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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종이는 디스플레이의 기능과 종이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반사형 디스플레이의 
하나이며, 현재 MEMS, electrochromic, 
electrowetting 등의 다양한 종류의 전자 종이 
구현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나, 단가 및 
패널제작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서 전기 영동 
방식의 전자 종이가 주목 받고 있다. 전기 
영동 방식의 전자 종이의 종류는 E-ink, 
Microcup, Twist Ball 같이 액체 미디엄에서 
색상을 띤 하전입자의 움직임에 의한 습식 
전자 종이와 Quick Response – Liquid Particle 
Display (QR-LPD)와 같은 공기를 미디어로한 
두가지 색상을 갖은 하전 입자의 이동에 의한 
건식 전자 종이로 나눌 수 있다[1]. 이러한 
건식 전자 종이는 습식 전자 종이에 비해서 
빠른 응답 속도와 Passive Matrix 구동이 
가능하여 패널 제작의 간편성으로, 구동 
전압이 다소 높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Price Tag, 
Sign Board 등의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Fig.1 은 그 응용 예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전자 종이의 성능 평가 중 
하나인 정상 응답 특성의 평가를 위해서 영상 
프로세싱 처리를 통해 전자종이 패널에 인가한 
전압의 조건에 따른 전자종이 패널내의 입자 
반응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전자종이 
패널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의 
전자종이 평가 방법은 Fig.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램프 이용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전자종이 패널에서 반사 및 산란된 광을 
검출하여 그 패널 특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Fig.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방법들은 

패널의 픽셀단위의 측정에는 램프 및 레이저의 
Spot 크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 동안 
측정이 어려웠던 픽셀 레벨의 응답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Image segmentation 
기반의 전자종이 측정 기술을 제안하고, 샘플 
패널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여 제안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실증하고자 한다. 

    
(a)                (b) 

Fig. 1 Examples of electronic paper; (a) rigid sign 
board and (b) flexible display panel 

 
(a)              (b)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for the previous e-paper 
evaluation methods using (a) lamp source [2] 
and (b) laser [3].  

 
2. 실험셋업  

Fig.3 은 제안된 전자종이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자종이 
패널에 인가 전압에 따라서 패널 표면 
이미지를 획득하고, Otus’s theorem [4]을 

Image segmentation 기반의 전자종이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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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 인가 전압별 이진화 이미지를 
분석하여, 백색 입자의 분포를 brightness 로 
정의하고, 이미지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정규화하였다.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proposed e-paper 

evaluation method.  
 

3. 실험 결과  
Fig.4 와 Fig.5 의 (a) 이미지는 40V 와 

400V 를 인가하였을 경우 측정된 8bit Gray 
Level 이미지이며, (b) 이미지는 Binary 
이미지이다.  

  
(a)              (b) 

Fig. 4 (a) the captured 8-bit gray image and (b) 
binary image when 40V DC was applied. 

  
(a)                (b) 

Fig. 5 (a) the captured 8-bit gray image and (b) 
binary image when 400V DC was applied. 

 
Fig.6 는 5 가지 Air gap(80, 160, 240, 320, 

400 ㎛)을 갖는 제작된 패널에 대하여, 
인가전압을 Stepwise voltage 를 -800V DC 부터 
+800 V DC 를 20V 씩 증가하고, 감소시켰을 때 
얻어진  Normalized Brightness (%)를 전압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 의 Air gap 을 갖는 패널이 400 의 Air gap 을 
갖는 패널에 비해서 큰 Brightness 를 나타내며, 
이는 같은 인가 전압에 대해여, 상대적으로 큰 

전계강도에 의한 영향이다. 전압 별 입자 반응 
그래프를 이용하여 Passive Matrix 구동의 
Crosstalk 을 억제할 수 있는 최적의 Air gap 과 
전압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그래프를 
실험적으로 확보하였다. 

 
Fig. 6 Normalized brightness when the stepwise 

voltages were applied.  
 

4. 결론  
본 논문은 Image segmentation 방법을 

이용한 전자종이 패널 평가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산란광 측정을 통한 간접적인 
평가 방법에 비해서, 더 정밀하게 입자의 
반응을 관찰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광원의 
Spot 사이즈의 한계로 인해 측정이 어려웠던, 
단일 픽셀의 반응을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샘플 패널의 측정을 통하여 
실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전자종이 패널의 
입자 별 Air gap 및 구동전압 최적화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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