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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four polar solvents with different properties (methanol, ethanol, 2-propanol, distilled
water) were sprayed at different substrate temperatures by using the electrospray method. The flow
changes for each solvent were visualized by using the Schlieren method, and the acquired images
were analyzed by using a two-dimensional fast Fourier transformation (2D-FFT) technique. The
applied voltage at cone-jet mode showed different values depending on the type of solvent, and the
spraying angle at the cone-jet mode was closely related to the viscosity of the solvent. The flow due
to substrate heating was mainly due to a convection process, and strong flows were observed on the
heating plate with increasing temperature. We confirmed that these flows could be easily visualized
by using the Schlieren technique and that the acquired images could be qualitatively analyzed by
using 2D-FFT. Consequently, the 2D-FFT technique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the analysis of
various flows, as well as the analysis of ai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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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무 증착에서 슐리렌 (Schlieren) 방법을 이용한 유동 분석
하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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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물리 화학적 특성이 다른 네 가지 극성 용매 (Methanol, Ethanol, 2-propanol, Distilled
water) 를 전기분무법으로 분사할 시, 기판 온도에 따른 유동의 변화를 슐리렌 방법 (Schlieren imaging
method)을 통하여 가시화하였고, 이차원 고속 푸리에 변환 (2D-FF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기 분무
시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안정된 분무 상태인, 콘-제트 모드 (cone-jet mode) 의 유지 전압 값이 다르고,
분사각은 용매의 점성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기 분무 시 발생하는 공기 유동은 기판 가열에
사용되는 히팅 플레이트에서 대류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기판 온도가 증가할 때 강한 유동이 관찰된다.
또한 전기분무에 의한 분사 입자들은 유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슐리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Flow Analysis Using the Schlieren Method in Electrospray Deposition – Hye Jin Ha et al.

323

방법을 사용하여 쉽게 시각화할 수 있으며, 획득된 이미지는 2D-FFT를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2D-FFT 기법은 공기 유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동 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PACS numbers: 81.15.Rs, 42.79.Mt, 02.30.Nw
Keywords: 전기분무, 슐리렌, 분사각, 푸리에 변환

I. 서 론
전기분무 (Electrospray) 증착법은 전기력에 의한 용액
분무 방법이다. 전기분무는 모세관 금속 노즐에 일반적으
로 수 – 수십 kV의 고전압이 인가되며, 노즐에 공급되는
용액은 노즐의 말단부를 통해 나올 때 고전위의 전기장으로
인해 많은 전하를 띤 작은 방울 (droplet) 의 안개를 만들어
낸다 [1].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고전압이 인가된
노즐 내부에 축적된 양이온들이 기판 방향으로 끌리어 테
일러 콘 (Taylor cone)을 형성한다. 이 때 양이온들로 인해
생긴 정전기력이 용액의 표면 장력보다 클 때, 테일러 콘으
로부터 용액이 미세 이온 방울 형태로 분사된다. 이 이온
방울은 기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이온 방울 내의 용매들이
증발하게 되고, 이에 따른 이차 분열을 통해 더 작은 방울로
변하여 마지막에는 단분자 이온만이 남게 된다 [1–3]. 노즐
에 인가하는 전압에 따라 다양한 전기분무 모드가 존재하
며, 전압 증가에 따라 방울 모드 (dripping mode), 콘-제트
모드 (cone-jet mode), 다중 제트 모드 (multi-jet mode)
로 전이된다 [4]. 일반적인 박막 증착 시스템에서는 콘-제
트 모드 (cone-jet mode)가 효율적이며 [5], 다중 제트 모드
(multi-jet mode)는 여러 분사물로부터 동시에 입자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때때로 전기분무 시스템에 사용되기도
한다 [6]. 일반적으로 대전된 스프레이 또는 고체 입자를 물
체에 증착시키는 것은 대전되지 않은 경우보다 효과적이다
[7]. 또한, 전기분무 증착은 용액의 80 – 90% 이상이 기판에
증착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박막 증착에 이용
이 되고 있으며, 특히 나노 기술 분야에서 응용이 증가하고
있다 [6,8]. 일반적으로 전기분무 증착시 전구 용액의 건조
및 화학반응 촉진을 위해 기판 가열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열 공정은 기판 표면 주변의 불균일한 공기 유동을 발생
시키고 분무 안정성을 감소시켜 균일한 박막 증착을 어렵게
한다. 공기 유동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균일한 물질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유동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광굴절 원리를 이용하는 슐리렌 방법이 있다. 슐
리렌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비침투성 실시간 유체
역학 연구를 위해 구현되었으며, 디지털 이미지 시스템의
보급으로 투명 흐름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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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뿐만 아니라, 변화에 민감하고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유체 역학 연구의 유용한 도구이다 [10,11]. 하지만
슐리렌 이미지의 육안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시각적 착시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분무 시 물리 화학적 특성이
다른 네 가지 극성 용매 (Methanol, Ethanol, 2-propanol,
Distilled water)를 사용하여 유량 변화 및 인가 전압에 따른
안정된 분무 생성 전압과 분사각을 측정하였다. 또한, 기판
을 가열하여 슐리렌 영상을 획득하고 2차원 고속 푸리에 변
환 (2D-FFT, Two Dimensional Fast Fourier Transform)
이미지 분석을 통해 전기분무법이 기존 유동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II. 실험 방법
Figure 1은 본 실험에 사용한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전기분무 장치는 고전압 공급 장치 (NanoNC, HV 60), 미
세 주사기 펌프 (LongerPump, LSP01-1A), 금속 모세관,
히팅 플레이트 (MTOPS, HSD180), 접지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동 분석을 위한 슐리렌 장치는 직경 160 mm (Focal
length: 1300 mm) 의 오목 거울 (Cosmo Brands Inc.) 과
LED 점광원, 디지털 카메라 (Nikon, D7000) 를 사용하였
다. 금속 모세관은 21-gauge (O.D. = 0.813 mm, I.D. =
0.495 mm) 인 니들 노즐 (needle nozzle) 을 사용하였으며,
노즐와 접지판 사이의 거리 (H)는 45 mm를 유지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용매는 메탄올 (Reagents Duksan, 99.8%),
에탄올 (Daejung Reagents Chemicals, 99.9%), 2-프로판
올 (Samchun Chemical, 99.5%), 증류수이며, 용매의 유
량 (10 – 70 µL/min) 은 미세 주사기 펌프를 이용하여 10
µL/min 간격으로 실험하였다. 각 용매를 주사기에 주입하
여 노즐 말단까지 용매가 도달되었을 때 전압을 인가하기
시작하였다. 직류 고전압 공급 장치로 2 kV/min의 인가
속도로 전압을 조절하여 0 – 10 kV의 범위에서 전기분무
실험을 실시하였다. 상온에서 400 ◦ C까지 온도 조절이 가
능한 가열 장치 위에 금속 접지판을 설치하여 온도를 조절
하였다. 전기분무 과정 및 슐리렌 영상은 줌렌즈가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인가 전압별 분무 형태와 분
사각, 유동 현상 등은 캡쳐 이미지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으로 전기분무에 사용하는 용매를 선택할 때 전기 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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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the electrospray apparatus and Schlieren imaging system.
Table 1. Properties of solvents used in the experiment.
Surface
Viscosity Dielectric
Boiling Point
Tension Relative
◦
at 25 C Constant
Solvent
(◦ C)
at 25 ◦ C Polarity
(mPa�s) at 25 ◦ C
(mN/m)
Methanol
64.5
0.551
32.66
22.3
0.762
Ethanol
78.3
1.083
24.55
21.9
0.654
2-propanol
82.4
2.044
19.92
21.2
0.546
Water
100.0
0.890
78.36
71.8
1

점성도, 표면장력, 극성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한 용매들의 특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12–14].

III. 실험 결과 및 논의
Figure 2는 각 용매의 유량 50 µL/min에서 전압 변화에
따른 전기분무 사진이다. 모세관에 인가되는 전압이 낮을
경우에는, 액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양이온들의 반발력이
액체의 표면장력보다 작아 분무되지 않는다. 조금 더 전압을
증가시키면 용매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방울 모드 (dripping
mode) 에서 콘-제트 모드 (cone-jet mode), 불안정한 콘제트 모드, 다중 제트 모드 (multi-jet mode)로 순서대로 변
화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에탄올의 경우, 약 3.0 kV에서
방울 모드를 나타냈으며, 약 4.0 kV 이후에는 안정된 콘-제
트 모드로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약 4.5 kV 이후에는
콘-제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다중 제트 모드가 순간적
으로 나타나는 불안정한 모습이 반복되다가 더 높은 인가
전압에서는 다중 제트의 분사 개수가 증가하였다. 메탄올
은 약 4.5 kV 전후 영역에서, 2-프로판올은 약 4.0 kV 전후
영역에서 안정된 콘-제트 모드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증류수의 경우에는 콘-제트 모드가 형성되는 전압이 약 7.0
kV 정도로 다른 용매들에 비해 높았으며, 분무 중앙의 액
체 방울이 분리되지 않은 분무 형태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전기분무법에서 전기분무 형태는 노즐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력과 액체의 표면장력에 영향을 받는다

Fig. 2. (Color online) Electrospray images of each solvent
according to applied voltages (flow rate: 50 µL/min); (a)
methanol, (b) ethanol, (c) 2-propanol, and (d) DI water.
[4]. 다른 용매와 다른 경향을 보이는 증류수의 전기분무
형태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용매들에 비해 큰 값을
갖는 증류수의 표면 장력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Figure 3은 각 용매들의 인가 전압에 따른 전기 분사각을
나타낸다. 콘-제트 모드에서 알코올계 용매의 분사각은 메
탄올이 82◦ , 에탄올이 75◦ , 2-프로판올이 54◦ 였다. 메탄올
의 분사각이 가장 크고, 에탄올, 2-프로판올 순으로 작아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사각에 있어 용매별 차이는 용매의
점성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 용매의 점성도는 메탄올이 0.551 mPa·s으로 가장
작고 에탄올이 1.083 mPa·s, 2-프로판올이 2.044 mPa·s의
순서로 커진다. 분사각과 점성도를 비교해보면 점성도가
커짐에 따라 분사각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콘-제트 모드에서 분사되는 용매 입자들 간에
작용되는 척력과 점성도에 따른 용매의 응집력이 작용하
여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다중 제트 모드에서는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 분사각이 증가하고, 분사가 불안정해지면
서 다중 제트 내의 분사 갯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중 제트로 전이된 후에 분사각의 변화율은 메탄올이 5.5
◦
/kV, 에탄올이 20 ◦ /kV, 2-프로판올이 24 ◦ /kV로 나타
난다. 용매들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고려할 때, 다중 제트
모드에서의 전압에 대한 분사각 변화율은 용매의 극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이며, 극성이 작은 용매일수록 분사각의
변화율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증류수의 경우에는, 콘제트 모드에서 약 94◦ 의 분사각을 보이고, 다중 제트 모드로
전이된 후에도 분사각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증류수의
표면 장력이 알코올계 용매보다 매우 큰 값을 가지며, 극성
또한 높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콘-제트 모드에서 용매의 점성은 분사각에 반비례하며, 콘제트 모드 발생 전압은 표면 장력에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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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2D-FFT images in ethanol electrospray at a flow rate of 50 µL/min at different substrate
temperatures.

Fig. 3. (Color online) Electrospray angles of each solvent
according to applied voltages (flow rate: 50 µL/min).

방법으로 디지털 영상의 공간 주파수는 화소값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15]. 2D-FFT 이미지의 중심부는 저주파수 영역
에 해당되고 중심부에서 먼 부분은 고주파수 영역에 해당
되며, 그 영역의 밝기는 해당 주파수의 빈도수를 의미한다.
영상의 공간 영역 처리에서 고주파수 성분은 주변 영역과
밝기 및 색의 차이가 큰 부분이고, 저주파수 성분은 차이가
적은 부분을 의미한다. 가열된 공기는 밀도 차이에 의한 상
승 유동이 관찰되었으며, 밀도 차이는 슐리렌 영상의 밝기
차이, 즉 화소값의 차이를 나타낸다. 전기분무 전과 후 2DFFT 이미지의 주파수 성분의 분포에서 큰 변화를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전기분무가 기판 주변의 기존 유동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Figure 6은 공기 노즐 분무기를 이용한 에탄올 분사 전후

Fig. 4. (Color online) Schlieren images (a) in ethanol
electrospray at a flow rate of 50 µL/min at different substrate temperatures, and (b) in ethanol spray at different
substrate temperatures.

2D-FFT 이미지이다. 90 ◦ C와 120 ◦ C의 분사 전 FFT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진 선은 Fig. 4(b) 의 밝기
차이가 큰 경계들 때문이다. 분사 후 FFT에서는 기울어진
선이 사라지고, 90 ◦ C에서는 저주파수 영역에 집중되면서

Figure 4(a) 는 다른 온도에서 전압 인가 유무에 따른 에
탄올 전기분무에 대한 슐리렌 이미지를 나타내며, 이미지
상의 밝기 차이는 대기의 밀도 차이를 의미한다. 콘-제트
모드에서는 전기분사로 인한 유동의 변화는 가시적으로 관
찰되지 않았고, 실험에 사용된 네 가지 용매에 대해서 동일
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전기분무는 전기력에 의한 미세
입자 분사이므로 기존 유동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Figure 4(b)는 위 실험과의 비교를 위해, 같은 세
가지 온도 조건에서 공기 노즐 분무기 (airbrush, Bluebird,
BD-130) 를 이용한 에탄올 분사 전후의 슐리렌 영상을 촬
영한 것이다. 공기 노즐 분무기를 이용한 스프레이의 경우,
분사되는 압축 공기의 유동이 유입되기 때문에 기존 유동이
교란되어 난류 (turbulence) 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Figure 5는 에탄올 전기분무 실험 과정에서 획득한 슐리
렌 이미지의 노즐 아래 영역을 2D-FFT 처리한 결과이다.
2D-FFT는 영상을 주파수 성분으로 변화하는 영상 처리

영역이 넓게 분포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기 노즐 분무기
를 이용한 에탄올 분사 시 압축 공기의 유동과 기존 공기의
유동이 만나 교란이 일어나면서 상승 유동에 의한 공기의
밀도 차이가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
합해보면, 2D-FFT 방법은 유동 변화 분석에 매우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이 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에탄올, 메탄올, 2-프로판올과 증류수의
전기분무 시 기판 가열에 따른 유동의 변화를 슐리렌 이미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2D-FFT이미지를 분석하였
다. 네 가지 용매의 전기분무 시 전압에 따른 분무 형태와
분사각을 측정한 결과, 콘-제트 모드를 형성하는 전압은
증류수가 가장 높았다. 알코올계 용매의 콘-제트 모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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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해 준 R-Arts사 김시국 실장과 경북대학교 박종구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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