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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 잉크젯 헤드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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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zo-driven inkjet printhead monitoring system

Byeung Leul Lee*† and Sang-il Kim

Abstract

For the industrial printing applications, the stability of the piezo-driven inkjet printhead is a major requirement.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failure modes of the inkjet printhead and realized a method to detect and repair them at high     

speed. The printhead monitoring is performed by detecting the residual vibration of the actuating plate using the self-     

sensing capability of the piezoelectric material. To measure the channel acoustics and to identify the malfunctioning nozzle,     

we devised the bridge sensing circuitry and failure detection algorithm. The residual vibration signals can be affected by     

the boundary conditions of the channel acoustics, so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failure causes by analyzing the monitoring     

signals. Therefore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a proper restoring process to the defective printhea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is method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industrial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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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산업용 잉크젯을 이용한 대면적 인쇄방법      

이 생산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용도       

인 LCD 컬러 필터 공정의 경우 기존의 사진 공정법에        

비해 재료의 손실이 적고, 공정 설비가 단순해지기 때       

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망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1].

산업용 잉크젯 프린팅 공정의 상용화를 위해선 압전      

잉크젯 헤드의 장기 신뢰성 확보가 핵심적인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잉크젯의 경우 프린팅 중 잉크 토       

출 불량으로 인한 결함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따라       

서 토출 불량을 발견하는 즉시 프린팅 공정을 중단하       

고 헤드 복구 공정을 거친 뒤 적절한 보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프린팅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2]. 이를 위해      

선 프린팅 중에 토출 불량을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기       

능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광학식 검출 방법은 생산 현     

장 공정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프린팅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전기적인 신호만으로 복수의 노     

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불량을 판별할 수 있     

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압전형 잉크젯 프린터 헤드의 구성과     

전형적인 토출 불량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전기적으     

로 검출할 수 있는 회로 구성을 고안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한 전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     

니터링 방법은 산업용 잉크젯 프린팅 공정을 이용하는     

생산 공정의 양산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2. 실험 방법

2.1. 압전 잉크젯 헤드의 토출 불량 현상

실험에 사용한 잉크젯 헤드는 LCD의 칼라 필터 제     

조용으로 사용하는 복수 노즐을 갖는 압전 잉크젯 헤     

드로 개념도는 Fig. 1과 같다. 크게 수 mm크기의 유로     

와, 잉크를 토출하는 노즐, 그리고 압전 구동판으로 구     

성되는데 구동 전압에 따라 압전 물질이 변형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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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즐 영역에서 발생한 압력에 의해 액적이 토출되       

는 방식이다.

잉크젯을 이용한 대화면 프린팅 공정의 경우 다수의      

노즐중 하나라도 이상 토출이 발생하면 전체 결과물이      

불량이 발생한다. 특히 Fig. 2에 예시한 바와 같이 대        

형 유리 기판에 다수의 LCD 칼라 필터를 만드는 공정        

의 경우 인쇄 작업 중 하나의 노즐에서 이상 토출이 발         

생하면 이후 제작하는 많은 수의 제품이 모두 불량이       

되기 때문에 토출 불량을 관리하는 것이 생산성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토출 불량이 발생하면 일단 인        

쇄를 중단하고 잉크젯 헤드를 복구한 다음 후속 작업     

을 계속하도록 공정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잉크젯 토출 메커니즘에서 발생 가능한 불량 요인은     

여러 가지 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널 내부 유로에     

기포가 형성되는 것이다[2]. 이 외에도 잉크가 말라붙거     

나, 표면이 웨팅 되거나 다른 입자가 노즐을 막는 현상     

등도 전형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Fig. 3은 여러     

형태의 불량원인에 의해 발생한 현상을 보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토출 불량을 검출하는 가장 확실     

한 방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접 관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프린팅 공정 환경에서는 노즐과 프린팅     

대상물과의 간극이 좁아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른 검출수단이 필요하다.

2.2. 광학식 헤드 상태 검출

Fig. 4는 잉크젯 헤드의 거동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     

이다. 액적을 토출하기 위해 압전 구동판에 구형파 전압     

을 인가하면 압전판이 변형하면서 잉크를 토출하고 이     

후 원위치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진동판이 감     

쇄 진동을 하면서 초기 위치로 복귀를 마치고 나면 다     

음 액적을 토출하기 위한 신호가 가해지는 방식이다[3].

감쇄 진동은 노즐과 유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고유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잉크의 점성과 관성     

질량 그리고 진동판의 강성에 따라 진동의 형태는 확     

Fig. 1. Schematic drawing of the piezo-driven inkjet print- 

head.

Fig. 2. Color filter printing process.

Fig. 3. Droplet images for various jetting modes (a) normal 

jetting, (b) bubble entrapment (c) nozzle clogging, 

(d), (e) unstable droplet, (f) wetted nozzle. 

Fig. 4. Conceptual figure of the inkjet print-hea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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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달라진다. 이를 LDV(laser doppler vibrometer)를     

이용하여 관측해보면 정상적인 토출과 불안정한 토출     

의 진동 특성에 확연히 다른 주파수 성분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처럼 카메라로 액적을 직접 관측하는 대신 LDV      

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토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복수의 노즐을 광학적으로 정밀하게      

정렬해야 하며,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속으로 공정이 진행되는 생산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2.3. 전기적 헤드 상태 검출

전술한 LDV를 이용하는 광학식 검출의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구동용 압전체를 진동 검출용으로 동시에 사       

용하는 자기 검출(self-sens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일     

반적으로 압전체는 응력을 받으면 표면에 전하가 유기      

되어 전계가 발생하므로 전압 출력 신호로 응력을 측정       

할 수 있다[4-6]. Fig. 6은 압전 진동체의 잔류 진동을 전         

기적으로 검출하는 개념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압전체      

를 구동하기 위한 전압 인가를 마친 직후부터 일정 시        

간 동안에 압전체를 감지부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잉크젯 헤드의 진동판에 붙어 있는 압전체는 유로의      

일부인 채널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하는 데, 이 힘에       

의해 압전체에 전하가 유기되므로 압전체 용량 성분      

Cpzt와 압력에 따라 변하는 전압원 Vpzt가 직렬 연결된       

것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Fig. 7은 전하 증폭기 방식으로 구성한 자기 검출 회        

로를 도시한 것이다. 이 방식으로 검출 감도는 높일 수     

있지만, 잉크젯 헤드의 공통 단자를 전하 증폭기의 가     

상 접지에 연결 해야만 한다. 따라서 최종 출력에는 복     

수 노즐의 신호가 섞여서 나타나므로, 각 노즐의 상태     

를 구분하기 어렵다.

Q1 Cpzt1Vpzt1=

Q2 Cpzt2Vpzt2=

Fig. 5. LDV measurement of residual vibration of (a) 

normal jetting (b) abnormal jetting (bubble 

entrapment).

Fig. 6. Self-sensing scheme for the piezoelectric inkjet 

print-head.

Fig. 7. Charge amplifier type self-sensing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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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브리지 회로 방식       

의 자기 검출 회로를 Fig. 8에 도시하였다. 이 회로의        

경우 전하 변화량만 검출할 수 있으므로, 순시 적으로       

작용하는 응력의 미분치를 측정할 수 있고 적절한 대       

역필터를 통과하면 압전 헤드의 잔류진동을 검출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전하 증폭기 방식과 달리 복수 노즐을        

갖는 잉크젯 헤드에서 각 노즐 간에 상호 간섭 없이 독         

립적으로 진동 특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Fig. 9는 제안한 자기 검출 회로를 이용하여 잔류 진동        

을 측정한 결과파형으로, 이를 LDV 측정치와 비교한 것       

이다. 광학식과 전기식 검출신호의 가장 큰 차이는 구동       

전압이 인가되는 동안에 검출이 가능한지의 여부인데 전      

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구동이 완료된 직후        

잔류 진동만을 놓고 보면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압전 잉크젯 헤드 잔류 진동 검출

앞서 설명한 검출 회로를 실제 프린팅 환경에 장착    

하여 복수의 노즐에 대해 측정을 실시하였다. Fig. 10    

과 Fig. 11은 자기 검출 회로를 통한 전형적인 측정 파    

형을 비교한 것으로 각각의 불량 원인 별로 확연한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불량 원인인    

유로 내에 기포가 고착되는 경우, 이 기포 형성에 의해    

잔류 진동체를 구성하는 유체의 질량이 감소하는 효과    

가 있으므로 정상 토출 시 보다 진동 주파수가 높아지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 영역에서 뿐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서도 고유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    

…

Vs

Q1 Q2 … Qn+ + +

Cref

-------------------------------------=

Fig. 8. Bridge type self-sensing circuit.

Fig. 9. Measurement comparison between LDV 

measurement and self-sensing (a) normal jetting 

(b) abnormal jetting.

Fig. 10. Typical measurement waveform by the print-head 

status.

Fig. 11. Signal spectral densities for (a) normal jetting, (b) 

bubble entrapment (c) nozzle clogging, (d) debris 

adhesion, (e) nozzle wetting.
− 127 − J. Kor. Sensors Soc., Vol. 19, No.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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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검출신호를 분석하면 불량의 원인을 파악 하는 데       

적용이 가능하다.

생산 관리 측면에서 불량 노즐이 생긴 헤드 전체를       

폐기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유지 보수를 통해 계속 사        

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선 불량 원인 파악이       

핵심인데, 이는 불량이라 판단되는 신호를 실험적으로     

미리 파악된 신호와 크기, 주파수, 위상 비교 등을 통        

해 가능하다.

3.2. 헤드 모니터링 시스템

자기 검출 회로를 이용한 불량 검출 알고리즘은 여       

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본 실험에 사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인식률과 판정 시간을 고려하     

여 실험을 통해 정상적인 토출 파형의 범위를 미리 정     

해두고 이를 검출 신호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13은 시험용 프린팅 장비와 연계시킨 잉크젯 헤     

드 모니터링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와 모니터링 결과     

화면을 보인 것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기     

검출 모듈은 프린팅 공정 제어기와 신호를 주고받으면     

서 동시에 불량을 판별하게 된다.

이 시스템에서 프린팅 작업 중 헤드 모니터링 시스     

템은 반복적으로 전체 노즐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     

하고 불량이 발생하는 즉시 프린팅 제어부에 이를 알     

려준다. 불량이 확인 되면 프린팅 공정은 중단되고 불     

량 헤드는 검사 위치로 이동하여 보수를 한 다음 시험     

토출을 거치고 나서 원래 프린팅 위치로 복귀하여 작     

업을 계속하는 방식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압전형 잉크젯 헤드의 고장 모드를     

분석해서, 고속 동작 중에 불량을 검출하고 이를 보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헤드의 고장 검출은     

압전형 잉크젯 헤드의 구동부로 사용하는 압전 진동판     

을 잔류 진동을 검출할 수 있는 감지부로 적용함으로     

서 구현할 수 있었다. 

잔류 진동은 압전 진동판의 경계 조건에 의해 달라     

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고장의 형태 즉 원인도 파     

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이용하면 산     

업용 잉크젯 프린팅의 양산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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