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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OLED디스플레이와 OPV에 사용되는 투명전극 

필름의 생산은 종래의 스핀코팅, 스퍼터링 

등의 진공증착 공정에 비해, 값싼 공정인  ESD, 

Air Hybrid ESD, Slot Die 등의 코팅기술로 

전도성 잉크를 이용하여 코팅하는 기술이 연구 

되고 있으나, 이들 또한, 연속적인 공정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롤투롤 나노, 

마이크로 그라비아 코팅기술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μm 이하의 코팅두께를 형성할 수 있는 나노, 

마이크로 그라비어 코팅장비의 핵심기술인 

코팅롤 패턴 최적설계와 보다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웹 서보 텐션기구 및 전체 시스템을 

정밀 제어하기 위한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PC직접 제어 방식을 채택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하드웨어 핵심장치인 웹 텐션 기구, 

잉크 주입장치, 코팅 유닛의 최적설계, 

시스템제어의 정밀성 향상을 위한 PC 제어기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코팅장비를 제작 

하여 OLED 와 OPV 소자의 설계대로 100% 

제작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공정실험결과 

20nm의 우수한 코팅두께를 구현 하였다.  

 

2. 나노코팅 연속생산공정장비 개발 

 
OLED, OPV 같은 인쇄전자소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전면 코팅이 필요한 투명 전극 층과 

부분 면 코팅이 요구되는 반도체잉크 및 접촉 

전극 층으로 구성되며, 전면 코팅이 필요한 

투명 전극 층의 두께는 40nm 이하, 부분면 

코팅이 요구되는 활성층 또는 발광층은 100-

200nm, 버퍼층은 50nm 이하, 접촉 전극층은 

1um 이상의 두께를 코팅해야 하는데 (Table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소자를 제작하기 

위한 나노, 마이크로 그라비어 코터 개발과 

공정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Fig.1 은 PC 제어 

나노, 마이크로 그라비어 코터의 제작 

사진이다.  
Table 1.Optimal coating thickness of OLED/OPV 

devices [1] 

Thin film layer 
Solid 

contents 

Wet coating 

thickness 

Optimal 

coating 

thickness 

Transparent 

Electrode (buffer 

layer) 

1~2% 1um under 40nm under 

Active layer 1~2% 10~50um 100~200nm 

EIL/ETL layer 1~5% 1~5um 50nm under 

Electrode 

Ag (nano 

particle 

60% 

above) 

- - 

 

Fig. 1. Developed nano and micro gravure coater and 

web tension and coating unit 

이 시스템의 특징은 텐션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 변화하는 정보를 줄이는 Idle Roller 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설계와 동기제어 기능의 

Infeeding 전,후의 Tension 을 독립 시키는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값비싼 잉크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하여 Dispenser, 코팅유닛의 

저진동 메커니즘 구성 및 Web Tension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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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한 서보 기구와 롤과 

Web 의 최적의 각도유지, 다양한 잉크의 

종류와 점도에 따른 건조기법의 최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Fig.2 는 

그라비어 롤의 패턴된 제판 형상이며 메쉬 

형태의 형상, 선폭, 각도, 롤 직경등에 따라서 

코팅 두께가 좌우됨으로 이의 최적설계 또한 

아주 중요하다 

 

 
Fig. 2. Optimum design of patterned roll and picture 

Fig.3 은 코팅속도 5mm/sec, 웹 각도 5 도에서, 

롤금형 직경 35mm, 45 각도의 경사선으로 패턴

된 롤금형으로 실험한 결과, 코팅두께 

11.9nm~16.9nm 와 거칠기 약 3nm 의 세계적인 

결과를 얻었다. 

 

Fig.3. The result of coating test 

 

3. 결론 
 

본 논문은 20nm 이하의 코팅두께를 

구현하는 PC 제어기반의 롤투롤 나노, 

마이크로 그라비어 코터 개발, 코터의 

핵심기술인 코팅 롤의 패턴형상 최적설계제작,  

그리고 실험 결과, 코팅 두께 11.9nm~16.9nm 와 

거칠기 약 3nm 의 세계최고 수준의 결과를 

얻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인쇄 OLED 

디스플레이, 인쇄 OLED 조명, 그리고 

인쇄 OPV 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산자원부 ATC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LINC 사업 및 중소기업청 

공정혁신사업의 결과물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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