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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서론서론서론 
 

최근 RFID 태그, 센서, 유연성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전자 종이 등의 소자를 프린팅 방식을 이용하여 생산하려

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프린팅공정이 기존

의 노광기술과 식각기술에 의존하는 반도체 공정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제

품들은 유비쿼터스 시대, 고가에너지 시대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제품들이며 공통적으로 유연성을 필요로 하고 저가

의 대량생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롤투롤(roll to roll)

공정과 같은 저가격화, 대형생산화가 가능한 연구에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1, 2]. 롤투롤 인쇄공정은, 잉크로는, 

전도성 잉크, 유기박막 재료, 폴리머 등이 사용되고, 기판

은 종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기판의 공급은 대량생산

에 유리한 Roll to Roll 연속공급방식을 사용하며, 공정은 

스크린(screen)[3], 플렉소(flexo), 그라비아(grarvure), 

잉크젯(ink-jet)[4] 등의 상온 프린팅 공정을 사용하여 저

가/대량생산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이다. 본 

연구는 롤투롤 인쇄공정 중 그라비아 옵셋 프린팅 공정에

서 인쇄 조건에 따른 신뢰성에 대한 것이다.  

그라비아 옵셋 프린팅은 블랑켓(Blanket)이 잉크를 제

판에서 픽업(pick up)하여 기판(substrate)에 전이시켜 주

는 공정이다. 이때 블랑켓은, 인쇄가 반복됨에 따라서, 잉

크에 함유되어 있는 솔벤트를 흡수 및 발산하기을 반복한

다. 일반적으로 흡수되는 양이 발산하는 양보다 많으므로, 

블랑켓의 성질이 계속해서 변하게 되고, 블랑켓에 솔벤트 

함유량은 점점 높아지게 되어, 최종적으로 블랑켓의 수명

이 다하게 된다. 블랑켓에 솔벤트의 함유량이 늘어나게 되

면, 최종 인쇄된 형상에서 인쇄 선폭이 늘어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게 되며, 인쇄 선폭 증가량을 관찰하여 그라비

아 옵셋 프린팅에서의 신뢰성을 토의하고자 한다. 

그라비아 옵셋 프린팅에서 양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잉크, 인쇄 공정 조건일 경우라도 블랑켓의 두께에 

따른 신뢰성 특성의 변화량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

문에서 실리콘 블랑켓의 두께에 신뢰성 특성 실험을 수행

하였다. 
 

2. 실험실험실험실험 장치장치장치장치 셋업셋업셋업셋업 
 

실험 장치는 Fig.1 의 개념도와 같은 Plate To Plate 

그라비아 옵셋 프린팅 장비를 사용하였다. 본 Plate to 

Plate 장비의 구동원리는 다음의 Fig.2 와 같다. Fig 2 에

서 (a)는 인쇄 시작전 독터링 잉크컵에 잉크를 채운다.  

(b)는 독터링 잉크컵이 패턴부위로 이동하여 잉크 도포와 

블레이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c)는 잉크픽업을 위하여 

픽업시작위치로 이동한다. (d)는 하부 블랑켓롤이 수직으

로 하강한다. (e)는 하부 롤과 X 축이 동기화되어 패턴 안

에 채워진 잉크를 픽업한다. (f)는 잉크를 픽업한 하부 블

랑켓 롤이 수직으로 상승한다. (g)는 잉크를 픽업한 하부 

블랑켓은 피인쇄체로 이동하여 수직으로 하강한다. (h)는 

잉크를 픽업한 하부 블랑켓과 X 축이 동기화되어 피인쇄체

에 잉크를 전이시킨다. 인쇄를 마친 후 블랑켓 롤은 상승

한다. 
 

3. 실험실험실험실험 
 

Plate To Plate 장비를 이용하여 Table 1 과 같이 인쇄 

압력은 8kgf, 인쇄속도는 50mm/s 로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잉크는 실버 잉크를 사용하였으며 

패턴은 90 ㎛ 선폭을 사용하였다. 실험결과는 Table 1 과 

Fig.3 과 4 에 나타내었다. 

 

Table 1 Condition of gravure offset printing process 

 

Fig.3 과 4 를 보면, 인쇄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쇄 

선폭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블랑켓에 솔

벤트가 점점 쌓여감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선폭이 

증가하다가 솔벤트의 함유량이 많아지면, 블랑켓의 솔벤트 

흡수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인쇄가 잘 안되고, 뜯겨져 

나가는 식의 인쇄 불량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는 블랑켓의 

수명(Life-span)이 다했으므로, 블랑켓을 교체해야 한다.  

실험 결과로는, 두께가 450 ㎛인 블랑켓 수명은 54 회이

며, 두께가 650 ㎛인 블랑켓 수명은 90 회, 두께가 1000 ㎛

인 블랑켓 수명은 100 회에서 나타났다.  

블랑켓의 두께가 얇을수록 수명이 짧으며 블랑켓의 두

께가 두꺼울수록 수명이 늘어난다. 이는, 블랑켓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솔벤트를 흡수할 수 있는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결결결론론론론 
 

그라비아 옵셋 프린팅 공정에서 양산성을 높이기 위해 

블랑켓의 수명이 증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블랑켓의 두께에 따라 그라비아 옵셋 프린팅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신뢰성 관점에서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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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아 옵셋 프린팅에서, 블랑켓의 두께가 두꺼울 수

록 솔벤트의 흡수할 수 있는 부피가 증가하여 신뢰성이 높

아 진다고 볼 수 있다.   

 

 

Fig.1 Experimental setup of the R2R gravure offset printing system. 
 

  
(a) (b) 

  
(c) (d) 

  
(e) (f) 

   
(g)  (h) 

Fig.2 Working principle of the plate-to-plate gravure offset printing 

system: (a) Starting position; (b) Doctoring process; (c) Finishing 

the doctoring process; (d) Starting the off-process; (e) Off-process; 

(f) Finishing the off-process; (g) Starting the set-process; (h) 

Finishing the set-process. 

 

Fig.3 Reliability test depending on various printing conditions 

 

(a) 

 

 

(b) 

Fig .4 Result of gravure offset printing patterns; (a) Normal pattern, 

(b) Failur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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