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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잉크젯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무실용 프린

터로부터 전자 인쇄 분야로 응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잉크젯은 마이크로 미터 단위의 위치 정밀

도로 원하는 위치에 피코 리터 단위의 정확한 양

을 토출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디스플레이 공정에 적용되었을 때 재료비

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고, 공정수를 줄일 수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1). 또한 기존의 장치에 비해 기판의 대형화에 

용이하게 대응이 되고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디자

인 변경 등에 쉽게 대응하기 쉬운 것도 장점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에서는 잉크젯을 사용한 공정개

발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  

잉크젯은 크게 열을 이용한 버블젯 방식과 피에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버블젯 방식은 유기 용제를 

사용한 전자 인쇄용 잉크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용에서는 주로 피에조 잉크젯 헤드가 사용되어 

오고 있다.   

잉크젯 공정을 위해서는 정밀한 스테이지(stage), 

잉크젯 헤드, 잉크 및 재료, 기판(substrate)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1) 그 중에서 잉크를 직접 토출하는 

헤드의 특성이 생산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자 인쇄 공정의 도구로서 

잉크젯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토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토출 이상이 생겼을 때는 즉시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잉크 토출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CCD 카메라를 이용한 스트로브 LED 

(strobe-LED)로 토출 되는 잉크 액적(droplet) 이미지를 

직접 관찰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4,5) 

하지만 기존의 strobe LED 를 사용하여 잉크 액적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Key Words : Inkjet(잉크젯), Malfunction Detection(오작동 검출), Printing System(프린팅 시스템) 

 

초록: 생산 장비로서 잉크젯 기술의 신뢰성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잉크젯 헤드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견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 하였다. 잉크젯 헤드의 작동 상태의 측정을 

위하여 잉크젯 헤드의 피에조 전기 신호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에조의 변형량을 간접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회로를 개발 하였고, 측정된 전기 신호를 사용하여 작동의 불량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다중 노즐 헤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을 

수행하였다.   

Abstract: For the reliable use of inkjet technology as patterning tools, the jetting of the inkjet dispenser needs to be 

monitored for real-time detection of any malfunction. We present a self-sensing circuit that can be used to detect jetting 

failure by measuring electrical signals only. In addition, practical problems involved in the monitoring of inkjets in 

multinozzle printheads are discussed. In the study, software was developed and presented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for detecting inkjet jetting failure in a prin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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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며, 정확한 노즐 위치에 대한 

카메라의 기계적인 얼라인먼트(alignment)가 필수적 

이다. 따라서 프린팅 시스템에서 실제 프린팅하고 

있는 동안 작동 상태의 오동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으로는 피에조 잉크젯 헤드는 피에조를 

전압으로 구동하여 변형량을 얻어내는 액추에이터 

이다. 또한 피에조는 반대로 변형량이 존재하면 

전하를 발생시켜 셀프 센싱(self-sensing)이 가능한 

소자이다. 따라서 피에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면 

피에조의 변형량의 계산이 가능하다. 최근 잉크젯 

피에조의 임피던스의 변화를 이용하여 프린트 헤드의 

작동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6-8).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검출 회로의 제시 

또는 검출이 가능함을 보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셀프 

센싱을 이용하여 실제 시스템에의 구현 및 실제 적용 

관점에서의 논의는 그 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피에조의 전류를 측정하여 이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실제 구현하는 방법 및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에 대해서 논의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단일 노즐 헤드(Microfab, MJ-AT, 

USA) 및 다중 노즐의 헤드(Dimatix, SE-128, USA)에 

대해서 시스템에 실제 구현하여 적용 가능성을 

보였다 

본 방법은 전기적 신호 처리를 이용하므로 strobe 

LED를 사용할 때와 같이 해당 노즐에 대한 카메라의 

정밀한 기계적인 얼라인먼트(alignment) 등이 필요 

없이 간편하게 토출 상태 진단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2. 잉크젯 입력 파형과 압력파 

잉크젯 토출이 압력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이후에 이를 이용하여 헤드의 토출 특성을 

제어하기 위한 입력 전압의 파형을 설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5) 
 

 
Fig. 1 Typical waveform for inkjet head 

Fig. 1 같이 정의 된 파형을 인가 하였을 때 

압력파가 헤드 내부에서 진행한다. 여기서 상승 

(rising time)과 하강 시간(falling time)은 약 3µs 로 

하였고 휴지 시간(dwell time)은 헤드에 따라서 다른 

값을 사용하였으며 Microfab 헤드는 20µs, SE-

128 헤드는 3µs 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휴지 시간은 

잉크의 특성에 따른 최적의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형의 상승 부분에 의한 영향으로 음의 압력파가 

피에조 부분에서 발생하고 음속으로 진행한다. 

반대로 하강 부분의 파형의 효과로 양의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5) 

잉크젯 헤드는 간단한 경계조건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잉크가 토출 되는 노즐 쪽은 튜브(tube)의 

단면적이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닫힘 

조건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반대쪽의 잉크 공급 

부분은 열림 조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만일 잉크 공급부 쪽에 파형이 

진행된다면 압력파는 반사하여 반대의 압력이 

된다. 하지만 노즐쪽 방향의 압력파는 반사하여 

같은 압력이 유지가 된다.(5)  

만일 유체의 음속을 C 라고 하고 잉크젯 

디스펜서(dispenser)의 길이를 L 이라고 하면 팽창 

파형의 인가 후 t=L/C 시간이 되면 압력파는 다시 

가운데에서 만나게 된다.(5) 따라서 L/C 에서 압축 

파형을 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압력파는 

합쳐져서 t=3L/2C 에서 노즐 쪽으로 큰 압력으로 

토출을 시킬 수 있다. 토출 후에도 이러한 

압력파는 일정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동하게 된다. 

이러한 진동하는 주기와 상태는 잉크젯 내의 유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압력파는 

잉크젯 내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좋은 정보가 된다. 

3. PZT의 셀프 센싱 측정 

피에조 잉크젯 헤드는 셀프 센싱이 가능한 피에

조를 액추에이터로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동중에 피에조의 변형량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 피에조의 변형량은 헤드내에서 진행하는 잉크

의 압력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토출 불량 여부

를 잉크의 압력파 진행의 비정상 여부로서 판단 

하는 것이 가능하다.  

피에조에 흐르는 전류는 식 (1)과 같이 기계적 

변형량에 의해 생긴 전류 qi 와 인가된 입력전압에 

대한 피에조의 정전 용량 효과에 의해 흐르는 

전류 ci 의 합이다.(6) 

cq iii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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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t

dv
Ci PZTc = 이고 

dt

dq
i

p
q = 이다. qi  는 

PZT 의 변형량에서 생기는 전류이므로 전체 

측정된 전류, i ,에서 정전 용량에 의한 전류의 양 

ci  를 뺀 것이 실제 변형량에 의해 발생되는 

전류가 된다. CPZT 는 PZT 의 정전용량이고, v  는 

인가되는 전압, pq 는 PZT 변형량에 의해 

발생되는 전하량이다.  

일반적으로 피에조에서 흐르는 전류의 양은 

미세하여 일반적인 전류 센서나 전류 probe 등으로는 

측정이 어렵다. 잉크젯 헤드의 피에조 전류를 

측정하고, 측정한 전류로부터 잉크젯 헤드내의 

압력파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셀프 센싱 성분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다.(6~8) 

미소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산증폭기를 이용하여 

가상접지를 사용한 전압-전류 변환기를 사용하여 

압력파에 대한 신호를 얻는 방법이 제안되었다.(6) 이 

방법은 미소 전류를 측정하는 데에 유리한 방법이나 

구동하는 피에조의 정전용량에 따라서 연산증폭기의 

전압 포화문제등이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류로부터 변형량에 의한 전류만을 얻어내는 

부가적인 회로가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Fig. 2 와 같은 브리지 회로가 제안되었다.(8) 

브리지 회로를 사용하게 되면 압력파에 의한 전류 

신호의 검출되는 양을 검출하기가 용이하고 

연산증폭기의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회로를 이용하여 검출된 

신호를 이용한 검출 시스템 개발 및 알고리즘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려고 한다.      

 

4. 검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4.1 단일 노즐 헤드 

단일 노즐 잉크젯 헤드(Microfab, MJ-AT)에서 

피에조의 셀프 센싱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검출 

 

 

 

Fig. 2 Bridge circuits for piezo self-sensing 

회로를 개발하였다.(8) 셀프 센싱 회로로부터 측정된 

신호를 이용하여 토출 불량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실에서 개발된 Fig. 3 과 같은 액적 

관찰 장치(Drop watcher) 시스템에 적용하고 획득된 

신호를 처리하여 불량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통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다. 

센싱 신호를 측정하여 토출 불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상 상태일 때 측정한 기준 신호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신호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신호와의 차이를 이용하여 검출해야 

된다. 토출 불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파수 영역에서 비교하는 방법과 

시간영역에서 바로 신호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영역에서 직접 검출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상상태에서 저장한 

신호인 ( )ita0 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신호 

( )ij ta 를 직접 빼고 이를 제곱하면 정상상태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난 신호인지를 판단 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식에서 구한 
je  는 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
=

−=
N

i
ijij tatae

1

2
0 )()(         (2) 

 

판단 기준을 위하여 문턱값(threshold)를 정하여 

문턱값과 
je 의 값을 실시간 비교하여 언제 불량이 

있었고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지를 소프트웨어 

에서 판단 할 수 있게 하였다.  

Fig. 4 는  잉크젯  토출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이다 .  실제  검출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젼 시스템을 통하여 

잉크의 액적 상태를 관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상상태의 신호를 Fig. 4 과 같이 파란색 

 

 

 
Fig. 3 Laboratory developed drop watch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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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oftware development for detecting malfunctions 
(normal conditions) 

 

 
Fig. 5 Software development for detecting malfunctions 

(abnormal conditions) 
 

셀프 라인으로 표시하고 비정상 상태를 붉은 

색으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현재 어느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Fig. 4와 같이 직접 문턱값을 

현재 모니터링 되고 있는 그래프에서 설정하게 

하여 검출 정밀도를 쉽게 설정하도록 하였다.  

Fig. 5 는 토출 불량이 생겼을 때 메뉴의 모습이다. 

Fig. 5 의 좌측부분의 잉크 액적 이미지에서 관찰이 

되듯이 토출 상태에 이상이 생겨 strobe LED 를 

사용하여 얻은 액적의 이미지를 보면 속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개의 이미지에서 

1 개의 액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액적은 속도가 느려져서 이전의 토출되는 

액적들이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모니터링 

신호 (붉은색)은 파란색으로부터 변화함을 알 수 

있고 이때의  
je  값은 문턱값보다 크게 되어 쉽게 

불량임을 판별할 수 있게 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이해를 위하여 동영상으로 

참조할 수 있다.(9) 

 

Fig. 6 SE-128 printhead (from Dimatix) 

 
 

4.2 다중 노즐 헤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1 개의 헤드에 많은 

노즐을 가지고 있는 다중 노즐 헤드가 실제 응용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각 

노즐별로 구동을 하기 위한 피에조들이 있게 되고 

이를 구동하기 위하여 많은 전선 및 헤드 구동 

드라이버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다중 노즐 

헤드에서의 피에조의 셀프 센싱을 이용한 불량 노즐 

검출 방법은 각 노즐마다 측정 회로가 필요하고 

데이터 측정을 위한 데이터 획득부 (DAQ) 채널 수가 

증가하여 비용이 증가하고, 노즐 개수 증가에 의한 

전선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생산 장비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상용화 헤드에서는 헤드의 전선처리의 

단순화와 헤드 구동 드라이버의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한 개의 드라이버가 여러 개의 헤드를 

구동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헤드에서 불량 노즐을 검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러한 실험을 하기 위하여 

Fig. 6 의 Dimatix 사의 SE-128 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SE-128 은 2 개의 driver 를 사용하여 128 개의 노즐의 

on-off 를 제어 하는 헤드 이다. 본 연구는 SE-128 을 

사용하여 셀프 센싱 측정 방법 및 알고리즘 개발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른 헤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Fig. 7 는 SE-128 를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의 

개략도이고, 1 개의 드라이버가 64 개의 노즐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구동할 수 있다. 각각의 

노즐을 토출시킬지 아니면 토출 시키지 않을지는 

Fig. 7과 같이 시리얼 데이터의 통신을 통하여 on-

off를 제어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SE-128은 1개의 드라이버가 64개의 노즐을 구동 

하고 있기 때문에 노즐마다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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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Driving method of SE-128 (for odd nozzles) 

 

DPN(driver per nozzle) 헤드에 비해서 각 노즐에서의 

셀프 센싱을 이용하여 제팅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가격 측면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전선 처리 단순화 등의 

장점이 있다.  

다중 노즐 헤드에서 셀프 센싱 신호를 얻기 

위하여 드라이버의 출력 임피던스 Ro 와 헤드 

사이의 전압(Vout)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드라이버의 출력 임피던스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나 센서로서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정도의 

출력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의 출력임피던스는 약 

수십 오옴 정도이다. 브리지 회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드라이버의 출력 임피던스에 해당하는 

저항과 잉크젯 헤드의 피에조 정전용량에 

해당하는 세라믹 콘덴서를 이용하여 Fig. 8 과 

같은 회로를 구성하여 동시에 입력전압으로 

구동하면 브리지 회로를 위한 Vref 를 얻을 수 

있다. 이 두 신호의 차이(Vref-Vout)를 구하면 

피에조 셀프 센싱 신호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브리지회로의 구성은 전체의 신호에서 

원하는 셀프 센싱에 관련된 신호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한편으로는 실제로 피에조를 드라이브 

하기 위한 파형의 총 길이는 SE-128인 경우 10 µs 

내외 이고 이후에는 가해지는 전압이 0V 이므로 

Fig. 7 의 출력신호인 Vout 를 10 µs 이후부터 

측정해도 토출 불량 여부를 검출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전압이 인가되는 동안은 셀프 센싱의 

전류보다는 구동 전압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제 불량 노즐 검출 알고리즘에서는 인가전압 

이후의 신호를 이용하였다. 

SE-128 과 같은 헤드의 셀프 센싱을 위한 회로 

구성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의  구성은  단순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단점으로는 

 
      

Fig. 8 Driving signal for equivalent capacitor 

   

 
 

Fig. 9 Schematic of self-sensing detection 

 

여러 개의 피에조가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노즐이 

동시에 토출이 될 경우 여러 노즐에서의 셀프 센싱 

신호가 합쳐져서 측정이 되어 각 노즐의 문제점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1 개 노즐씩 차례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 측정된 신호는 

고주파 이므로 1 초에 5M sample 을 획득할 수 있는 

고속 데이터 획득 장치 (DAQ)를 사용하여 신호를 

획득하였다.  

헤드와 드라이버 사이에 이러한 회로를 

삽입하고 데이터 획득을 위한 DAQ 와 소프트웨어 

구성의 개략도는 Fig. 9 와 같다. 

이러한 불량 노즐 검출을 위한 알고리즘 및 

방법은 연구실에서 개발한 Fig. 10 과 같은 프린팅 

시스템에 구현하였다. 실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노즐의 이미지를 동시에 획득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는 

Fig. 11 과 같다. Fig. 11 은 정상 상태에서의 화면을 

캡춰한 소프트웨어의 메뉴이다.(10) 토출 액적 이미지 

옆에는 피에조 셀프 센싱 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 결과 (녹색)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사전에 정상 

상태의 결과 (붉은색)와 비교하여 식 (2)과 같이 두 

신호의 차이의 제곱의 합과 미리 설정된 문턱값 

(threshold) 비교하여 작으면 정상 토출 크면 비정상 

토출이라고 판단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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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aboratory developed printing system 

 

 

Fig. 11 Software for inkjet monitoring (normal jetting) 

 

 

Fig. 12 Software for inkjet monitoring (abnormal jetting) 

 
 

제팅 상태가 비정상인 경우 잉크젯 헤드내의 

압력파가  정상으로부터  변화하여  발생한다 . 

따라서 이때 셀프 센싱 신호를 측정하면 압력파의 

거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다. Fig. 12 는  

비정상 토출일 때의 측정된 결과를 보여준다. 정

상 상태에서 저장된 신호와 현재 모니터링 되고 

있는 값의 차이가 미리 설정해 놓은 문턱값을 넘

어가서 이를 불량 노즐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전기 신호를 이용한 검출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노즐의 토출 액적 이미지도 함께 비교하였다. 

이를 통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토출 불량과 전기 

신호와의 관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의 이해를 위하여 동영상을 참고 할 수 

있다.(10) 

검출 특성의 향상을 위하여 무엇 보다도 전기 

노이즈에 대한 해결이 되어야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이 높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로는 모터 드라이버의 파워에서 

노이즈 문제가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20 번 정도 평균을 취해야만 제대로 불량 노즐 

검출이 가능하였다. 검출 시간을 단축하려면 노이즈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전원단에 

노이즈 필터(noise filter) 등을 설치하여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고, 데이터 후처리, 검출 회로의 개선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개선 중이다.  

5. 결 론 

잉크젯 헤드의 작동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피에조의 셀프 센싱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개발 

하였고, 이로부터 얻은 신호를 처리하여 토출 불량을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또한 

토출되는 액적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본 방법과 

알고리즘이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본 방법은 

기존의 이미지를 이용한 방법과 달리 카메라와 해당 

노즐 사이의 얼라인먼트가 필요 없고, 전기 신호만을 

이용하므로 검출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실제 

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검출 속도 향상 

및 검출 정밀도 향상 및 검출 시스템의 저가화 등의 

실용성을 증대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기적 잡음의 최소화, 검출 알고리즘의 최적화등의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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