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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롤투롤(Roll-to-Roll) 인쇄 방식은 인쇄전자 
소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인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롤투롤 인쇄 방
식을 이용한 미세패턴 인쇄기술은 인쇄전자소

자의 성능을 결정하는 차세대 전자부품의 핵심 
기술이다. 현재까지 롤투롤 인쇄 방식을 이용

한 미세패턴 인쇄기술 연구는 대부분 잉크 물
성과 롤에 각인된 패턴의 기하학적 형상에 대
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온 반면,1 실험에 
적용되는 기계적 인자(factor)의 영향에 대한 연
구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패턴 인쇄

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적 인자를 선정하고, 
각 인자의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2. 기계적 인자 선정 

 

미세패턴의 인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로 닥터 블레이드의 팁(tip)의 형상 및 두께, 닥
터 블레이드에 가해지는 압력(doctor pressure), 
운전속도가 선정되었다. 실험에 적용된 기계적 
인자 및 조건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Mechanical factors 

 
Doctor blade 

Velocity 
(m/min) 

Nip 
pressure 

(bar) 
Thickness 

(mm) 
Pressure 

(bar) 
Tip 

shape 

1.5 2 Bevel  0.5  

2.0 3 Lamella  4.5 5 

- 5 Round  8.5 

3. 실험 결과 및 분석 
 

Fig. 1 은 닥터 블레이드의 두께가 인쇄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Fig. 1 은 두께가 증가

함에 따라 패턴의 좌, 우 가장자리가 더 균일

하게 인쇄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동일한

doctor pressure 에서 두께가 얇아질수록 팁(tip)
의 휘는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닥터링 시, 닥
터와 롤 사이의 각(wiping angle)이 감소하기 때
문이다.4 Fig. 2 는 doctor pressure 의 변화가 인쇄

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doctor 
pressure 가 증가할수록 패턴 길이에 따른 패턴 
폭 및 패턴의 가장자리가 더 균일하게 인쇄 됨
을 보여준다. 이는 doctor pressure 가 작을수록 
팁이 휘는 정도는 줄어들지만, 인쇄 롤에서의 
편심과 같은 기계적 문제로 인해 롤과 닥터 사
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보상하는 힘이 감소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doctor 
pressure 가 과도하게 증가 할 경우, wiping angle
의 지나친 감소로 인해 scumming 과 streaking
과 같은 인쇄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4 Fig. 3 은 
팁 형상이 인쇄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lamella, bevel, round 타입 순으로 패턴의 가장 
자리가 더 균일하게 인쇄됨을 보여준다. 이는 
닥터링이 진행됨에 따라 팁이 닳게 되는데,2 
round, bevel, lamella 타입 순으로 닥터링 시간에 
따라 팁이 닳는 면적이 크기 때문이다. Fig. 4
는 운전속도가 인쇄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다. 운전속도가 증가할수록 패턴 길이에 따른 
패턴 폭과 패턴의 가장자리가 균일하게 인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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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정 속도 이상부터는 인쇄성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gravure offset
을 이용한 평판 인쇄 시 속도의 영향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데, 롤 패턴에서 웹으로의 잉크

전이 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종 잉크 전
이량에 영향을 미치는 liquid filament 의 최소 
두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2,3 Fig. 5 는 실험에 
적용된 기계적 인자 조건을 최적화한 경우, 패
턴의 인쇄성을 보여준다. Fig. 5 의 패턴의 두께

는 285.6 nm, 폭은 19.19 um 로 균일하게 인쇄되

었다. 이는 동일한 잉크 물성 및 패턴 형상에

서도 기계적 인자에 따라 인쇄성이 크게 달라

짐을 보여주며, 기계적 인자들이 패턴의 인쇄

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보여준다. 
 

  
Fig. 1 The effect of doctor blade thickness on 
printability: lamella tip, pressure of 5 bar and 
velocity of 5 m/min applied. (A) 0.15, (B) 0.2 mm 

 

   
Fig. 2 The effect of doctor pressure on printability: 
lamella tip, thickness of 0.2 mm and velocity of 5 
m/min applied. (A) 2, (B) 3, (C) 5 bar 
 

   
Fig. 3 The effect of doctor tip shape on printability: 
thickness of 0.15 mm, pressure of 5 bar and velocity 
of 5 m/min applied. (A) bevel, (B) lamella, (C) round 
 

   
Fig. 4 The effect of operating velocity on printability: 

lamella tip, thickness of 0.2 mm and pressure of 5 bar 
applied. (A) 0.5, (B) 4.5, (C) 8.5 m/min 

 

    

Fig. 5 Optimization of mechanical factors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롤투롤 인쇄공정에서 미세 

패턴의 인쇄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적 인자를 
선정하고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계적 인자들이 잉크전이

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며, 이는 롤투

롤 공정을 이용한 미세패턴 인쇄의 최적 조건

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인자들의 영향을 
고려한 실험이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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