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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FDP, LCD 및 OLED 등의 광전소자, OPV 

등과 같은 태양전지 소자는 ITO(indium tin 

oxide)층과 같이 투명 전극 층을 가지고 있다. 

투명 전극층의 패터닝 방법으로는 DLE(direct 

laser engraving), 화학 에칭(chemical etching), 

스크라이빙(scribing) 등과 같은 방법들은 

대면적 연속 공정이 어려우며 공정비용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롤투롤 기반의 임프린팅 

공정(Fig. 1)을 사용하였다. 이는 양각의 미세 

패턴을 가진 롤을 이용하여 ITO 투명 전극 

층이 코팅된 필름 표면에 음각 패턴을 

각인하는 공정으로서, 이를 통하여 원하는 

형상의 패턴 현상의 구현 및 패턴을 경계로 

하여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롤투롤(R2R) 연속 마이크로 

임프린팅(micro imprinting) 공정을 통해 패터닝 

시 패턴의 폭 및 깊이에 관하여 중요한 공정 

조건인 속도와 압력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Fig. 1 Schematic of micro imprinting process 

2. 롤 제작 및 ITO 층의 패터닝 실험 
 

 롤투롤 임프린팅 공정 기법은 양각 패턴롤을 

회전시켜 그 사이에 발생하는 압동롤의 압력과 

속도에 의해 인쇄 기판 표면에 음각 패턴을 

각인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조각 부식 기법을 이용하여 폭 15, 25, 35 µm 

높이 40 µm 를 가진 양각 미세 패턴 롤을 

제작하여 롤투롤 연속 인쇄 공정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ITO 가 100nm 의 두께로 코팅된 

PET(두께: 188µm)를 사용하였다.  

 

Table 1 Condition of micro imprinting  
 

Substrate ITO on PET film 

Speed (m/min) 1 3 5 

Nip pressure (MPa) 0.1 0.3 0.5 
 

 각 속도와 압력에 따른 ITO 층의 패터닝 비교 

분석을 위한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 조건은 

Table 1 과 같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롤투롤 기반의 임프린팅 공정을 통하여 Fig. 

2 와 같이 일정한 폭과 깊이를 가지는 패턴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패턴의 경계를 ITO 

층에서 전기적 절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공정은 탄성 소재 상에 높은 압력으로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방법으로서, 소재의 변형 및 

손상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ITO 층의 절연이 

롤투롤 임프린팅 공정에서 속도와 압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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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패터닝 조건이 필요하다.  

Fig. 3 과 같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ITO 층의 패터닝 깊이는 증가하였으나, 폭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   

 

 

Fig. 2 Laser interferometer data: (A) 3-D measured 

shape of micro imprinting roll pattern, (B) 3-D shape 

of imprinted pattern on the PET coated with ITO and 

(C) SEM image of Imprinted Pattern  

 

 
 

Fig. 3 Pattern depth versus the operating speed 

                      

또한 공정속도 측면에서 인쇄 속도에 따라 

ITO 층 패터닝의 깊이와 폭은 증가하지만 수치

적 변화는 작음을 확인 할 수 있다(Fig. 4). 

또한 3 m/min 과 5 m/min 패터닝 깊이를 비교하

였을 때 속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여준다. 

 
 

Fig. 4 Pattern depth versus the nip pressure 

 

4. 결 론 
 

롤투롤 기반의 임프린팅 기법을 통한 ITO 층 

패터닝 공정 시 속도와 압력의  영향에 있어서 

폭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깊이에서 공정 속도

보다 압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실험의 

결과 토대로 임프린팅 공정 시 최적화된 공정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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