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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표면처리가 EHD 토출특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surface treatment on EHD jett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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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잉크젯 패터닝 기술은 공정단계가 적고 도중에 

낭비되는 재료가 없으며, 진공과 같은 특별한 환경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고유의 특성 덕분에 RFID, 
Solar cell 그리고 디스플레이등 인쇄전자 및 기타 

많은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1 하지만 기존의 

Thermal 혹은 Piezo 방식의 잉크젯 패터닝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 형성되는 

패턴의 크기가 노즐의 직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노즐이 작아지면 발생하는 Clogging 현상 

그리고 매우 한정적인 점성영역에서만 패터닝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실제 산업적 응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Electrohydrodynamic (EHD) 패터닝기술이 개발되

었는데, EHD 패터닝에서는 노즐과 그 하부의 전극 

사이에서 강한 전기장을 인가하여 미세액적을 형

성시킴으로써 잉크젯 패터닝에서 토출이 불가능

한 고점성의 잉크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노즐의 크기보다 훨씬 작은 액적을 만들

어 낼 수 있다.2 하부 전극의 형태들에는 핀, 평판, 

링 혹은 기판 밑의 스테이지를 전극으로 하는 형식

들이 있다. 스테이지를 전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작이 쉽고 단순한 형태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패터닝에 사용되는 기판의 종류에 따라 

기판의 전기적 특성이 잉크토출을 위한 전기장에 

영향을 미쳐서 액적형성거동에 변화가 발생하고 

패터닝 정확도를 저해한다.3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

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이지를 전극으로 하는 EHD 

장비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유리기판에 Spin 
coating과 UV노출에 의한 표면처리를 한 후, Ag 
라인을 패터닝하여 표면처리가 EHD 패터닝 토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2. 실험

EHD 패터닝을 위하여 잉크공급부, 노즐, 스테

이지 그리고 액적관찰을 위한 CCD 카메라로 구성 

된 장비를 제작하였다 (Fig. 1).   노즐 안에 잉크들은 

그 위에 있는 Knob를 통해 일정한 압력을 받으며 

Meniscus를 형성한다. 그리고 노즐과 스테이지는 

서로 전원과 연결되어 그 사이에서 전기장이 형성

되고 이를 구동력으로 하여 미세액적이 토출된다. 

토출되는 액적은 LED와 CCD 카메라를 통해 관찰

되었다.

기판의 표면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Flourosilane polymer (EGC-1720, 3M)를 유리기판

위에 Spin coating하고 UV treatment시간을 0에서 

300초까지 30초 간격으로 변화시켜 기판의 표면조

건을 달리하였다. 제작 된 기판은 DI-water를 이용

하여 접촉각을 측정하고, AFM을 통하여 기판의 

표면거칠기를 파악하였으며 기판의 EGC-1720 두
께는 Ellipsometry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기판위에 Ag 잉크 (NPS-J-C, Harima)를 노즐과 스

테이지 사이에 650~875 V의 전압을 인가하여 미세 

전도성 라인을 제작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EHD patte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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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g ink line on various treated substrate with 
stage Speed = 1.5 mm/s, Input Voltage = 790V

3. 결과

Ellipsometry를 이용하여 측정한 UV처리시간에 

따른 EGC-1720의 두께변화와 그에 따른 유전율의 

변화를 다음 Fig. 2 에 나타내었다. UV 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기판에 코팅 된 박막의 두께는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유전율 또한 감소하였다.  

 접촉각 측정에서는 Spin coating 이후에 접촉각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판이 친수성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UV 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접촉각은 계속 감소하였다.  
동일한 패터닝 조건에서 서로 다른 표면조건을 

가지는 기판들 위에서 라인형성의 차이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동일한 패터닝조건을 사용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기판의 표면특성에 따라서 형성 된 

라인의 최종형태가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Bare glass와 Spin coating 된 기판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Spin coating 처리 된 기판에서 액적의 

크기가 더 작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Spin coating으로 기판상부에 증착 

된 EGC-1720이 일종의 유전체로 작용하여 전기장

을약하게 만들어서 잉크의 Meniscus에 작용되는 

구동력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UV 처리에 의한 변화를 살펴보면 UV 
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액적과 액적사이의 거

리가 감소하였다. 이는 기판의 표면처리조건이 

토출되는 액적의 크기뿐만 아니라 토출 주파수에

도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UV처리시간이 180초 

이상인 경우에는 액적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Bulge 
현상이 발생하였다.

Fig 2. The thickness and dielectric constant of sub-
strate surface for different UV-irradiation times (T)

4. 결론

이러한 실험결과들을 통하여 기판의 표면처리

에 의한 박막두께의 차이가 노즐과 기판사이의 

전기장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잉크의 토출 

거동을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표면처리 

조건변화에 따른 박막두께의 감소는 대략 20 Å에 

불과했지만 UV처리시간 차이에 의한 잉크액적의 

액적간 거리는 크게 변화하였고 어떤 경우에 대해

서는 Bulge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정밀하고 신뢰성있는 EHD패터닝을 위해서

는 기판하부에 전극이 존재하기 보다는 노즐과 

기판상부 사이에 전극이 존재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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