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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k transfer process from the printing roll to the moving web was investigated using a CFD technique for the application

in R2R printed electronics. In line with the requirement that the web handling speed needs to be increased further for

the cost competitiveness, the effects of web moving velocity with relatively complex roll patterns were analyzed. To make

the present analysis more realistic, the numerical geometry and the ink properties were selected to match those of the

real printing production system. Our numerical results showed that both web handling speed and complex printing-roll

patterns influenced the shape of the transferred ink. As the web moving speed approaches towards 30mpm, a significant

distortion of the shape of the transferred ink occurred. In the range of pattern width smaller than 100 microns, a phase

distortion was also found to occur in all the printing-roll patterns considered in the present work but the ratio of the phase

distortion to the line width gets smaller as the width becomes smaller. Thus, the web handling speed and the shape of

printing-roll pattern will be important elements for the better printing quality under 100 micron line width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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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Roll-to-Roll(R2R) 공정은 그라비어 프린팅 방법과

결합되어 전자인쇄 분야의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

일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기법은

프린팅 롤(printing roll) 패턴에서 빠른 속도로 이송되

는 웹으로 잉크를 전사시킨 후 curing 및 건조과정을

거쳐 전자소자의 인쇄를 종료하므로 고속의 대량생산

이 가능하고 가격 대비 우수한 인쇄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유연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태양전지(solar-cell),

바이오 물질(bio material) 등과 같은 첨단 전자인쇄 제

품을 생산공정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이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생

산단가를 비약적으로 낮출 수 있는 R2R 인쇄기술이

현실화 된다면, 기존의 CVD 챔버 등을 통해 제작되어

왔던 다양한 전자소자의 생산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함으로써, 높은 생산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통해

디스플레이 및 대체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2].

본 연구는 전자소자 인쇄에 사용되는 R2R 프린팅

방식의 확대 적용을 위해, 생산효율에 크게 관련 되어

있는 웹의 이송속도와 복잡한 롤 패턴 형상이 잉크전

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함으로써 그라비어 프린

팅 분야의 유동해석 기반을 확립하고, 현재의 R2R 공

정이 갖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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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린팅 롤에서 웹으로 전사되는 잉크전달과정에 관

한 기존의 연구는 그 현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단순화

된 물리적 상황에 국한되어 있으며, 제한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적 기법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에 필요

한 많은 노력과 비용 그리고 단순화 과정에서 발생한

비현실성으로 인해 현재 R2R기술이 관련 산업에 직접

적으로 적용되기는 미흡한 면이 있다. 전산해석적 기법

의 발전에 따라, 실험으로 국한되었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잉크전달과정의 수치해석적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의 관

심에 비해 그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Lee and Na[3]의 잉크전달과정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에서는 curing과 건조시간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웹의 이송속도를 6mpm으로 제한하였다. 비록 이송속

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수치해석 기법을 도입하여 상당

히 현실적인 잉크전달 과정을 모사를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최근 잉크 제조(ink formulation),

curing 및 건조기술의 발달로 인해 후처리 시간이 단축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잉크전달과정에서 웹 이송속도

의 증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웹 이송속도의 증가가 잉크전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전자인쇄 소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

초적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Lee and Na[4]에서 고려되었던 프린팅 롤에

새겨진 패턴 형상의 복잡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패턴 형

상의 영향을 살펴보고, 대략 20 µm 정도의 미세두께를

갖는 패턴에서 잉크전달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프린팅

롤 형상이 잉크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이송과 매우 복잡한 미세패턴 하

에서의 잉크전달과정을 현실적으로 모사하고, 유동영

역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ANSYS사

에서 출시된 상용프로그램인 ANSYS-FLUENT 12를

사용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2.1 VOF 기법

잉크전달 과정에서는 잉크와 공기로 구성된 두 가지

상(phase) 에 대한 자유표면이 존재하면 이 자유표면이

시간에 따른 변화하므로, 상 경계면을 시간에 따라 추

적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상 경계면 추적을 위해서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VOF(volume of fluid)

모델을 사용하였다. VOF 모델은 다른 경계면 추적기

법에 비해 부피 보존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복잡한 형

상에서도 유동을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높지 않은 계산비용으로도 자유표면의 위상

학적 변화를 잘 제공[5]해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 채택

되었다. 

2.2. 형상의 단순화 과정 및 해석 조건

실제로 프린팅 롤은 하단부에 위치한 reservoir로부

터 잉크를 공급 받아온 후 움직이는 웹으로 그 잉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프린팅 롤 표면에는

웹에 인쇄하기 위한 다양한 패턴이 음각으로 새겨 있

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롤에는 단일 형상을 갖은

cavity 패턴이 새겨져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단순

화된 프린팅 기본단위 패턴은 실제적인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오차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앞서 설명된 잉크전달 과정을 위한 수치해석 영역

및 배치가 Fig. 1에 나타나 있으며, 해석에 사용된 각종

파라미터들에 대한 값들은 Table 1에 요약 되어있다.

해석에 사용된 형상 정보는 R2R 전자인쇄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것이나, 해석

시간의 단축을 위해 cavity 크기에 비해 롤의 직경이

상대적으로 작도록 구성하였다. 웹의 기준 이송속도는

기존의 논문[3,4]을 참고하여 6 mpm으로 결정하고 롤

러의 회전속도는 4 rad/s로 결정하여 롤러와 웹이 접촉

하는 위치에서 진행방향으로 상대속도가 발생하지 않

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인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Fig. 1. Schematic for numerical domain for ink transfer

process.

Table 1. Reference conditions (Case 1)

Parameter Value

Initial distance between cavity 

and substrate
10 µm

Cavity width and length 500 µm

Cavity depth 250 µm

Angle of cavity 10o

Roll diameter 50 mm

Web speed 0.1 m/s = 6 m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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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arelec사의 Sliver ink를 가정하여 그 물성치들을

결정하였는데, 수치해석에 필요한 값들은 Table 2에 정

리되어 있다. 

2.3. 웹의 이송속도 및 프린팅 롤 패턴

최근에 수행된 curing과 건조시간에 관련된 연구[6]

에 따르면 두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기존의 결과에 비

해 대략 5배 정도의 단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근

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3,4]에서 사용된

웹의 이송속도를 Table 3에서와 같이 2.5배 및 5배로

증가시킨 후 웹 이송속도의 변화가 잉크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잉크전달 과정 측면에서 인쇄 품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잉크전달량이 가장 중요한 척도이지

만, 원래의 롤 패턴의 형상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의

여부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비용 절감과

정밀한 인쇄 품질을 위해 다양한 프린팅 롤 패턴에 관

한 해석적 모델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7,8],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패턴 형상의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Fig. 2에 나타나 있는 여러가지 프린팅 롤

패턴의 조합을 통해 복잡한 미세패턴 하에서의 인쇄과

정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인쇄패턴의 물리적 크기

는 Table 4에 요약되어 있다. 

인쇄공정이 일어나는 주위 환경의 압력 경계조건은

대기압으로 설정하였으나, 웹과 롤은 각각 주어진 속도

로 움직이게 되므로 비정상상태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tetrahedral보다는 hexa-

hedral 타입의 격자를 구성하여 사용 하였으며, 사용된

격자 수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었다. 대

표적으로, Case 1의 경우 Cavity영역에서 50,200개,

Air영역에서 5,9800개의 격자를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대략 110,000개 정도의 격자를 사용하였고, 시간간격

(time step) 은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 ∆t = 10 × 10-5sec

로 설정하였다. 

3. 해석 결과

3.1. 웹 이송속도의 영향

웹의 이송속도가 잉크전달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가지 다른 이송속도를 가진

웹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교를 위해 유동의

물성치 값들은 고정시키고 단지 이송 속도에 따른 인

쇄 품질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Fig. 3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웹 이송속도의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인쇄

패턴의 가로 및 세로 크기가 각각 500 µm인 비교적

큰 정사각형 모양의 패턴(Case 1) 이 고려되었는데, 웹

의 이송속도가 증가 할 수록 인쇄된 패턴 형상의 왜곡

이 심해지면서 사각형의 옆면이 내부로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웹의 이송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

동의 관성(convection) 효과가 점성(viscous diffusion)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Fig. 3의 해

석 결과에서와 같이 고속이송에서 전달된 잉크의 형상

에 왜곡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유체의 점성효과를

Table 2. Reference properties of silver ink (Parelec Inc.)

Ink properties Value

Density ρ 2,000 kg/m3

Viscosity µ 0.3 Pa-s

Surface tension σ 0.06 N/m

Table 3. Ranges of web handling speed

Parameter reference 2.5times 5times

Web handling speed

(mpm)
6 15 30

Fig. 2. Various printing roll patterns considered in the

present study.

Table 4. Data of cavity patterns shown in Fig. 2

Cavity

shape

Width

or Length

(µm)

Line

Thickness

(µm)

Depth

(µm)

Case 1 square 500 500 250

Case 2 combined 500 100 250

Case 3 cross 500 100 250

Case 4 combined 100 20 50

Case 5 cross 100 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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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확산(diffusion) 현상의 정밀한 물리적 과정 및 sur-

face chemistry에 대한 정보를 본 연구에서는 확보할

수 없지만 웹 이송속도의 증가에 따른 품질의 저하 현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프린팅 롤 패턴의 영향

전자인쇄가 현실적으로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복잡

하고 미세한 회로 패턴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에 단순한 기본 패턴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합의 패턴

구현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3,4]에서 고려되었던 형상보다 조금 더 복잡한 패

턴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4에서는 Fig. 2에서 보인 다양한 패턴들에 대한

잉크전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 패턴의 폭은

Case 2,3의 경우 100 µm, Case 4,5의 경우 20 µm 이

고 웹의 이송속도는 기준속도인 6 mpm을 사용하였다.

Case 2와 Case 3의 경우 100 µm의 선폭을 인쇄 하

게 되는데, 기준 형상인 Case 1의 정사각형 패턴의 경

우와 비교해 볼 때, 인쇄의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세패턴인 Case 4와 Case 5

의 경우를 보면 선폭이20 µm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Fig. 3. Effect of web handling speed on transferred ink

shape for Case 1.

Fig. 4. Effect of printing roll pattern on the transferred ink

shape at t = 0.0003sec for v = 6 m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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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표면장력의 영향으로 인해

형상의 왜곡이 생기면서 인쇄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해석으로부터 패턴의 형상보다

는 패턴의 선폭이 인쇄의 품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고속 운행에서의 프린팅 롤 패턴의 영향

조금 더 현실적인 인쇄과정을 모사하기 위해 웹의

이송속도와 프린팅 롤 패턴의 형상을 동시에 변화시켜

가면서 잉크전달 과정을 확인해 보았다. 따라서, 웹 이

송속도를 30 mpm으로 변화시키고, 세 가지 다른 패턴

형상인 Case 2~4에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해 보았다.

웹 이송속도와 프린팅 롤 패턴의 변화를 동시에 적

용하여 해석한 결과, 각각 독립적으로 살펴본 경우에서

파악되었던 인쇄품질의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저속(6 mpm)의 웹 이송속도에

서는 비교적 좋은 잉크전달 품질을 보였던 Case 2와

Case 4의 경우에도 웹 이송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달

된 잉크 형상이 왜곡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 전달 면적

이 수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미세패턴인 Case 4

와 Case 5의 경우에도 웹의 이송속도의 증가에 따라

전달된 잉크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 할뿐만 아

니라 그 전달양도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R2R공정에서 웹 이송속도와 프린팅 롤 패턴의 형상

이 잉크전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CFD기법을 이용하

여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웹 이송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달된 잉크 형상의

왜곡이 증가하게 된다. 웹 속도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

으로 중요해진 대류현상이 왜곡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언급된 바와 같이 R2R공정의 장점이 현실

적으로 생산라인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웹 이송속도의

증가가 필수적인데, 이송속도의 증가가 급격한 품질 저

하로 이어진다는 결과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린팅 롤 패턴 형상이 잉크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00 µm 정도의 큰 선폭을 갖는 패턴의 경우

웹 이송속도가 낮다면 상당히 양호한 인쇄품질을 얻을

수 있으나, 선폭이 감소되어 대략 20 µm정도의 영역으

로 들어가면 표면장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

어 인쇄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두 가지 연구를 통해 인쇄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

소 중 가장 중요한 유동 파라미터는 웹 이송속도인 것

을 알 수 있었다. R2R기법을 통한 전자인쇄가 상용화

가 되기 위해서는 웹 이송속도의 증가와 더불어 미세

패턴의 정교한 인쇄가 필요하므로, 이번 연구에서 얻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점도나 표면장력, 접촉

각 등과 같은 잉크의 물성치 및 웹 재질의 개선을 통해

잉크전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

Fig. 5. Effect of both web handling speed and printing roll

pattern on the transferred ink shape at t = 0.0003sec

for v = 30 mpm.



60 김경훈·김소희·나양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9권 제2호, 2010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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