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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면적 디스플레이는 수십~수백 μm의 픽셀들이 
형성되어 있는 대면적(8세대 기준 2.2 m × 2.5 m)의 
기판에 1 μm 혹은 그 이하 두께의 박막 필름을 
균일하게 형성할 필요성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시
장의 경쟁이 격화되어감에 따라 포토리쏘그래피에 

기반한 생산 방식을 저렴한 인쇄 방식으로 대체하
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고점도의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스크린 인쇄는 

후막 필름의 형성에 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레벨링 특성이 부족하여 균일한 필름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2) 롤 인쇄의 한 방식인 리
버스 오프셋 인쇄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고해상도
의 박막 필름을 형성하는데 가장 적합하지만,(3) 공
정의 특성 상 67% 이상의 재료를 기판이 아닌 클
리쉐에 전이한 후 잔여 소재를 기판에 전사하기 

Key Words: Inkjet(잉크젯), Microdroplet(미세액적), Monitoring System(모니터링 시스템), Flat Panel Display(평
판 디스플레이) 

초록: 차세대 주력 디스플레이인 유기 및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를 잉크젯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잉크 액적의 토출 신뢰성을 고속으로 검사하기 위한 모니
터링 장비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직선 운동 방식의 잉크젯 모니터링 장비 대신에 로
터리 및 리니어 초음파 모터를 이용하여 미러를 회전시킴으로써 노즐들에서 토출되는 잉크 액적들을 모
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측정 능력을 시험하였다. 10 μm, 30 μm 및 50 μm 직경 원형의 측정 
오차는 각각 0.5±1.0 μm, -1.2±0.3 μm 및 0.2±0.5 μm였다. 모니터링 시간은 17초가 소요되었으며, 제어 프
로그램의 최적화를 통해 8.6초까지 모니터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n inkjet-based manufacturing machine for the production of next-generation displays 
using organic and quantum-dot light emitting diodes at a low cost has been conducted. To employ inkjet printing in 
production lines of displays, the development of a high-speed inkjet-monitoring device to verify the reliable droplet 
jetting status from multiple nozzles is required. In this study, an inkjet monitoring device using a rotatable mirror with 
rotary and linear ultrasonic motors is developed in place of a conventional, linear reciprocating, motion-based inkjet 
monitoring device. Its performance is also demonstrated. The measurements of circular patterns with diameters of 10 
μm, 30 μm, and 50 μm are performed with the accuracies of 0.5 ± 1.0 μm, -1.2 ± 0.3 μm, and 0.2 ± 0.5 μm, 
respectively, within 17 sec. By optimizing the control program, the takt time can be reduced to as short as 8.6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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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재료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매 인쇄작
업 후 매번 클리쉐를 세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기능성 소재가 코팅되어 있는 도너 필름을 기판
과 접촉시킨 후 레이저로 전사하는 레이저 방식(4,5)

은 제판이 필요하지 않으며 고해상도의 균일한 박
막 형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너 
필름에서 기판으로 전사되는 소재가 33% 정도 밖
에 되지 않으므로 리버스 오프셋 인쇄와 마찬가지
로 재료 낭비가 심하며, 레이저 전사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바인더 및 레이저 공정 중 발생하는 고
온에 의해 소재가 열화되는 문제가 있다. 상기의 
스크린 및 롤 인쇄, 그리고 레이저 전사법은 접촉
을 통해 소재를 기판으로 전사하기 때문에 오염에 
취약하며, 장비의 대형화에 제약이 따른다는 공통
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반면, 잉크젯은 수~수십 피코 리터 부피의 액적
을 원하는 픽셀 영역에만 비접촉으로 패턴하기 때
문에 소재 소모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기판과의 접
촉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문제가 없다. 또한, 다수
의 잉크젯 프린트 헤드를 어레이 형태로 배치함으
로써 대면적의 기판에 대응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디스플
레이(TFT LCD)의 컬러 필터,(6,7) 배향막(8) 및 액정 
도포(9) 뿐만 아니라,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10) 
및 차세대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QLED)를(11~13) 이
용한 대형 디스플레이의 생산방식으로 적극 고려
되고 있다. 
압전 소자를 이용한 잉크젯은 그 기본 작동원

리(14~18) 뿐만 아니라, 잉크젯 프린트 헤드의 노즐
에 따라 잉크 액적의 부피에 편차가 발생하는 원
인,(19) 잉크의 접촉각에 따른 디스플레이 픽셀의 
형성에 대한 연구(20) 등 다양한 기초 및 응용 연
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잉크젯의 신뢰성을 위
해 잉크젯 프린트 헤드의 노즐들로부터 잉크 액적
들이 정상적으로 토출되는가의 여부를 고속으로 
모니터링 하는 장비에 대한 연구는 잉크젯을 적용
한 전자 및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연구들에 비
해 미흡한 실정이다. 
잉크젯 프린트 헤드의 노즐들로부터 잉크 액적
들이 정상적으로 토출되는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기존 방식은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CCD 
카메라를 노즐들이 배치된 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각각의 노즐로부터 토출되는 잉크 액적을 촬영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128개의 노즐들을 가진 잉크
젯 프린트 헤드의 경우 대략 60초 내외의 검사시
간이 소요되어 잉크젯 장비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Fig. 1 Illustration of the working mechanism of a 
conventional inkjet monitoring device with a 
reciprocating linear stage 

 

 

Fig. 2 Illustration of the working mechanism of a high-
speed inkjet monitoring device with a rotatable 
scanning mirror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회전 미러를 이용한 스캐
닝 방식의 모니터링 장비가 제안되었으나(21) 모니
터링 시간 외의 측정 성능이 제시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보다 개선된 회전 미
러 방식의 잉크젯 모니터링 장비의 측정 능력을 
제시하고, 실제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상황을 가
정하였을 때 잉크 액적의 토출 상태를 모니터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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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된 측정 방법
론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잉크 액적 모니터링 방식은 
잉크젯 프린트 헤드의 노즐들이 배열된 방향으로 
CCD 카메라(XC-HR90, Sony Electronics, Inc., Japan)
가 직접 이동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
한 미러를 이용하여 노즐들을 스캐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기존에 제작된 회전 미러 방식의 잉
크젯 고속 모니터링 장비는(21) 배율 및 초점 거리
를 가변할 수 있는 전동 줌 렌즈(Navitar, USA)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두 개의 모터로 배율 및 초점 
거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구동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질
적으로 배율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전동 줌 렌즈 대신에 경량의 고정 
배율 렌즈(배율 1배, MML1-ST150, Moritex Corp., 
Japan)를 채택하였다. 디스플레이용 잉크젯 장비에 
508 μm의 간격으로 128개의 노즐들을 가진 SE3 
혹은 SX3 잉크젯 프린트 헤드(Fujifilm Dimatix, 
Inc., USA)가 장착되었으며, 한 번에 4개의 노즐들
로부터 토출되는 잉크 액적들을 모니터링하는 상
황을 가정하여 2배율의 어댑터(SOD-2X, Moritex 
Corp., Japan)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영역을 확보하
였다. 
회전 미러의 정밀한 회전을 위해 각분해능 및 
각속도가 ±3 μ° 및 30°/s인 로터리 초음파 모터(20 
mm × 23.7 mm × 11.5 mm, SR-1910-ME, SmarAct 
GmbH, Germany)를 채택하였다. 잉크젯 프린트 헤
드의 1번 노즐에서 128번 노즐까지 회전 미러가 
스캐닝을 할 때 객체와의 거리가 변하는 것을 보
상하기 위하여 정확도와 정밀도가 ±1 μm이고 최
대 속도가 13 mm/s인 리니어 초음파 모터(40 mm × 
17 mm × 8.5 mm, SLC-1740-ME, SmarAct GmbH, 
Germany)를 선정하였다. 로터리 및 리니어 초음파 
모터의 최대 운송 하중은 각각 100 g 및 7000 g이
며, 회전 미러 및 CCD 카메라와 렌즈 어셈블리의 
무게는 15 g 및 215 g로 설계하였다. 
각 노즐 위치에 10 μm, 30 μm 및 50 μm 직경의 

원형 패턴이 수평 508 μm, 수직 200 μm 간격으로 
새겨진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여 장비의 측정 능력
을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CCD 카메라의 최
대 광 민감도는 600 nm이며 500~600 nm 파장영역
이 600~700 nm 파장영역보다 좀더 높은 광 민감
도를 보이므로 녹색 LED 바(LV-DB-108x24-GR, 

LVS. Co., Ltd., Republic of Korea)를 조명으로 이용
하였다.  

Fig. 3에 로터리 및 리니어 초음파 모터를 이용
한 회전 미러 방식의 잉크젯 고속 모니터링 장비
의 하드웨어 및 전용 제어 소프트웨어를 도시하였
다. 원하는 위치의 잉크 액적들을 촬영하기 위해 
로터리 및 리니어 초음파 모터에 이동을 지시하
며, 이동완료 신호가 감지되면 프레임 그래버를 
통해 CCD 카메라에 촬영신호를 주어 잉크 액적
들을 촬영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CCD 카메라
는 초당 15장 혹은 30장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
으며, 촬영된 이미지는 프레임 그래버로 전송되었
다. 프레임 그래버에 저장된 영상은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을 마친 후 로

Fig. 3 (a) Illustration of the developed high-speed inkjet 
monitoring device and (b) the developed contro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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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리 및 리니어 초음파 모터에 이동명령을 지시하
여 다음 위치의 잉크 액적들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각 동작시간은 분석을 위해 
로그파일에 저장되었다. 

3. 결과 및 토의 

128개의 잉크젯 프린트 헤드 노즐들에서 토출되
는 잉크 액적들을 4개 노즐씩 하나의 프레임 단위
로 묶어서, 총 32번 회전 미러를 회전시켜 모니터
링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잉크
젯 고속 모니터링 장비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1~16번 프레임(1번 노즐~64번 노즐)과 17~32 번 
프레임(65번 노즐~128번 노즐)이 좌우 대칭인 점
을 감안하여 Fig. 4와 5에는 1~16번 프레임의 측정 

데이터만을 도시하였다. 
포토마스크에 패턴된 10, 30, 50 μm 직경의 원형

패턴들을 회전 미러 방식의 모니터링 장비로 촬영 
한 후, 측정된 직경과 원형 패턴의 직경의 차이를 
Fig. 4에 도시하였다. 10 μm 직경 원형의 측정 오
차는 0.5 ± 1.0 μm, 30 μm 직경 원형의 측정 오차
는 -1.2 ± 0.3 μm, 50 μm 직경 원형의 측정 오차는 
0.2±0.5 μm였다. 좌측 프레임 1번에서 중앙 프레임 
16번까지 촬영한 잉크 액적 패턴들을 Fig. 5에 도
시하였다. 포토마스크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프레
임 1번에서 중앙에 위치한 프레임 16번으로 올수
록 측정 오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위치에 따른 측정 오차 경향성은 포토마스크의 가
장자리로 갈수록 중앙보다 CCD 카메라에 도달하
는 광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지의 선명성이 감
소함으로써 측정 오차가 증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 6은 광량이 잉크 액적 패턴들의 촬영 영상
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비교한 이미지
이다. 일반적으로 광량이 높은 경우의 이미지는 명
시적으로 축소되어 나타나는데 반해 실제 측정된 
크기는 광량이 낮은 곳에서 더 작았다. 이는 상용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에 내장된 패턴 경계값 설정 
알고리듬이 이미지의 백그라운드 평균 밝기를 참
조하여 경계값을 설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
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CCD 카메라로 획득한 그
레이 스케일의 이미지에서 객체의 경계면을 결정

Fig. 4 Measurement errors of 10, 30 and 50 μm circles 
patterned on the photomask 

 

Fig. 5 Variation of the background illumination intensity 
along with the frames at different viewing angles

 

Fig. 6 Measurement uncertainties due to the different 
background illumination intensities at different 
viewing angles: (a) frame #1 and (b) fram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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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특정 경계값을 이용하는 방법(thresholding 
method)의 경우 패턴 크기를 인식하는데 있어 주
변 광량의 영향을 받아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
다. 특정 경계값 대신에 그레이 스케일의 수치가 
객체의 경계면에서 변화하는 곡선을 구한 후 그레
이 스케일 수치의 변화율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경계면 판독 값으로 설정하는 방법(inflection point 
method)이 좀더 정확한 객체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22) 따라서, 추후 패턴 크
기에 대한 측정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미지 
처리 시 그레이 스케일 변화율에 의한 경계면 설
정 방법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회전 
미러의 회전에 따라 LED 바의 광도를 변경함으로
써 광량 편차에 의한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Fig. 6에 보인 바와 같이 10 μm 직경 원형이 다
른 직경의 원형들보다 경계면이 불명확함에도 불구
하고 측정 오차가 작은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광학계(고정 배율 렌즈 및 2배율 어댑터)의 분해능
이 8.8 μm여서 10 μm 직경의 원형 패턴과 유사하
기 때문에 발생한 우연으로 추정된다. 사용된 렌즈 
및 어댑터의 광학 분해능 및 상용 이미지 처리 프
로그램의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잉크젯 고속 모니터링 장비는 최소 -1.2 ± 0.3 μm의 
측정 정밀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Fig. 7은 각 노즐들에서 잉크 액적들이 동시 혹
은 순차적으로 토출되는 상황을 보여주며, Fig. 8
은 전동 줌 렌즈 및 초음파 모터를 사용한 회전 
미러 방식 잉크젯 고속 모니터링 모듈의 작동 시
퀀스에 따른 소요 시간을 보여준다. 잉크젯 프린
트 헤드의 액적 모니터링은 Fig. 7(a)에서와 같이 
특정 순간(LED delay setting #1 = t1)에 모든 노즐들
에서 잉크 액적들이 동시에 토출되는 상황이 주
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모든 노즐들에서 잉크 
액적들이 동시에 토출될 경우 개별 노즐의 잉크 
액적 속도는 Fig. 8(a)에 보인 바와 같이 한 프레임 
당 서로 다른 두 번의 LED 점멸(LED delay setting 
#1 = t1 및 #2 = t1+Δt)을 적용하여 두 개의 이미지
(image acquisition #1 및 #2)를 획득한 후, 두 번의 
LED 점멸 시간차(Δt) 동안 잉크 액적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디스플레이 패널의 생산에 잉크젯

을 적용할 경우 잉크젯 프린트 헤드의 노즐 피치
와 디스플레이의 픽셀 피치를 일치시키기 위해 잉
크젯 프린트 헤드를 일정 각도로 회전시켜야 하
며, 이로 인해 노즐 별 잉크 액적이 토출되는 시
점이 Fig. 7(b)와 같이 동일하지 않다. 잉크 액적은 

Fig. 7 Illustration of in-flight droplet images with (a) 
simultaneous triggering and (b) sequential 
triggering 

 

 

Fig. 8 Temporal analyses of sequential operations of the 
developed inkjet monitoring devices with (a) a 
motorized zoom lens and (b) ultrasonic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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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에서 토출된 초기에는 가속이 되지만 점진적
으로 감속이 되는 속도 변화를 겪는다.(22,23) 또한, 
서로 다른 시점에 잉크 액적이 토출될 경우 각 노
즐 별 압전 소자의 작동시점이 다름에 따라 노즐 
별 압력 챔버의 내부압력과 진동이 동시 토출 상
황과 다르며, 이로 인해 노즐 별 간섭현상의(24) 정
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 결과, Fig. 7(a)와 (b)의 
상황에서 토출된 노즐 별 잉크 액적의 속도와 부
피는 동일하지 않으며 상호 비교될 수도 없다. 따
라서, 노즐 별 잉크 액적의 속도나 크기 혹은 부
피를 측정하여 검교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
시 실제 생산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및 노즐 별 토
출 시점과 동일하게 잉크젯 프린트 헤드의 구동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4개의 노즐들을 한 프레임 단위로 CCD 카메라
로 이미지를 획득할 경우 128개의 노즐들을 전부 
모니터링하기 위해 총 32개 프레임들에 대한 이미
지를 획득하여야 한다. 기존 전동 줌 렌즈를 적용
한 잉크젯 고속 모니터링 장비의 경우 Fig. 8(a)에 
보인 바와 같이 한 프레임 당 568.5 ms, 총 18.2초
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한 프레임 당 LED의 
점멸 시점을 2번 바꾸어 노즐 별 잉크 액적의 속
도를 측정하거나 토출 형상을 비교하는 것은 Fig. 
7(b)와 같이 노즐 별 토출 시점이 다른 상황에서
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비
는 Fig. 8(b)에 보인 바와 같이 한 프레임 당 LED 
점멸을 한 번만 수행하여 액적의 토출 여부 및 크
기만을 측정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17초 내에 
모니터링을 완료하였다.  
만약 불필요한 작동 지연시간(delay time 1 = 

189.9 ms)을 잉크젯 고속 모니터링 장비 제어 프로
그램의 최적화를 통해 제거할 경우 11초 내에 모
니터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더 나아가서 본 장비의 평균 이미지 획득시간
(162.1 ms)을 기존 전동 줌 렌즈를 사용한 회전 미
러 방식의 잉크젯 고속 모니터링 장비의 평균 이
미지 획득시간(89 ms)만큼 개선할 경우 모니터링 
시간을 8.6초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노즐의 잉크 액적 토출 형상 및 속도에 대

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성이 없다면 노즐 당 Δt만
큼의 시차를 가진 잉크 액적들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성함으로써 잉크젯 프린트 헤드의 평균적인 잉크 
액적 토출 형상 및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 한 번의 회전 미러 스캐닝이 요구되기 때문에 
8.6초 내에 모니터링 작업을 종료할 수 있다. 

Fig. 9는 노즐 별 잉크 액적의 속도 및 형상, 부

피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의 작동 시
퀀스를 보여준다. 한 프레임 당 4번의 LED 점멸 
시점(LED delay setting #1, #2, #3 및 #4)을 사용하여 
노즐 별 동일한 토출 시점을 가진 잉크 액적에 대
한 이미지(image acquisition #1, #2, #3및 #4)를 획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어 프로그램 및 이미지 
획득시간을 최적화할 경우 18.8초 내에 128개 노
즐들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직선 왕복운동 방식의 잉크
젯 모니터링 장비를 대체하는 회전 미러 방식의 
잉크젯 모니터링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포토마스
크 상에 새겨진 10 μm, 30 μm 및 50 μm 직경의 원
형 패턴들을 이용하여 측정 능력을 시험하였다. 10 
μm 직경의 원형 패턴에 대한 측정 오차는 0.5±1.0 
μm, 30 μm 직경의 원형 패턴에 대한 측정 오차는 
-1.2±0.3 μm, 50 μm 직경의 원형 패턴에 대한 측정 
오차는 0.2±0.5 μm였으며, 모니터링 시간은 17초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제어 프로그램의 최적화를 통
해 8.6초까지 모니터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잉크젯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 회전 미러 방식의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할 경우 (1) 모니터링 시간
의 단축뿐만 아니라 (2) CCD 카메라에 부착된 리

Fig. 9 Schematic illustration of individual droplet 
velocity and volume measurements with modified 
sequential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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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 초음파 모터로 렌즈와 노즐까지의 거리를 일
정 정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시 잉크젯 
프린트 헤드가 정확히 정렬되어 있을 필요성이 없
으며, (3) 128개 노즐들을 전부 모니터링하지 않고 
토출 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특정 노즐들만을 집중
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회전 미러
의 회전각을 특정 노즐들에 상응하는 각도로만 회
전시킴으로써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
는 장점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
니터링 장비가 디스플레이용 잉크젯 장비에 적용
될 경우 잉크 액적 모니터링 검사 시간을 단축함
으로써 장비의 신뢰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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