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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전자소자를 롤투롤 인쇄전자 기술로 생산할 경우, 롤투롤 연속 

인쇄 시스템의 공정기술[1]에 따라서 전자소자의 회로품질이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회로 품질에는 패턴 자체의 형상과 관련된 패턴

의 선폭, 높이, 표면 조도[2] 및 전기적 특성인 저항 등 여러 항목이 

있다. 이 중에서 전기 저항 값은 건조 조건 설정에 따라서 큰 차이

를 보인다[3]. 그리고 인쇄 패턴의 물리적 형상인 선폭, 높이도 인쇄 

조건 설정에 따라 저항 값에 차이를 주는데, 패턴의 선폭 및 높이의 

변화 현상이 잉크의 점도에 영향을 받는다[4]. 패턴의 품질, 즉 인쇄

성에 따라 인쇄된 전자소자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인쇄 공정

에서의 건조 조건을 포함한 인쇄 조건 설정이 중요하며, 인쇄 공정

의 조건 최적화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5-7].
건조 공정에서의 주요 변인은 온도와 시간으로, 온도를 올리면, 

건조 속도가 빨라지지만, PET 모재필름이 수축 등으로 인해 손상

가능성이 커지며, 온도가 낮을 경우 건조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하

므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대량생산과 인쇄성을 고려한 목표 

사이에서 적당한 이송시간을 기준으로 온도를 설정해야 하는 조건 

설정의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쇄 전극의 저항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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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쇄성의 하나의 요소로서 Fig. 1에서 표현된 인쇄 번짐률

(spread ratio) 항목도 고려하고자 한다. 번짐률의 경우, 조밀한 회

로 설계 및 요구 전류에 맞는 전자소자 선정 시 고려해야하는 인쇄

성 관련항목이다. 설계 선폭 대비 인쇄 선폭이 100 %를 넘어설 

경우 조밀한 회로배치에서 인접한 회로 패턴과 의도하지 않은 중첩

이 발생하므로, 제품 불량을 발생시키고, 반대로 인쇄 선폭이 설계 

선폭 대비 100% 이하로 인쇄 될 경우, 전극의 저항이 높아져 전자

소자 성능 구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선폭의 100%에 최대한 근접하게 인쇄 될 수 있도

록 실험 요인의 수준을 최적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건조 온도, 열풍기 풍속, 인쇄 속도, 및 재료물성인 잉크 점도 

요인을 선정 후, 설계 선폭에 100% 근접하여 인쇄하면서 저항 

최소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 인쇄 조건을 찾아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1.2 요인배치 설계법을 활용한 실험계획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법 중에 요인배치 설계법[8]을 활용하여 

실험계획 및 분석을 실시한다. 요인배치 설계 실험계획법은 반응최

적화도구(response optimizer)를 활용해서 다중 목적의 최적 조건

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3 롤투롤 그라비어 연속 인쇄 공정 시스템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험 조건을 결정한 다음, 실험 

조건에 해당되는 장치 제어 변수를 설정하는데, 건조 온도, 열풍기 

풍속, 인쇄 속도 등의 실험 조건 및 기타 설정 값을 실험 조건의 

수준 값에 도달하게 한다. 인쇄 매체인 PET 필름이 감겨있는 풀림 

롤을 구동시켜서 인쇄를 시작한다. 이후 Fig. 2의 연속 인쇄 공정시

스템 특성상 자동으로 PET 필름이 인쇄-건조를 거쳐 감김 롤까지 

자동으로 연속 진행된다. 인쇄 재료인 전도성 은 잉크는 ㈜파루의 

‘PG-007 silver nano ink’을 사용하였고, 잉크 점도 5,000 cP 및 

3,0000 cP의 두 종류를 주문하여 사용하였다. 필름 웹 소재는 100 
μm 두께의 SKC PET 필름이다.

2. 전극 저항 최소화목적의 최적 인쇄 조건 도출실험
2.1 예비 실험을 통한 인쇄 요인 및 수준 선정
본 실험에 앞서, 건조 조건 수준 선정을 위한 예비 실험에서는 

온도 및 풍속의 2개 요인을 선택하여, 그 수준 값은 PET의 열적특

성을 고려해서 온도 요인은 120, 160 °C로 2개 수준을 설정하였

다. 열풍기 풍속은 열풍기에서 설정 가능한 팬의 회전 주파수를 사

용하였고, 실험시스템에서 설정한 온도 값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최대값인 40 Hz를 기준으로, 10, 40 Hz의 2개 수준을 정하였

다. 그리고 번짐률에 영향을 준다고 파악된 효과 요인으로 인쇄 속

도와 잉크 점도의 2개 요인을 선택해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인쇄 속도의 경우 잉크의 전이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건조 

시간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인쇄할 경우 충분한 건

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건조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 인쇄 

속도를 30 mm/s로 설정하고, 5, 10, 20, 30 mm/s의 4개 수준 값

을 정하였다. 점도의 경우 점도가 너무 낮을 때는 인쇄 매체에 점착

된 잉크가 흘러내리고, 점도가 너무 높을 경우 인쇄 패턴 롤의 셀에

서 잉크의 전이가 불완전한 현상을 고려하여, 점도의 양극단을 제

외한 5,000, 30,000 cP의 2개 수준 값을 정하였다. 수준 값 설정 

Fig. 2 Schematic diagram of roll-to-roll gravure printing system: 
(a) Unwinder roll, (b) Printing roll, (c) Ink container, (d) 
Doctor blade, (e) Impression roll, (f) Drying oven, (g) 
Active dancer, (h) Line camera, (i) Rewinder roll

Fig. 3 Scatterplot of resistance vs. drying temperature & wind speed 
in pretest 

Fig. 1 Spread ratio with widths of printed pattern to designed 
pattern: (a) Pattern cell microscopy image, (b) Widths of 
printed pattern over designed widths, (c) Widths of 
designed pattern, (d) Widths of printed pattern under 
designed wid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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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실시한 결과를 Fig. 3의 산점도로 확인해보면, 온도, 풍속 수준 

별 저항 결과 값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건조 구간을 1도와 2도로 

나눠서 운용하는 실험장치 특성상 결과표시를 no.1,2로 구분하였

다. 번짐률의 경우에는 인쇄 선속도 4개와 점도 2개의 복합수준 

배치 후 실험한 결과 값을 Fig. 4에 표시하였다. 선속도의 양극단 

수준 값 대 번짐률 결과 값, 점도의 2개 수준 값 대 번짐률의 차이

를 구별 할 수 있고, 이점을 참고하여 최적 조건 수립을 위한 본 

실험의 요인 별 수준 값을 Table 1과 같이 결정하였다.

2.2 인쇄 조건 별 본 실험 및 결과측정
Table 1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요인배치 설계법으로 Table 2의 

본 실험 조건을 도출하였다. 

Fig. 5에 보이는 인쇄 롤 1회전에 해당하는 인쇄 패턴 형상 중 

점선 사각형안의 선이 측정 대상 패턴이다. 패턴 선폭은 500 μm, 
길이는 80 mm이다. 인쇄 롤을 6회전 시켜서 조건 별 6개 패턴의 

저항 및 번짐률 결과 값을 취하여, 8개 조건 48개의 데이터를 취

합하였다. 실험 조건 별 저항 결과 값 분포는 Fig. 6에서 보듯이 

조건 별로 평균이 분산되어 있고, 저항 값의 표준편차 범위도 조건 

1번(C1)의 3.475 Ω을 제외하고, 0.16~1.45 Ω 값을 보인다. 
C1의 경우, 건조 온도, 열풍기 풍속, 인쇄 속도, 잉크 점도 모두 

Fig. 5 Printed patterns on the PET substrate

Fig. 6 Resistance probability of each printing condition

Fig. 7 Spread ratio probability of each printing condition

Fig. 4 Scatterplot of spread ratio vs. print velocity & ink viscosity 
in pretest

 Factors
Levels

Drying 
Temp. (°C)

Fan speed
(Hz)

Printing speed
(mm/s)

Ink viscosity
(cP)

1 130 10 5 5000
2 160 40 30 30000

Table 1 Factors and levels decided for main experiment 

Run
Order

Drying Temp.
(°C)

Fan speed
(Hz)

Printing speed
(mm/s)

Ink viscosity
(cP)

1 130 10 5 5000
 2 130 40 30 5000
 3 130 10 30 30000
 4 130 40 5 30000
 5 160 40 30 30000
 6 160 10 5 30000
 7 160 10 30 5000
 8 160 40 5 5000

Table 2 Combinations of factors & levels in prin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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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인 130°C, 10 Hz, 5 mm/s, 5,000 cP이므로, 낮은 점도

의 잉크가 느린 인쇄 속도에서 전이 및 건조가 불완전하여 발생된 

결과로 추정된다.
그리고 모든 조건에서 95% 신뢰성 기준 P-값 0.05 이상으로 저

항 결과 값이 모형직선에 따르고 있다. 번짐률 항목의 경우에도 

Fig. 7에서 보듯이 조건 별로 평균 값이 분산되어 있고, 표준편차도 

조건 1번(C1)의 4.34% 값을 제외하고, 0.46~2.05% 값을 유지하

고 있다. 조건 7번(C7)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95% 신뢰성 기준 

P-값 0.05 이상으로 모형직선에 따른다.

2.3 인쇄 패턴 저항 최소화 가능한 최적 조건 수준 도출
본 실험 결과에 대한 효과도 Fig. 8-11에서 보면, 건조 온도, 열

풍기 풍속, 인쇄 속도, 점도 요인은 각각 160°C, 40 Hz, 30 mm/s, 
30,000 cP로 갈수록 저항 값이 최소화되고, 요인 간 상호작용은 

없다. 번짐률 100%에 근접하는 수준은 160°C, 40 Hz, 20 mm/s, 
25,000 cP 정도로 확인되며, 요인 간 상호작용은 미미하게 나타난

다. 일반적으로, 인쇄 속도가 느리면 건조 시간이 길어져 전극 저항

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높은 인쇄 속도에서 낮은 저항이 관찰되

었다. 이는, 인쇄 속도는 유체인 잉크 전이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

소이므로, 이 실험의 경우 높은 인쇄 속도에서 잉크 전이성이 높아 

Fig. 11 Interaction plot for spread ratio on the effect of factors

Fig. 12 Multiple response optimization of printing factors affecting 
to resistance and spread ratio

Fig. 8 Main effect plot for resistance on the effect of factors

Fig. 9 Interaction plot for resistance on the effect of factors

Fig. 10 Main effect plot for spread ratio on the effect of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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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이 최소화 된 것으로 보여 진다.
Fig. 12에서 보듯이, 번짐률 100%에 우선적으로 근접하게 맞

추었고(100.15%), 저항 최소화를 위한 개별 요인의 수준을 설정

하였다. 이에 따라, 온도는 160°C, 풍속은 40 Hz, 인쇄 속도는 15 
mm/s, 잉크 점도는 30,000 cP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조건

으로 인쇄 실험을 할 경우 저항은 42.09 Ω이 나올 것으로 예측 

된다.

2.4 최적 조건 적용한 인쇄 실험 및 예측 결과값 검증
저항결과 예측 값이 실제 값과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재현 실험

을 1회 실시하였다. 총 10개의 저항 값 및 번짐률을 획득한 후, 
Fig. 13의 저항 추세선 결과를 보면, 기울기 절대값은 0.02, 예측 

값에서 실제 값이 벗어날 확률(MAPE)은 0.28%, 평균절대 편차

(MAD)는 0.11 Ω으로 나온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시스템으로 제조할 때, 불량률 예측의 공정신

뢰성을 파악하고자, Fig. 14와 같이 저항에 대한 공정능력(process 

capability)분석을 실시하였다. 허용오차 범위는 최적 조건의 저항 

예측 결과 값(42.09 Ω) 대비 하한(LSL)은 -10%인 37.88 Ω, 상
한(USL)은 +10%인 46.33 Ω으로 설정하였고, 비교대상을 위해 

과거표본 평균 값을 입력하는 목표 값(target)에는 최적 조건 예측 

결과 값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그 결과, 최적 조건으로 인쇄패턴

을 제조할 경우, Ppk 8.27로 안정된 결과물 제조가 가능(>1.33)하
다고 분석된다. 
번짐률의 추세선 경향을 Fig. 15에서 살펴보면, 기울기 절대 값

은 0.06, MAPE는 0.69%, MAD는 0.72%를 보인다. 상기 분석을 

통해서 결과 값이 일정한 범위내 분포하는 샘플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는 특정 규모의 롤투롤 연속 인쇄 시스템에서의 인쇄 패

턴이 최소 저항 값 및 100% 번짐률을 획득하는 최적 인쇄 조건 

Fig. 13 Trend analysis plot for resistance in the optimized condition

Fig. 14 Process capability of resistance

Fig. 15 Trend analysis plot for spread ratio in the optimized condition

Fig. 16 Process capability of sprea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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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위한 연구로써, 예비 실험을 통해 요인 및 수준을 정하였다. 
이후, 최적 조건 설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본 실험을 실시하여 산출

된 최적 조건으로 결과 예측 값 확인을 위한 재현 실험을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요인배치 설계 실험계획법을 활용해서 실험 회수

를 줄여서 실험계획 및 결과분석을 했으며, 번짐률도 100%로 맞추

면서 인쇄 패턴 회로의 저항 값을 최소화시키는 건조 온도 160°C, 
열풍기 풍속 40 Hz, 인쇄 속도 15 mm/s, 잉크 점도 30,000 cP의 

최적 인쇄 조건을 획득하였다. 
산출된 최적 조건으로 예측 실험을 실시 후 획득한 결과 값은 

저항 및 번짐률의 공정능력지수 각각 8.27, 3.82로, 향후 원하는 

저항 값 및 번짐률의 패턴을 본 연구에서 획득한 데이터 기반의 

반응최적화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시스템으로 실험 제조할 경우

에 안정된 제조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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