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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전기력 기반의 미세 액적을 공중에 분사하는 

방식의 프린팅 방식인 ES-ED(Elastic Surface - wave 

based Electrostatic Deposition)는 LiNbO3, LiTaO3, 

수정, PZT와 같은 압전성 재료의 직사각형의 기판

에 빗 모양의 두 개의 금속 전극 IDT(interdigital 

transducer)을 그 표면에 설치하여 압전성 재료 기판

에 탄성표면파를 발생시킨다. ES-ED는 IDT 기판의 

탄성표면파를 이용한 미세 액적 분사 기술과 2개 

이상인 전극의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미세 액적 

코팅 기술이 결합된 개념이다.

ES-ED는 기존의 ESD, EHD 등 정전기력 기반의 

프린팅 기술들과 달리 용액 또는 미세 액적을 상향

으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박막을 형성 한다 그리고 

IDT 전극에 입력된 주파수가 커질수록 분사되는 

미세 액적의 크기는 작게 분사 된다.1) 미세 액적을 

작아질수록 박막의 두께를 얇게 현성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파수가 커질수록 IDT 패턴 

사이즈가 작아져야만하고 이에 따라 IDT 기판 제

작비용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2. 공정 시스템 및 실험

ES-ED의 구조는 Fig.1과 같으며 크게 IDT 기판

에 공급된 용액을 미세 액적을 만들어내는 분사 

부분과 분사된 미세 액적을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액적 코팅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미세 액적을 만들어내는 분사 부분에서는 IDT 

기판, RF전원장치 그리고 마이크로 용액 공급 장치

로 구성되어 있다. IDT 기판에 RF 전원이 인가하게 

되면 IDT 기판 표면에 탄성표면파가 발생하고 표

면에 용액이 있을 경우 분사하게 된다.

Fig.1 Structure of ES-ED 

IDT 기판에 일정량의 용액을 공급하기 위한 마

이크로 용액 공급 장치와 연결되어 있어 

5~20ul/min 정도의 용액을 공급하게 된다. 분사되

는 용액의 양은 IDT 기판에 인가된 에너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분사되는 양보다 많은 양이 용액을 

공급할 경우 IDT 기판 위에 용액이 쌓이게 된다.

공중에 분사된 미세 액적은 1차 전극과 3차 전극

을 통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여 피실험 기판에 

박막을 형성시킨다.

실험에 IDT 기판을 통해 탄성표면파로 분사할 

용액은 PEDOT:PSS Ag nano wire를 사용하였다. 

용액은 점도 1.69mPa.s, 표면장력 74mN/m의 특성

을 갖는다. 용액 공급 장치에서 5um/min으로 공급

하고 IDT 기판과 연결된 튜브를 통해서 IDT 기판에 

용액을 공급하였다.

IDT 기판에 인가된 RF 전원은 IDT 기판에 전력

을 최 로 전달할 수 있는 주파수로 설정하였다. 

정전기 유도 이용하기 위해 1차 전극, 2차 전극 

그리고 피실험 기판에 3차 전극을 연결하였다. 1차 

전극에서 전되어 공중에 분사되어진 미세 액적

을 2차 전극에서 모아 3차 전극으로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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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용액이 IDT 기판에 닿으면 탄성표면파에 의해 

용액이 IDT의 바깥쪽 방향으로 움직이며2) 용액이 

분사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분사되는 동시에 

1차 전극에 의해 전되었으며 전된 미세 액적은 

정전기 유도에 의해 2차 전극을 통과하여 3차 전극

에 있는 피실험 기판에 박막을 형성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용액 분사 실험은 Fig. 2의 사진과 

같은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IDT 기판에 공급된 용액은 탄성표면파에 의해 

제자리에서 분사되지 않고 이동하면서 분사하게 

된다. 이는 일정한 분사량을 얻기 힘들뿐 아니라 

용액이 탄성표면파 범위를 벗어나 쌓이게 된다. 

이는 탄성표면파를 약하게 할 뿐 아니라 어느정도 

이상 쌓이게 되면 용액이 분사되지 않게 되어 IDT 

패턴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공급된 

용액이 IDT 기판 위해 머물게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IDT 기판에 용액을 연속적으로 분사시킬 경우 

IDT 전극에 인가되는 전력에 변화가 생겼으며 일

정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RF 전원장치에 

주파수를 변경해야만 했다. 원인 IDT에 인가된 

에너지에 의해 IDT 기판에 온도가 올라가고 주파

수의 특성 변화를 보였기 때문3)인 것으로 추정된

다.

PEDOT:PSS Ag nano wire를 분사하여 유리 기판

에 증착된 박막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1t의 두께

의 유리 기판에 약60nm의 두께의 PEDOT:PSS의 

층을 증착하였으면 투과율은 85%, 면 저항은 

143ohm/cm2으로 측정되었다. Fig.3을 통해 증착 

면에 Ag nano wire 또한 상향 토출 방식으로도 

증착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PEDOT:PSS

의 전도성을 Ag nano wire로 높일 수 있었다.

Fig. 2 Spray image of ES-ED

Table 1 Result of measured data

Parameter Value Unit

thickness 60 nm

transmittance 85 %

resistance 143 ohm/cm2

Fig. 3 PEDOT:PSS nano wire 

4. 결론

PEDOT:PSS 뿐 아니라 Ag nano wire와 같은 금속 

입자 또한 탄성표면파와 정전기력 유도를 통해 

상향 방식의 ES-ED로 분사하여 증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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