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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쇄전자 기술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기존의 전자회로 공정 과정 보다 공정 

단계를 간소화 할 수 있고 또한 대량생산에 

용의하여 제조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초 박막, 

유연성이 높아 휘어도 전기가 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렴한 원가로 일회용 디스플레이, 스마트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이 있고, 높은 성장 

잠재력과 파괴력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여 

기업과 기관들이 기술개발 및 상품개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쇄 전자의 회로는 매우 정밀하기 때문에 회로 

간의 간섭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쇄전자 

기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코팅 

기술인데, 절연성 물질로 인쇄된 전자회로를 

코팅해주어야 전자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코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합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팅은 전자 인쇄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조건일 때 

안정적이고 고르게 코팅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업체와 연구진들은 여러 가지 

코팅 방법에 대해 폭넓은 연구를 있고, 그 중에서 

슬롯다이 코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슬롯다이에 들어가는 코팅액의 제어와 

슬롯다이 내부의 구조를 적절하게 만들 수 있다면 

Key Words:  Slot-die Coating(슬롯다이코팅), Printed Electronics(인쇄전자), CFD(전산유체해석), Flow(유동), 

VOF(Volume Of Fluid)  

초록: 본 연구에서는 코팅 공정에 사용되는 슬롯다이(slot-die)에 대해 조건에 따른 코팅 성능을 

연구하였다. 슬롯다이 코팅은 코팅 되는 필름의 속도, 코팅액의 점도 그리고 슬롯다이로 주입 되는 

압력에 따라 코팅 품질이 많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FD 코드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코팅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았다. 다양한 코팅액의 점도와 슬롯다이 입구의 압력 그리고 코팅 필름의 속도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5kgf/cm
2 의 압력과 100cps 의 점도 그리고 20m/min 의 속도 

조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코팅액이 잘 도포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the coating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slot-die conditions in the coating process. 

The quality of the slot-die coating depends on factors such as feeding speed of film, the viscosity of liquid, and the 

pressure applied to the slot-die. In this study, we determine the optimum conditions for a stable coating by performing 

2-D and 3-D simulations. We carry out numerical simulations with respect to the feeding velocity of the film, the 

pressure of the slot-die inlet, and the viscosity of the coating liquid. Based on the results, the coating was the most 

reliable when the pressure of the inlet was 5 kgf /cm
2, the viscosity was about 100 cps and the velocity was 20 m/min.  

§ 이 논문은 2015년도 대한기계학회 신뢰성부문 춘계학술

대회(2015. 2. 25-27., 제주대) 발표논문임. 

† Corresponding author, yschai@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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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되는 넓이의 제한 없이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코팅 할 수 있고, 균일한 두께로 코팅 가능함으로 

인해 재현성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팅액이 토출되는 출구의 폭만 조절하여도 

다양한 두께로 코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코팅 

직전까지 전 과정이 밀폐가 되어 있어서 공기중의 

오염을 막아 주므로 코팅의 질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1976년도에는 K. J. RUSCHAK연구진이 슬롯다이 

코팅을 위한 조건 범위에 관해 연구하였고(1), 

1992년도에는 K.Y Lee 연구진이 압력과 슬롯다이의 

치수 및 필름과 떨어진 거리 등 조건에 따른 코팅 

두께에 관해 연구하였고(2), 1996년도에는 C.Y. Ning 

연구진이 코팅액에 폴리머입자를 넣어 농도에 따른 

코팅조건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농도에 따라 최대 

코팅 속도가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3)    

2000년도에는 M.S. Carvalho 연구진이 Ca수와 Re수 

그리고 코팅됐을 때 코팅액의 높이 필름과 슬롯다이  

갭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4) 2004년도에는 

C.K. Yang연구진이 코팅액에 폴리머입자를 첨가 

했을 때 점성과 폴리머입자의 농도에 따른 

코팅조건을 연구하였고 농도가 높고 점성이 

높을수록 코팅되는 두께가 두꺼워 지는 것을 

밝혀냈다.(5) 2007년도에는 Y.R. Chang 연구진이 

속도와 슬롯다이의 형상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코팅 

품질에 대한 연구를 했다.(6) 2011년도에는 I. Jang 

연구진이 중력 영향을 고려한 점성 유동 모델을 

제안하였고(7), 같은 년도인 2011년도에 J.H. Park 

연구진은 슬롯다이 코팅의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여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상당히 

유사하였다.(8) 2013년도에 J. Park 연구진은 슬롯다이 

코팅 메커니즘에 대해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한 실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최적화 기법을 개발하였다.(9) 

이처럼 많은 연구진들이 코팅액이나 슬롯다이의 

조건에 따른 코팅 가능 범위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슬롯다이를 

2차원으로 가정하여 단순화 하거나 슬롯다이의 도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석하여 전체적인 코팅 

시스템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실제 

슬롯다이의 코팅액 토출 부분은 넓은 면에서 동시에 

코팅액이 나오는 형태이므로 토출되는 부분의 

코팅액 속도가 위치마다 다를 수 있어 이를 

완벽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3차원 해석도 같이 

진행을 하여야 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lot-die coating system 

 

 
(a)Top view of the slot-die 

 

 
(b) Bottom view of the slot-die 

 

Fig. 2 Slot-die assay in the coating system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슬롯다이 코팅의 최적화된 

조건을 찾기 위해 상용 CFD 해석 소프트웨어인 

CFD-ACE+를 사용하여 2차원 및 3차원 해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2. 슬롯다이의 구조 

슬롯다이 코팅은 Fig. 1과 같이 필름이 롤러를 따라 

슬롯다이가 있는 곳을 지나면 슬롯다이에서 나오는 

코팅액이 필름위로 도포되는 방법이다.  

Fig. 2(a),(b)는 각각 슬롯다이의 윗부분과 아래 

부분이다. 두 개의 금형 판을 결합 시키고 하판에 

있는 공간에 코팅액을 채우고 압력을 가하면 두 개의 

금형 판 사이로 코팅액이 나가게 된다.   

3 차원 해석을 위해 Fig. 3 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입구(inlet)로 코팅액이 공급되고 출구(outlet)로 

코팅액이 나가게 된다. 모델링은 슬롯다이 내부 

코팅액의 모양을 모델링하였다. 좌측 아래의 두꺼운 

부분에 코팅액이 채워지고, 우측 상단의 출구로 

나가게 된다.  

After coating

Before coatingSlot-die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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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D-schematic of the slot-die 

 

 
 

Fig. 4 2D-schematic of the slot-die 

 

출구에서 코팅액은 Pin 의 압력, Ca 의 점도로 

입구로 유입되며, 나갈 때는 높이가 L 인 슬롯다이 

출구로 나간다. 이때 출구의 압력은 Pout이다.  

2 차원 해석은 Fig. 4 와 같이 모델링 하였고 

코팅액이 슬롯다이에서 나오는 시점부터 필름에 

코팅이 되는 시점까지 모델링을 하였다. Fig. 4 의 

(1)은 코팅액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해 균일한 

코팅 두께를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이고 (2)는 

슬롯다이와 필름 사이의 공기층이다. (3)은 필름 

표면이다. 코팅액이 토출되는 부분과 필름까지 거리 

H 만큼 떨어져 있고, 슬롯다이의 틈새는 L 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코팅액은 입구로 주입되고 필름인 

(3)부분이 속도 V 를 유지하며 좌측으로 이동한다. 

코팅액은 입구로 들어와 (3)에 점착되고 (3)이 

좌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코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석하였다. 

3. 이상유동 지배방정식 

슬롯다이는 코팅액을 공기중에 토출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코팅액의 움직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기와 액체에 대한 이상 유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상이 두 개(공기, 유체) 가 있는 

이상(Two-Phase) 유동 유체와 공기의 경계에 대한 

관련식을 사용해야 한다. 동적 경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Level Set 방법, Phase Field 방법, 

VOF(Volume Of Fluid) 방법 등이 있는데, VOF 방법은 

가장 오래된 해석 기법 중 하나로 VOF 방법에 

사용되는 함수는 각 상의 질량보존식을 만족한다는 

장점이 있고, 비압축성 점성유체에 대한 복잡 한 

표면을 효과적으로 수치 모의할 수 있어 현재 

다상유동해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해서 VOF 방법을 사용하였다. VOF 를 

이용한 다상 유동 해석의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ρ ��������� �	�� · �	���  � · ��� � ��	��� � �� � ��  (1) 

 	�� · � 0     (2) 

 ��  ρ�, ��  �����   (3) 
 

A��,  �  ! 100 # $ # 1%
    '()	(*1

      '()	(*2'()	(*1�'()	(*2  (4) 

 �,
�� � 	�� · �A  0    (5) 

 

식 (1)~(2)는 유체의 기본적인 운동량 방정식과 

연속 방정식을 의미한다. 식 (1)의 ��는 중력에 의한 

영향이고  ��  는 표면장력에 의한 영향을 나타낸 

항이다. 여기서 σ은 표면 장력 계수이고,  �  � ·� 는 공기와 액체 경계면의 곡률이고,  �  �A/|�A| 은 경계면의 수직방향 벡터이고,  �Γ 은 델타 

함수이다. 또한 식 (1)에서의 ρ 은 유체의 밀도, �는 

유체의 점도, 	는 유체의 속도, �는 유체의 압력을 

의미한다. VOF기법은 다상 유동 해석 기법의 한 

종류인데 두 개의 상 사이의 경계면을 추적하는 

대표적인 자유표면 추적 기법이다. 식 (4)에서 두 

개의 상을 대표하는 체적 분율 함수를 A라 할 때, 

함수 A가 1은 하나의 상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함수 A가 0과 1일 때는 두 개의 상이 분율로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식 (5)는 체적 분율 함수 (A)가 

유체의 속도에 의해서 대류 조건으로 결정됨을 

의미하는 식이다.  

VOF 기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SLIC(Single Line Interface Calculation)이다. 

SLIC는 1차 정확도 VOF 기법으로 격자의 단순 부피 

비로만 표현된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2차 정확도 

VOF 기법이라 불리는 PLIC(Piecewise Line Interface 

Calculation) 방법이다. 이 방법은 먼저 경계면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 이를 직선으로 가정한다. 그런 

다음 부피 비를 구하기 때문에 정확도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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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put conditions for 3-D simulation 

Case  
Pin 

(kgf /cm
2
) 

Ca 

(cps) 

L 

(mm) 

1 1.5 250 0.2 

2 5.0 250 0.2 

3 1.5 300 0.2 

4 5.0 300 0.2 

 

 

 
 

Fig. 5 Position of the measuring point 

 
 

1차 정확도 기법 보다 2차 정확도 기법을 사용 할 

때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PLIC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4. 결과 및 고찰 

4. 1 3 차원 해석 

3 차원 해석은 Fig. 5 같이 5 개 지점을 잡아 

단면의 속도를 구하였고, 코팅액이 입구로 

들어와서 출구로 나가는 과정에서 나가는 동안 각 

지점의 속도 분포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이때 그래프의 속도 범위를 조절하여 

각 지점끼리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5 개의 지점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중간 지점인 3 번 포인트의 출구 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조건에 따라 출구의 속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해석은 Table 1 과 같이 조건에 따라 

case 를 4 개로 나누어서 해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Fig. 6 는 case 1 에서 코팅액의 유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슬롯다이 내부에서는 낮은 

속도로 인해 슬롯다이 내부의 유동은 혼합되지 

않고 일정한 경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입구에서 나누어진 코팅액들은 비교적 균등하게 

출구까지 분배되어 출구에서는 모든 구간에서 

코팅액이 밖으로 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Streamline inside the slit-die 

 

 
(a) Velocity inside the slot-die (case 1) 

 
(b) Velocity along with cutting line 3 (case 1) 

 

Fig. 7 Velocity distribution for case 1 

 
Fig. 7은 마찬가지로 case 1에서 속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인데 (a)는 5개의 지점의 단면을 나누었을 때 

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속도 범위는 최대 

0.0001m/s까지만 나타냈다. 그 이유는 출구의 속도가 

다른 곳의 속도 보다 매우 높아 다른 곳의 속도 

차이를 그래프 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지점들의 속도 분포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그래프의 범위를 조절하여 코팅액이 저장되는 

공간의 속도 분포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했다.  

5개 지점의 속도 분포를 비교해보면 3번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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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elocity at the outlet of the slot-di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Maximum 

velocity(m/s) 
0.000515 0.001715 0.000429 0.001429 

 

 

 
(a) Velocity inside the slot-die (case 2) 

 
(b) Velocity along with cutting line 3 (case 2) 

 

Fig. 8 Velocity distribution for case 2 

 
가장 높은 속도를 보였다. 그리고 1번 지점과 5번 

지점에서 코팅액이 저장된 공간에서 속도는 0 

m/s으로 나타났지만 출구로 갈수록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b)의 경우 가장 속도가 높은 3번 

포인트의 출구 부분을 확대 한 그림이다. 벽 쪽은 

점착효과에 의해 낮은 속도를 보이고 있고 

안쪽일수록 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Case 2 를 나타낸 Fig. 8 을 보면 입구의 압력이 

5.0kgf/cm
2 이고 점도가 250cps 이다. 이 경우도 앞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입구 쪽에서 

case 1 보다 높은 속도를 보였다. 각 case 의 출구의 

속도는 Table 2 와 같다. 

 
(a) Velocity within the slot-die (case 3) 

 
(b) Velocity along with cutting line 3 (case 3) 

 

Fig. 9 Velocity distribution for case 3 

 

Fig. 9 및 10 은 case 3 과 4 를 각각 해석한 

결과이다. Case 3 과 case 4 마찬가지로 슬롯다이 

내부에서의 유동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2 를 보면 case 1 의 경우 case 3 의 보다 16.7% 

높은 값을 보였고 case 2 의 경우 case 4 의 속도보다 

16.68% 높은 값을 보였다. 두 경우 모두 약 

16%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점도가 낮아 질 수로 점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적어져 점성이 높을 때 보다 점성이 낮을 때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case 1 과 case 2 를 

비교해 보면 case 2 는 case 1 의 약 330.0%이고 case 

4 는 case 3 의 약 333.1%로 차이가 많이 났다. 이는 

입구의 압력이 증가한 비율인 333.3%와 비슷한 값을 

보여 압력의 증가가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2 차원 해석 

도출된 각 유속을 이용하여 2D해석을 수행 한 

결과, 과도하게 낮은 유속으로 인하여 과도한 

해석 시간이 요구되어, 이에 이후 진행된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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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put conditions for 2-D simulation 

Case  
Pin 

(kgf 
/cm

2
) 

Ca 

(cps) 

H 

(mm) 

L 

(mm) 

V 

(m/min) 

5 1.5 250 0.3 0.2 20 

6 5.0 250 0.3 0.2 40 

7 1.5 300 0.45 0.3 20 

8 5.0 300 0.45 0.3 40 

9 5.0 1000 0.3 0.2 20 

10 5.0 1000 0.3 0.2 40 

11 5.0 100 0.3 0.2 20 

12 5.0 100 0.3 0.2 40 

 

 

 
(a) Velocity Velocity within the slot-die (case 4) 

 
(b) Velocity along with cutting line 3 (case 4) 

 

Fig. 10 Velocity distribution for case 4 

 
해석에서는 각 case 별 상대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2D 가정된 모델 입구에 압력 조건을 직접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 하였고 case 조건은 Table 

3과 같이 주었다. 코팅의 품질은 코팅의 두께와 

코팅의 균질성에 따라 평가하였다.  

 
 

Fig. 11 Coating distribution with time (case 5) 

 

  
 

Fig. 12 Coating distribution with time (case 6) 

 
먼저 Fig. 11 은 case 5 를 해석한 결과이다. 압력이 

1.5kgf/cm
2 이고 점도가 250cps 일 때 슬롯다이 

틈이 0.2mm 이고 아래에 지나가는 필름의 속도가 

20m/min 일 때 코팅액이 필름에 도포되는 과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0.0103s 까지는 필름까지 

도달 하지 못하였지만 0.0149s 를 보면 코팅액이 

내려오는 속도에 비해 필름이 빨리 움직여 코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더 지난 후의 코팅액이 도포된 그림을 확인하여도 

코팅액이 중간 중간 계속 끊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출구의 잉크 속도가 필름속도 보다 

상대적으로 느려 필름에 충분한 양의 잉크가 

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Fig. 12는 case 6을 해석한 결과이다. Case 6의 경우 

case 5와 동일한 조건에서 필름의 속도가 40m/min으로 

200% 빨라졌고 압력도 1.5kgf/cm
2에서 5.0kgf/cm

2로 

증가하였다. 이 경우에는 압력이 높아 코팅액이 

내려오는 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0021s 

Maximum coating thickness = 87µm

Maximum coating thickness = 58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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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ating distribution with time (case 7) 

 

 
 

Fig. 14 Coating distribution with time (case 8) 

 
만에 반 이상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어 case 5 에 비해 

필름까지 내려오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코팅액에 

비해 필름의 속도가 빨라 case 5 번 보다는 덜 

끊기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간 중간 끊어져 있고 

코팅의 두께도 얇아서 실제 코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Fig. 13 은 case 7 을 해석한 결과이다. Case 7 의 

경우  앞의  c a s e  5  보다  점도를  3 0 0 c p s 로 

증가시켰다. 그리고 슬롯다이의 틈새의 폭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기 위해 슬롯다이의 틈을 

0.3mm 로, 슬롯다이와 필름까지 거리를 0.45mm 로 

증가시켰다 .  이  경우는  내려오는  코팅액이 

0.0148s 만에 필름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case 6 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필름의  속도도  낮아 

코팅액이  앞의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일정한 

두께로  도포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Fig. 15 Coating distribution with time (case 9) 

 

 
  

Fig. 16 Coating distribution with time (case 10) 

 
앞의 경우와 다르게 끊어지는 구간을 관찰할 수 

없었다. Case 5 과 비교해 보면 3 차원 해석에서 

압력에  의한  속도  차이는  30%정도  나는  것에 

비해  코팅되는  모습은  많은  차이가  난다 .  이 

결과는 출구의 폭이 커지면 충분한 양의 잉크가 

나오기 때문에 코팅의 품질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코팅에 적용하기에는 코팅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높낮이  편차가  있었다 . 

Fig. 14 에서 case 8 의 경우 case 7 보다 입구 

압력을 증가 시키고 필름의 속도를 40m/min 으로 

증가 시켰다. 이 경우 0.0044s 만에 필름에 

도달하여 case 7 보다 필름에 도달하는 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름의 

속도가 너무 빨라 코팅액이 매우 얇게 도포되었고 

중간 중간 끊어진 구간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5~18 의 case 9, case 10, case 11, case 12 는필름의 

속도와 점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압력과 

슬롯다이 틈의 폭 그리고 슬롯다이와 필름 사이의  

Maximum coating thickness = 210µm

Maximum coating thickness = 90µm

Maximum coating thickness = 134µm

Maximum coating thickness = 117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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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ating distribution with time (case 11) 

 

   

Fig. 18 Coating distribution with time (case 12) 

 

간격을 고정시키고 점도와 필름의 이동 속도만 

바꾸어 해석하였다. 

먼저 Fig. 15에서 case 9의 경우 점도를 1000 cps까지 

올린 경우이다. 코팅이 일정하게 되고 있었지만 

중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Fig. 16에서 case 10의 

경우 필름의 속도가 매우 빨라 코팅액이 필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끊어지는 형상을 보였다. 그 이유는 

높은 점성에 의해 코팅액이 필름에 점착 되었을 때 

슬립(slip)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여 필름과 같은 

속도로 급격하게 이동하게 된다. 이 때 코팅액 

내부의 응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코팅액이 

중간 중간 끊어졌다. 중간 중간에 끊어진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팅의 두께도 매우 얇아 실제 

코팅에는 적용 될 수 없다. 

Fig. 17 에서 case 11 의 경우 점도를 100 cps 까지 

낮춘 경우인데 코팅이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정한 두께로 코팅이 되었고 

중간에 끊어진 부분도 없었다. 그 이유는 점성이 

낮은 경우 필름과 코팅액의 마찰력이 낮아 필름에 

완벽하게 점착하는 것이 아니라 슬립 현상이 일어나 

코팅액 내부 응력이 점도가 높은 case 의 응력에 

비해 낮기 때문에 연속적인 코팅이 가능했다. Case 

7 과 비교해 보면 Case 7 도 연속적이고 충분한 

두께로 코팅이 되었지만 case 11 의 코팅의 두께가 

좀 더 균질하게 코팅되어 case 7 보다 case 11 의 코팅 

품질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Fig. 18 에서 Case 12 의 경우 점도는 낮지만 속도가 

40 m/min 으로 매우 빠른 경우이다. 필름 속도가 

빨라 코팅액이 얇게 도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코팅의 상태는 case 9 와 case 11 의 

중간 정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Case 9 의 경우 

점도가 너무 강하여 중간 중간에 떨어졌는데 case 

12 의 경우는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중간 중간 

코팅액의 두께가 매우 얇아져 거의 떨어지는 것처럼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코팅액이 끊어지지 

않는 수준 정도 내부에 응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ase 12 의 경우도 점도를 100 cps 보다 낮게 

한다면 고르게 코팅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11-18 의 코팅 최대 두께는 210µm 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슬롯다이 코팅의 최적화 조건을 

찾기 위해 코팅액이 필름에 도포되는 과정을 

3차원 및 2차원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슬롯다이 내부의 유동에서는 점도보다 압력이 

속도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점도가 높을 경우 필름에 접촉하는 순간, 높은 

점성에 의하여 코팅액이 내부 응력을 많이 받게 

되고, 내부 응력에 의해 코팅액이 중간에 끊어진다. 

(3) 필름의 속도가 증가 할 경우 마찬가지로 

급격한 코팅액의 속도 증가를 발생시켜 내부응력을 

증가 시키고, 이로 인해 코팅액이 중간에 끊어진다. 

또한 시간 단위 코팅액이 나오는 양을 일정하기 

때문에 코팅의 두께가 얇아진다. 

(4) 슬롯다이 틈새가 커지면 도포되는 코팅액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코팅을 할 수 

있다. 

(5) 슬롯다이 입구의 압력은 슬롯다이의 출구 

속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슬롯다이의 압력이 

1.5kgf/cm
2에서 5kgf/cm

2로 약 333% 증가하면 속도는 

평균적으로 약 331.5% 증가 하였다. 

(6) 코팅의 두께의 균일성 및 코팅의 단락이 없는 

우수한 코팅의 최적 조건은 슬롯다이의 틈이 0.3mm, 

Maximum coating thickness = 123µm

Maximum coating thickness = 94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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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과의 거리가 0.2mm인 조건에서 압력이 

5.0kgf/cm
2 이고, 점도가 100cps, 필름의 속도가 

20m/min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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