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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바이오 진단 기술은 생리학적 혹은 병리학적 

상태를 발견 및 확인하고, 선천적 이상증후의 유무 

판단과 치료 과정상 예후 관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바이오 진단 기술 

분야중, 현장검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바이오 물질

을 자기변형 액적형성장치를 이용한 패터닝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자기변형 액적형성장치 및 패터닝 시스템  

자기변형 구동기는 자기변형 재료(Terfenol-D)
를 사용하였다1.  

Fig. 1 Magnetostrictive droplet generator

Fig. 1은 자기변형 구동기의 자기회로로 자기변

형재료와 코일, 영구자석, 자기 경로(flux path)로 

구성하여 각각의 설계변수를 도출하였다. 자기변

형 재료의 목표 변위량은 50 로 변형률은 1000 
ppm이다. 자기변형재료의 목표 변위를 얻기 위해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자기 바이어스()를 걸어주

어 극성을 갖게 하고 최대 변형률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자계강도의 절반(40 kA/m)으로 결정하였

고, 코일에서 발생한 기자력으로 40 kA/m을 제어하

였다.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droplet generator

3. 구동회로 제작 및 제어 프로그램 개발

(a) 

(b) 
Fig. 3 Control panel of system (a) Scale & Motor Setup 

(b) Position control

자기변형 잉크젯 헤드의 제어는 LabVIEW 를사

용하였다. 설계된 Bi-polar형태의 구동 파형은 High 
speed Multi function DAQ 모듈인 NI USB-6251을 

통해서 생성되며 전류앰프를 거쳐 자기변형 액적

형성장치의 구동신호로 들어가게 된다. Fig. 3(a)는 

Motor의 원점 설정 및 통신 연결, (b)는 패터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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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이미지 로딩, 이미지의 좌표 추출, 액적형성 

장치의 구동파형 설정을 할 수 있다. 

4. 액적형성장치의 성능평가

시료는 단백질(Bovine Serum Albumin)과 물과 

잉크가 4:1로 혼합하여 BSA와 유사한 점도를 갖는 

수성잉크를 사용하였다. BSA를 이용한 패터닝 실

험은 시료를 substrate에 토출 후, 수산화나트륨 5%
용액과 황산구리 용액 1%를 혼합한 시약과 뷰렛반

응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Fig. 4의 (a)는 BSA의 

토출 액적이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출 후 substrate에 빛을 비추어 반사되는 선과 

점을 찍은 실험 결과이다. Fig. 4(b), (c)는 각각 point
와 line을 뷰렛반응 시킨 후 명암을 조절하여 확인 

한 결과이다. 
BSA의 경우 토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체 

상태로 substrate상에 있게 된다. 이때 수산화 나트

륨과 황산구리 혼합용액으로 인해 번지면서 보라

색으로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a)에서처럼 BSA을 토출하면 육안으

로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황산구리 용액을 통해 뷰렛반응을 보고자 할 때 

고체인 BSA내의 단백질은 보라색으로 변하는 현

상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material property

밀도

()
점도

(cP)
표면장력

(dynes/cm)
Water 

based ink
1052 ≒1.5 ≒33

BSA 958.5 1

   (a) 

(b)                                  (c) 
Fig. 4 Experimental results of BSA ejection (a) BSA 

ejection result (b) Biuret reaction of point (c) 
Biuret reaction of line 

  

(a) 

(b) 
Fig. 5 Experimental results of water based ink ejection 

(a) Point and line ejection with water based 
ink (b) Line ejection with water based ink(High 

resolution)
  Fig. 5는 BSA의 토출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성잉크를 사용하여 같은 조건으로 토출

한 사진이다. Point를 토출한 사진을 보게 되면 원형

으로 거의 일정한 액적의 크기를 갖고 있다. 또한 

라인을 토출한 사진을 보게 되면 각 액적들이 연속

적으로 패터닝되어 일정한 라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자기변형 구동기를 이용한 바이오 

물질의 패터닝에 대한 연구이다. 
Substrate는 면역시험지와 아크릴을 사용하여 

BSA를 토출하였고 액적이 무색에 가깝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찰이 쉽지 않는다.  BSA는 뷰렛반응 

후 액적이 쉽게 관찰 되고, 이러한 원리는 바이오 

분야에서 성분 분석 시스템에 적용하여 시료를 

토출하여 반응성을 보는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동 파형 및 전류제어의 정밀성 향상으로 

패터닝 속도, 패터닝 액적의 크기의 개선으로 임신 

테스트지 등의 바이오 산업 분야의 자가진단 시스

템의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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