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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투롤 그라비아 프린팅 장비에서의 PID 인압제어를 통한 
인쇄품질 영향 분석

Effect of PID Controlled Printing Force on Printing Quality in
Roll-to-roll Gravure Prin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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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gravure printing process. Fig. 2 Schematic of printing pressure control.

1. 서론

인쇄전자(printed electronics) 기술은 기존의 노

광 공정 등의 반도체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기술로서 유기트랜지스터, RFID 태그, 스마트 

센서, 투명전극, 터치스크린, 유연 태양전지 등 다

양한 인쇄전자소자를 플라스틱 유연기판 위에 저

가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1~3 이러한 소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십~수

백 μm 수준의 해상도를 갖는 미세 패턴을 전도성, 
절연성, 반도체성의 기능성 잉크를 롤 프린팅과 

같은 접촉식 인쇄공정 또는 잉크젯 프린팅과 같은 

비접촉식 인쇄공정을 활용하여 인쇄하여 제작하

게 된다. 그 중 롤 프린팅을 이용한 인쇄전자 소자 

제작에 있어 미세패턴의 인쇄 품질에 미치는 주요 

인자로는 인쇄 속도, 인압(printing force), 잉크의 

점도와 표면장력, 기판의 표면에너지, 패턴의 형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자들 가운데 인압의 

불균일성은 판통(plate roll)에서 기판으로 전이되

는 잉크의 양을 변화시키고 동기화 오차로 인한 

인쇄불량을 야기 시킬 수 있다. 특히 패턴이 더욱 

미세해질수록 약간의 인압 오차로 인한 인쇄 품질

의 불균일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세패

턴의 인쇄에 있어서 균일한 인압 제어는 인쇄 품질

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4 

본 연구에서는 롤투롤 프린팅 공정에서 PID 
(Proportional Integral Differential) 제어를 통하여 

시간적으로 일정한 인압을 유지하는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이러한 인압 제어를 통하여 인쇄 품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판통 내 오목한 

패턴에 잉크를 채운 후 기판(substrate) 로 전이하는 

롤투롤 그라비어 프린팅 공정을 이용하였으며 인

쇄 장비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제작한 다층 인쇄

를 위한 롤투롤 복합프린팅 장비를 이용하였다.5 

인압 제어는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판통에 

연결된 두 축의 스텝모터가 이동을 하면서 인압을 

인가하게 되며, 로드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

들여 PID 제어를 통하여 일정한 인압을 유지하게 

된다. 잉크는 Ag paste를 사용하였으며 장력은 4
kgf, 인압은 3 kgf를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인압 제어를 하지 않은 장력은 4 kgf, 인압은 3 kgf를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인압 제어를 하지 

않은 경우는 3 m/min의 인쇄 속도로 인쇄를 수행하

였으며, 속도에 따른 PID 인압 제어의 효과를 비교

하기 위하여 인쇄 속도를 0.6 m/min에서 6 m/min까
지 변화하면서 인압 변화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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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ID control
(0.6m/min)

PID control
(1.8m/min)

PID control
(3m/min)

PID control
(6m/min)

No control 
(3m/min)


(kgf)

0.035 0.105 0.112 0.205 0.488

Table 1 Comparison of printing force variation

Fig. 4 Comparison of printing quality of printed sample

Fig. 3 Measured printing force variation:
(a) No controlled case; (b) PID controlled case.

3. 실험 결과

Fig. 3(a)는 인압을 제어하지 않았을 때의 Load 
cell 1에서 측정된 인압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약 

±0.8 kgf 수준의 주기적인 압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주기는 판통의 회전주기와 일치한다. 
Fig. 3(b)는 PID 인압 제어를 적용하였을 때의 인압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약 ±0.2 kgf 수준의 주기적

인 압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Fig. 4(a)와 같이 

인압 제어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인압의 변동폭

이 큰 경우에는 인압이 너무 낮은 영역에서 인쇄가 

안 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 있지만, Fig. 4(b)와 같이 

인압 제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일정한 인압을 얻게 

되면 전 영역에서 균일한 인쇄품질을 얻을 수 있음

을 볼 수 있다. Table 1은 인쇄 속도에 따라 Load 
cell 1에서 측정된 인압 변화의 섭동(fluctuation)의 

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square) 값( )을 비

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인쇄 속도가 느릴수록 인압 

제어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인압의 불균일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으로 판

통 및 압통(impression roll)의 가공, 조립 및 체결 

시 유발되는 진원도(roundness) 오차, 원통도

(cylindricity) 오차, 축 간의 평행도 (parallelism) 오
차, 동축도(concentricity) 오차, 회전으로 인한 흔들

림공차(run-out)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재적

인 오차들로 인하여 인압의 좌우 편차나 공간적인 

불균일성, 주기적인 인압의 편차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쇄품질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재적인 인압 오차

를 제거하기 위하여 PID 제어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인압오차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균일한 인쇄품질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고속 인쇄공정에서의 인압 

제어 성능 향상 및 인압 변화와 인쇄 품질에 관한 

보다 정량적 상관관계를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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