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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the drying and curing characteristic of conductivity metallic ink on-line curing device in order

to improve the curing time for productivity in RFID Gravure printing. The curing process is carried out to increase the

electric conductivity after the metallic ink is printed on the substrate. The metal ink is composed of nano- sized silver

or copper particles. In this research, the combined IR and Hot air curing system is used and its results is compared with

those of oven, IR and Hot Air type respectively. Generally the curing time in the past is about 3 minutes. But the combined

system (IR+Hot Air) in this research shows that curing time is less than 30 seconds. These results is much faster than

those of other system. This study can be help to make Roll-to-Roll drying and curing process for mass and continuous

production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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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RFID 방식은 비접촉형 자동식별 기술로써 사물에

초소형 칩(chip)과 안테나를 태그 형태로 부착 하여, 정

보를 무선 주파수로 네트워크에 전송 처리하는 기술이

다. 최근 RFID방식의 전자회로 패턴을 인쇄하는 기술

이 정보화 시대를 실현시키는 핵심 기술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핵심 소재인 전도성 잉크는 대부분 실

버 나노 잉크가 사용되고 있다. 전도성은 일반적으로

비저항으로 표시되는데 전기 전도율의 역수로 단위는

Ωcm로 나타낸다. 은의 경우 1.62×10-6 Ωcm의 비저항

을 갖는다.

이러한 전자회로 패턴을 값싸게 제작하기 위해서 현

재 연구되는 것은 인쇄식 방식으로 전도성 금속잉크를

사용하여 그라비어(Gravure)인쇄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하지만 RFID의 건

조 및 큐어링은 그라비어 인쇄로 저가의 RFID 태그를

제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외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량생산을 하기 위

해서 연구되는 것은 안테나의 저항을 최소화 하고 건

조 및 큐어링공정 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RFID 태그용 건조장치가 건조 및 큐어

링시간이 3분 정도로 길기 때문에 다른 공정에서 이루

어지거나 같은 공정에서는 매우 저속으로 진행되고 있

다. 대량생산과 연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기존 금속잉

크의 건조에 사용하는 오븐건조 방식을 RFID 태그의

수요 증가에 따라 연속공정(Roll To Roll)인쇄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건조와 큐어링에서 온라인방식을 채†E-mail : jaihyole@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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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하여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열풍을 이용한 건조

방식의 실험에 사용된 기존의 충돌 제트노즐(Imping-

ing jet nozzle) 논문을 검색해보면 전도성 잉크를 사용

하는 인쇄방식에서 건조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

고, RFID 방식의 전자회로 패턴과 같은 전도성 잉크의

건조 특성에 관한 연구 자료가 거의 없었다[1-8]. 

적외선 건조방식의 경우 빛의 복사에너지를 이용한

복사열전달로 인해 열 손실 없이 85% 이상의 에너지

를 모재에 전달할 수 있다[9-10]. 건조 및 큐어링에 사

용되는 근적외선(Near Infrared Radiation)의 파장 영역

은 0.8~1.5 µm이다. 근 적외선은 다른 영역의 적외선

보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열 침투력이 높아 건조효과

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건조방식이다. 특히 적외선의 경

우 열풍 건조방식보다 낮은 온도에서 건조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며 장치의

크기를 줄이고 소음을 적게 하며 조작이 간편하여 에

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11].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븐형 건조 및 큐

어링장치를 컨베이어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열풍 건

조 장치를 비롯하여 적외선 건조 장치 등 다양한 건조

장치들을 병용 하였을 때의 건조 특성에 관한 연구 또

한 진행하여 전도성 잉크의 건조 성능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건조 조건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속적인 생산을 위해서 온라인 성능향상

및 연속공정에서 인쇄 깊이에 따른 전도성 잉크의 건

조특성에 관한 연구로써 인쇄 롤 패턴의 깊이에 따른

실험적 분석과 열풍 건조 방식, 적외선 건조방식을 비

교 분석하고 열풍과 적외선을 병용한 건조 방식을 통

하여 하나의 라인 안에서 건조 및 큐어링 시간을 줄여

대량생산과 건조 성능향상을 위해 연구하였다. 

실험에 관한 변수들은 가장 기본인 건조 방식의 변

화에 따른 저항의 차이와 건조 온도, 건조 시간, 패턴

의 셀 깊이 값에 따른 변수를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실

험 매체는 RFID 안테나와 같은 전자회로 패턴 인쇄에

사용되는 Parelec사의 전도성 잉크를 이용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실험 장치

전도성 잉크의 건조 방식의 변화에 따른 건조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한 건조 방식 중 하나로 본 실험에는

Fig. 1과 같은 오븐이 사용되었다. 허용 온도 범위는

250oC~300oC까지 가능하며 0.1oC단위로 제어가 가능

하게 주문 제작된 오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적외선

및 열풍 건조 방식의 큐어링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건

조 장치로서 본 실험에는 Fig. 2와 같은 건조 장치를

사용하였다.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인쇄 및 큐어

링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컨베이어

형태의 건조 장치로서 열풍 건조 장치 사이에 적외선

건조 장치를 위치시켜 적외선 및 열풍 건조 방식 단독

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적외선 및 열풍 건조 장치를

병용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컨베이어 형태의 건조 장치의 건조 구간이 2.3 m 이

므로 표준 건조길이 5 m에서 건조 속도15 MPM, 11

MPM, 5 MPM, 2.5 MPM, 1.5 MPM, 1 MPM, 0.72

MPM (m/min)이 된다.

Table 1은 본 실험에 사용한 전도성 잉크의 물성치

정보이다. Parelec 사의 Parmod VLT 잉크를 사용하였

Fig. 1. Oven curing device.

Table 1. Properties of Parelec ink: Parmod VLT

Pigment Solvent
Solid

Content
Viscosity

Speciffic

gravity

Silver
N-protein

acetyl

~83

weight %
30~50 kcP ~3.2 g/ml

Fig. 2. Conveyer drying and cur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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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된 모재는 SKC의 SH34P 100 µm PET 필름이

사용되었다. 프린팅 장비로는 Fig. 3과 같은IGT Test-

ing System사의 IGT Printability Tester F1장비를 사용

하여 인쇄력은 200N 으로 일정하게 유지 하였으며 패

턴 롤 셀 깊이(33, 31, 30, 29); 스크린각 53o; 스타일

(style)130o인 테스트용 에니널스판(anilox discs)를 사

용하였다.

2.2. 실험 방법

큐어링의 목적은 인쇄 공정에서의 솔벤트와 같은 첨

가제 및 용제들의 제거를 위한 건조 후에 전기 전도도

의 향상을 위한 전도성 잉크를 경화시켜 주는 것이다.

건조 공정의 경우 비교적 낮은 건조 온도에서 짧은 건

조 시간만으로도 건조 과정이 완료된다. 그래서 본 실

험에서는 건조 공정과 큐어링 공정을 한 공정에서 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큐어링 온도 및 시간

조건으로 건조 과정을 같이 진행한다.

실험은 프린팅 장비를 이용하여 전도성 잉크를 PET

필름에 인쇄하고 이 필름을 컨베이어형 열풍 및 적외

선 병용 건조 장치에서 열풍 건조 장치와 적외선 건조

장치를 단독으로 작동시킬 때와 같이 열풍+IR을 병용

해서 작동시킨다. 건조 및 큐어링온도 변화는 열풍 건

조 장치에서는 120oC, 135oC, 150oC로 하였고 적외선

건조 장치에서는 80oC, 100oC, 120oC, 150oC로 하였다.

열풍 및 적외선 병용 건조 장치에서는 기본 열풍 장치

온도 120oC, 135oC, 150oC에서 적외선 장치에 가해지

는 전력량을 각각 1160W(80oC), 3250W(100oC), 3760W

(120oC), 3946W(150oC)로 적용하였다. 건조 시간 변화

8초, 13초, 26초, 52초, 130초, 180초에 따른 PET 필름

의 저항 변화를 측정한다.

실험 데이터의 건조 조건에 따른 인쇄 깊이 측정을

위한 오븐건조, 열풍건조, IR+열풍건조 조건에 따른

IGT패턴의 셀 깊이(33 µm, 31 µm, 30 µm, 29 µm) 값

의 인쇄 깊이 측정을 위한 Fig. 4 Nano Scan전자 현미

경 장비를 이용하여 PET필름에 인쇄된 전도성 잉크의

건조 상태에 따라 변화되는 깊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정밀한 저항 측정을 위해 AIT 사의 측정 범위

가 1 m/sq 2 /sq인 4-point probe 저항 측정 장비인

CMT-100MP 제품을 사용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실험 결과

Parelec 사의 전도성 잉크 제품 카탈로그 상의 큐어

링 온도가 150일때 큐어링 시간 변화에 따른 비저항

변화를 Fig. 5의 (A)그래프와 같이 큐어링 온도가

150oC 일 때 큐어링 시간이 최소한 1분 이상이 경과

하여야 소성 과정이 일어나게 되며 약 3분 이상의 큐

어링 시간이 진행되면 소성과정이 완료되어 비교적 일

정한 비저항을 보이게 된다.

온라인상에서 3분 정도의 큐어링 시간을 갖기에는

큐어링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낮은 비저항을 가지면서도 큐어링 시간

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Fig. 5는 오븐 건조 장치에서 큐어링 온도가 150일

때 큐어링 시간 변화에 따른 비저항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arelec 사의 제품 카탈로그 상

의 저항과 기초 실험 결과 비저항이 큐어링 시간의 변

화에 따라 같은 형태의 경향성을 보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 된 전도성 잉크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였다. 

이를 근거로 오븐 건조 장치, 열풍 건조 장치, 적외

선 건조 장치, 열풍+IR병용 건조 장치의 건조 방식의

Fig. 3. Gravure printing device.

Fig. 4. Nano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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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전도성 잉크의 건조 성능 비교 실험을 실

시하였다.

Fig. 6 실험 결과 열풍, 열풍+IR 건조가 오븐 건조 보

다 초기 저항이 낮았으며 짧은 시간 안에 낮은 저항에

도달 할 수 있다. 열풍+IR건조의 경우 IR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본 열풍 온도가 높아질수록 PET필름의 모제

가 견디는 온도는 낮아졌고 열풍135oC+IR80oC~100oC

에서 오븐건조 150oC기준 3분 데이터를 비교실험 결과

가장 좋은 데이터 값을 볼 수 있다.

Table 2는 각각의 셀 깊이(33 µm, 31 µm, 30 µm,

29 µm) 값에 따라 오븐건조3분 후의 큐어링의 비저항

값과 같은 저항을 가질 때의 걸린시간을 나타낸 표이

다. 표에서 X로 표시된 것은 모재가 견디지 못하고 변

형이 일어난 것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의 (A)에서 IR100oC+Hot-air135oC와 IR80oC

+Hot-air150oC 방식이 26초로 메이커의 3분에서 0.5분

정도로 짧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B), (C), (D)에서는

IR80+Hot-air150가26초가 가장 걸린 시간이 적게 걸리

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셀 깊이에 관계없이 IR80+Hot-air150와

IR100oC+Hot-air135oC가 26초로 가장 최적인 것으로

실험결과가 나왔다. 

결론으로 오븐형 큐어링 장치를 컨베이어 형태로 바

꾸기 위해 열풍건조, 적외선건조, 열풍 및 적외선 병용

건조 장치를 사용하여 전도성 잉크에 대한 건조특성을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열풍, IR+열풍 건조가 오븐 건조보다 초기 저항이

낮았으며 짧은 시간 안에 낮은 저항에 도달 할 수 있고

IR의 영향으로 인하여 PET필름이 견디는 온도는 낮아

졌다. 오븐 건조보다 열풍, IR+열풍 건조방식의 건조시

간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Parelec 잉크의 경우

열풍 건조 온도가 135oC, 150oC에서 IR 램프의 온도가

80oC~100oC에서 최적의 건조 성능을 보였다.

또한 Parelec잉크 제품 데이터 150oC 큐어링 권장시

간 180s를 기준으로 오븐건조, 열풍건조, IR+열풍 건

조 조건의 IGT 패턴의 셀 깊이(33 µm, 31 µm, 30 µm,

29 µm)값의 건조에 따라 최적의 큐어링 시간을 볼 수

있다.

IGT 패턴의 셀 깊이(33 µm, 31 µm, 30 µm, 29 µm)

값의 비교 실험 결과 33 µm에서의 저항 값이 가장 낮

은 건조 조건을 볼 수 있다. 셀 깊이 값이 낮아질수록

낮은 온도의 IR100oC, IR+열풍병행 건조로 조건에서

Fig. 5. Catalogue data and experimental data after oven

curing. Fig. 6. Experimental data with chang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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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는 현상을 볼 수 있고 높은 온도의 건조로 에서는 온

도가 올라갈수록 튀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를 통하여 열풍 및 적외선 병용 건조 장치를 이용

할 경우 전도성 잉크를 사용하는 인쇄방식의 건조 성

능을 만족시키면서 건조 및 큐어링 시간을 단축 할 수

있고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븐형 큐어링

장치를 컨베이어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지며 전자

회로 패턴을 값싸게 대량 생산 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건조 장치 병용 조건을 찾는 경제적 측면과 공간적 측

면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RFID 기술에서 세계적

으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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