가 정해

지면 결정되는 값이다. (2)관계식은 중합토너(K사)
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할 수 있으나, 2
롤러 구조, 벨트 구조 및 다양한 정착기 구조에 
대해서 정착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벨트와 램프 복사열을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터 정착기의 열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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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식 및 성능 Map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착기 모듈에 대한 승온 성능 열전달 해석과 

종이 급지 과정에 대한 모델링을 통하여 다양한 
운전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토너 
정착 열량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정착 성능을 예
측할 수 있는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착 성능 예측 관계식은 정착기 구조에 
관계없이 정착기 Nip 온도, 가압롤러 온도 및 닙
에서 종이가 머무는 시간만 정해지면 정착성을 예
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착기 구조 설계시 
정착조건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다양한 토너에 대한 
열물성 및 정착성 실험을 통하여 각 토너 별로 정
착성을 예측할 수 있는 관계식 수립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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