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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팅 디스펜서 변위확대장치의 응답지연 개선 연구
Improvement for Response Delays of Displacement Magnifier 

in Jetting Dispe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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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sponse delays between piezo-stack actuator and 

the displacement magnifier of jetting dispenser and to reduce its falling time in terms of displace-

ment optimization. The dispenser is driven by the dual piezo-stack actuators with a hinge lever 

mechanism to precisely control flow rate of the working fluid (3000 cP). It is commonly found that 

piezo actuator-driven jetting dispensers involving viscous working fluids have displacement opti-

mization problem for ideal performance. The response delay of the system is caused by the phenom-

enon that the displacement magnifier cannot exactly follow the motion of the piezo actuators. The 

response delay may lower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due to the inaccurate discharge of working 

fluid or even damages to the system itself due to inharmonious motion of piezo actuators with lever 

system. To reduce its response delay, a new displacement profile obtained from displacement opti-

mization is suggested; its performance is tested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and experiments are 

carried out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obtained displacement profile.

* 

1. 서  론

최근 반도체, LED, MEMS 패키지, 카메라 모듈 

패키지 등의 초소형화, 고집적화 추세에 따라 초정밀 

패키지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패키지

를 위한 디스펜싱 작업 공정 또한 초정밀 미세 액적 

토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근래에 스마트폰과 전

자제품의 보급화에 따른 부품의 고기능, 컴팩트화에 

대한 영향으로 개발 속도가 과속화고 있는 추세이다. 

스마트폰의 고기능성에 대한 요구는 메모리나 

MEMS, FPCB 등의 패키징에서 디스펜서의 정교한 

활용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최근 방수폰의 등장으로 

인해 방수 및 방진에 대한 최상위 신뢰성의 실링성 

확보가 주요 화두가 되고 있으며, 베젤 축소에 따른 

tape 접착방법의 한계가 극명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의 조립공정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자기기 내부 

부품에 대한 방수능력이 요구되어 방수, 방진기능의 

부품 실링 또한 향후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스펜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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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공정에서 방수 실링재의 효과적인 도포 능력이 

크게 요구되어지고 있다(1).

이 연구에서 고려된 젯팅 디스펜서는 여러 방식

의 디스펜서 중 지속적으로 미세정량의 액상을 토출

하는 데에 적합한 방식으로 최근 여러 산업 분야에

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토출 액상의 성질과 점도, 

토출량에 따라 그 신뢰성이 낮아진다. 디스펜싱 시

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반복적으로 

미세한 용액을 정확하게 토출할 수 있는 능력인 토

출 신뢰성이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Q. H. Nguyen 등(2)은 압전작동기와 리니어 펌프

를 이용한 젯팅 디스펜서를 제안하였으며 압전작동

기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과 디스펜서의 정적 해석 

및 동적 해석을 통해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Choi 

등(3)은 압전작동기를 사용한 새로운 젯팅 디스펜서

를 제안하였으며, Yun 등(4)은 압전작동기를 이용한 

젯팅 디스펜서의 고주파수 영역의 토출에 대한 모델

링을 수행하였고 이는 변위확대장치를 통하지 않고 

직결로 유체를 토출하는 모델로 직접 매개변수 기법

을 이용한 유체의 거동을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성

능을 평가하였다. Ham 등(5)은 적층형 압전 액추에

이터를 이용한 나노리터급 액적 젯팅용 마이크로 디

스펜서를 제안하였으며, Sohn 등(6)은 압전 젯팅 디

스펜서의 작동 변수에 대한 실험적 분석을 함으로써 

토출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선정하였고 실

험계획법을 이용하여 디스펜서의 용액 토출량의 통

계적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작동 조건을 선정하였다. 

또한, Jeon 등(7)은 두 개의 압전작동기를 사용한 새

로운 젯팅 디스펜싱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한요소해

석과 실험을 통해 실제 제작된 젯팅 디스펜서의 성

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디스펜

서의 설계나 성능평가, 압전작동기의 구동 특성 및 

응답 특성 등 디스펜서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보았

다. 그러나 실제 제작된 젯팅 디스펜서의 작동 조건

에서는 압전작동기에서 고속으로 발생되는 변위의 

응답속도를 변위확대장치가 따라 오지 못하여 응답 

지연 현상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응답 지연이 생

김으로써 토출 지연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는 토출 신뢰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압전작동기에서 발생되는 변위의 

프로파일이 레버에 미치는 영향과 디스펜서에서 발

생하는 응답 지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위 프

로파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한요소 해

석을 통해 최적의 변위형태를 제안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유한요소 해석으로 도출된 최적의 변위프로파일

이 실제로 토출지연을 감소시키는지 비교하였다. 

2. 디스펜싱 시스템

이 연구에서 고려한 디스펜싱 시스템은 두 개의 

압전작동기가 설치된 젯팅 디스펜서이다. 압전작동

기는 캡에 의해 보호된다. 그 하부에는 변위확대장

치가 힌지에 의해 고정되고 레버 끝단에는 디스펜싱 

시스템의 로드가 장착되며 로드의 하부에 노즐이 위

치하게 된다. Fig. 1은 이 연구에서 고려된 젯팅 디

스펜서의 개략도이다. 초기의 압전작동기를 이용한 

젯팅 디스펜서는 초기 위치의 복원을 위해 변위확대

장치 하부에 스프링이 장착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고

려된 젯팅 디스펜서는 변위확대 장치 하부의 복원 

스프링 대신 압전작동기 하부 캡에 접시 스프링을 

장착하여 초기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압전작동기를 이용한 젯팅 디스펜서의 토출 과정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압전작동기에서 생성된 변위

가 힌지로 고정된 레버형태의 변위확대장치로 전달

된다. 그 후, 확대된 변위가 레버를 통해 회전운동

으로 바뀌고 디스펜싱 시스템의 로드로 전달되어 

Fig. 1 The schematic of jetting dispe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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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병진운동으로 바뀌게 된다. 병진운동을 하게 

된 로드는 노즐을 가격하게 되고 충진되어 있던 

액상이 노즐을 통해 밖으로 토출되며 이러한 토출

과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고속의 토출 과정이 

이루어진다.

3. 유한요소 해석

이 연구에서 고려된 젯팅 디스펜서에서는 토출과

정에서 0.4 ms의 응답 지연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응답 지연 현상은 압전작동기와 힌지-레버 구조의 

변위확대장치 간의 힘의 전달 시 압전작동기의 빠른 

응답 속도를 변위확대장치가 받아들이지 못하여 생

기는 현상이다. 이 현상이 계속될 경우 토출 지연 

현상으로 인해 토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

져오며 지연이 계속될 경우 압전작동기가 파손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압전작동기에서 발생하는 변위에 대한 변위확대

장치의 응답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변위 프로파일을 

동적 해석을 통하여 찾아내었다.

먼저 젯팅 디스펜서의 변위확대장치를 유한요소

해석하기 위해 3D 모델링을 수립하였고 동역학 상

용패키지 프로그램인 DAFUL을 이용하여 변위확대

장치의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정확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유한요소 모델링이 필수

적이므로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해석에 걸리는 시

Fig. 2 FE model of jetting dispenser

간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디스펜서 부품들을 제외

하였고, 디스펜싱 시스템에서 해석에 필요한 부분만

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모델링 하였다. 

모델링 된 디스펜싱 시스템은 압전작동기, 힌지-

레버 구조의 변위확대장치, 로드, 노즐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은 모두 유연체로 가정하였고 해석을 위

한 요소는 4면체 요소를 적용하여 생성하였다. 요소

의 개수는 122 632개이며 절점의 개수는 29 073개

이다. Fig. 2는 유한요소가 적용된 모델을 나타낸다.

구속조건으로는 먼저 압전작동기의 변위를 부가

하기 위해 병진조인트를 설정하였고, 변위확대장치

의 회전운동은 고정된 힌지에 회전 조인트를 적용 

후 RBE2 요소를 이용하여 변위확대장치와 연결하

였다. 또한 로드의 병진운동을 적용하기 위해 병진

조인트를 설정하였다. Fig. 3은 동역학 해석에 사용

된 모델과 그 구속조건이다. 접촉조건으로는 압전작

동기 하부 캡과 변위확대장치의 접촉부, 변위확대장

치와 로드의 접촉부, 로드와 노즐의 접촉부로 나누

어 접촉조건을 부여하였다. 두 개의 압전작동기가 

상대적으로 변위를 생성함에 따라 변위확대장치가 

작동하고 이로 인해 용액이 토출된다. 이 해석에

서 사용된 압전작동기의 변위 프로파일은 Fig. 4와 

같다. 유한요소 해석의 결과, 변위확대장치에 생기

는 변형은 Fig. 5와 같다. 변위확대장치의 최대 변

형 값은 상승 시 0.0354 mm, 하강 시 0.0395 mm로 

Fig. 3 MBD model of jetting dispenser with con-
straints in DA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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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소 변형은 토출 신뢰성과 응답 지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지연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Fig. 4 Original displacement profile of piezo stacks

Fig. 5 Deflection results of the lever

Fig. 6 Modified displacement profile of piezo stacks

새로운 변위 프로파일을 Fig. 6과 같이 제안하였다. 

기존의 변위 프로파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상승 시

간은 같으나 하강 시간에서 약 0.4 ms의 지연현상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변위 프로파일은 압전작동기의 

변위를 최대치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두 압전작동

기의 변위제어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현상과 압전작동기 파손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

므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새로운 변위 프로

파일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파일은 두 개의 압

전작동기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3 μm씩 상승 

및 하강시켜 압전작동기가 최대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제안된 프로파일을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 0.137 ms의 지연을 보여 기존 대비 

0.263 ms의 지연현상을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여기

서 변위 프로파일의 최대 변위 값이 36μm인 것은 

실제 제작된 젯팅 디스펜서에서는 압전작동기의 최

대 전압 값인 150 V를 사용하지 않고 130 V를 사용

하기 때문에 선형적인 압전작동기의 변위 특성을 고

려하여 130 V일 때의 최대 변위인 36 μm를 사용하

였다. Fig. 6의 변위 프로파일을 제안하기에 앞서 응

답지연은 변위 프로파일의 상단과 하단의 오픈 타임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먼저 오픈 타임을 

0으로 한 변위 프로파일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오픈 

타임이 없는 프로 파일로 실험을 실시하였을 때, 액

상의 충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액상이 토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며, 변위확대장치의 응답 전에 압전작

동기가 다시 변위를 발생시켜 압전작동기에 손상이 

가는 문제 또한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오픈 타임을 

압전작동기의 최소 제어 단위인 3 μm의 스텝으로 

Fig. 7 Result of response delay from MB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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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제어하는 것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값은 Fig. 7과 같다. 결과 값

을 보면 변위의 응답지연이 0.137 ms로 낮아진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험 검증

유한요소 해석에서 검증한 변위 프로파일이 실제 

제작된 젯팅 디스펜서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

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실제 제작된 젯

팅 디스펜서(ZEUS-Mini, Protec)를 사용하였으며 

오픈 루프 컨트롤러를 통해 변위 프로파일을 입력하

여 제어하였다. 실험장비와 측정 장비는 Fig. 8과 같

다. 실험 데이터는 젯팅 디스펜서를 구동시킨 후 컨

트롤러와 DAQ, 컴퓨터를 TCP/IP로 연결하여 수집

하였으며, 모든 신호는 펄스 제어기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10 kHz 주기로 샘플링 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압전작동기의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유한요소 해석에서 검증한 변위 프로파일을 컨트롤

러에 입력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8 Test equipment

Table 1 Specification of piezo stack 

Piezo stack type AE0505D44D40DF

Max. displacement [μm] 42@150V

Blocking force [N] 850

Stiffness [N/μm] 20.2

Response frequency [KHz] 34

Fig. 9는 압전작동기가 입력한 변위 프로파일에 

의해 변위를 생성한 값을 나타낸다. 두 개의 압전작

동기가 3 μm씩 동시에 변위를 생성하여 상승 및 하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된 변위 프로파일

이 컨트롤러를 통해 적절하게 제어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Fig. 10은 기존의 변위 값, 지연시간과 3번

의 실험 결과 변위 값, 지연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이 실험은 스트로크의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 측정한 

것으로 3번의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스트로크의 움

직임 편차는 실험 결과 값 평균 +1 % / -1 %의 결과

를 보였다. 3번의 실험 결과의 경우 상승 시 2 %, 

하강 시 2 %의 피크를 보였다. 또한 기존의 변위 

프로파일로 작동한 결과 값은 약 0.4 ms의 지연 시

간을 갖는다. 그러나 유한요소해석으로 얻은 변위 

프로파일 값을 적용한 실험의 결과, 약 0.1 ms의 지

연 시간을 가지는 결과를 보였다. 

Fig. 9 Generated displacement of piezo stack for the 
test

Fig. 10 Comparison of response delay results be-
tween original and improved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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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고속 작동 조건에서의 젯팅 디스

펜서 변위확대장치가 압전작동기의 변위로 인해 받

게 되는 영향과 응답 지연 현상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고찰하고 실제 실험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해석 결과를 통해 압전작동기가 변위확대장치에 

가하는 변위 프로파일을 바꾸었을 때 기존 문제점인 

0.4 ms의 응답지연이 0.137 ms로 낮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석을 통해 얻은 변위 프로

파일을 실제 제작된 젯팅 디스펜서에 적용하여 실험

한 결과 응답 지연 현상이 약 0.1 ms로 낮아진 결과

를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디스펜싱 시스템의 응

답 지연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를 통해 토출 신뢰도

가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고 응답 지연 시간이 줄어

든 만큼 용액이 토출되는 시간인 falling time을 줄

일 수 있어 향후 다양한 점도의 액체를 토출하는데 

그 응용범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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