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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k transfer is modeled and experimentally verified using roll-to-roll electric direct gravure printing process. The

ink transfer model based on the physical mechanism for the maximum ink transfer rate is proposed, and experimented

by the electric printing machine in FDRC for the relations of the maximum ink transfer rates to the printing pressure,

the operating speed, the operating tension, the surface roughness of substrates, and the contact angle between substrate

and silver ink. The free ink split coefficient and immobilized ink under the maximum ink transfer rate are calculated by

the physical parameter in a printing process and contact angle between substrates and ink. Numerical simulations and

experimental studies were carried out to verify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ink transfer mode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ink transfer model was effective for the prediction of the amount of transferred ink to the substrate in a

direct gravure printing systems.

Key Words : Roll-to-Roll Printing Process, Direct Gravure Printing System, Ink Transfer, Surface Energy, Surface

Roughness, Operating Tension.

1. 서 론

Printed Electronics란 전통적인 인쇄 기법으로 만들

어진 전자 소자 혹은 전자 제품을 의미한다. 기존의 유

리 및 Si wafer 기판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경우, 무겁

고 변형이 불가능하며 배치 공정 방식으로만 가공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을 이용할 경

우 전통적인 인쇄 방식을 이용한 연속적인 롤투롤(Roll

to Roll) 공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량 생산을

통한 제조 원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유연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연성

(flexibility)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1].

롤투롤 연속 공정 시스템은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롤을 통해 소재를 이송하면서 다양한 공정을 연속적으

로 수행하여 시각적인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는 필름,

펄프, 철판 등과 같이 소재의 폭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아 유연성을 가지고, 흔히 웹(web)이라는 단어로도

사용 된다[2].

전자 소자를 인쇄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는 일반적

으로 유연한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사용한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인쇄 방식에서 사용되는 웹

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생산할 수 있고 기계적 특징

또한 유사하여 전통적인 인쇄 공정에서의 풀림 롤에서

부터 감김 롤까지의 일련의 소재를 다루는 기술(web

handling)은 전자 소자를 위한 인쇄 공정으로의 전환이
†E-mail : khshin@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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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제 제품

을 인쇄 또는 코팅하는 기술은 복수의 인쇄 공정간 정

밀도와 인쇄 색감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전통적 인쇄

기술과는 상이하게 인쇄된 물질의 두께, 인쇄 표면의

거칠기, 인쇄선의 직진도, 복수의 인쇄 층간의 반응성,

등 최종 제품에서의 요구사항이 다름으로 인하여 전통

적인 방식에서의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서 전자 소자를

인쇄하기에는 부족하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잉크 전이 모델인

Walker-Fetsko 모델과 Three Parameter Ink Transfer 모

델을 통합하고 Mangin의 잉크 전이 실험[4]을 바탕

으로 전통적인 인쇄 공정에서의 인자들에 대한 잉크

전이 요소를 구성하고, 소재의 표면 거칠기와 소재와

잉크간의 표면 에너지 형성 요소를 추가하여, 잉크

전이 모델을 제안한다. Fig. 1과 같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인쇄 장비를 통하여 실험적

으로 검증한다.

2. 수학적 모델

2.1. 잉크 전이 모델

2.1.1 Walker-Fetsko 모델

Walker와 Fetsko는 1955년 신문 인쇄용 용지(News-

print) 인쇄에 대하여 Fig. 2와 같은 잉크 전이 현상을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경험적인 잉크 전이 모델을

발표하였다[5].

인쇄 판에 있는 잉크 양에 대하여 피 인쇄체인 종이

에 전이된 잉크 양의 관계로 표시하는 잉크 전이량 방

정식을 개발하였다. 이는 인쇄 판과 피 인쇄체 사이에

서 발생하는 거시적인 전이 기구에 입각하여, 실험 결

과에서 나타나는 곡선을 정확하게 수학적인 식으로 표

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Walker와 Fetsko의 잉크 전이 방정식에서 사

용된 인자들에 대한 명확한 물리적 규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쇄 공정 상에서 수반되는 잉크의 고속

신장 현상이나 잉크의 점도에 대한 미시적 관계를 포

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인자들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 잉크 전이량에 대한 예측에서 인자들

간의 행렬 조합으로 예측이 불가능 하며, 낮은 잉크 피

복률을 가지는 경우에는 실험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

는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6].

2.1.2 Three Parameter Ink Transfer 모델

Zang은 Walker와 Fetsko의 잉크 전이 방정식에서 인

쇄 판의 잉크 중에서 피 인쇄체에 고정되지 않은 자유

잉크의 양을 나타내는 Splitting Parameter를 변형하여

Three Parameter Ink Transfer 방정식을 제시하였다[6].

Zang의 모델은 High Level 잉크의 경우 인쇄 판에서

피 인쇄체로 최대 잉크 전이가 일어나는 잉크 자체의

힘이 충분하고, 인쇄 판의 선속도와 피 인쇄체의 선속

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잉크를 전이 시키고자 하는 분

리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방정식이

다. 또한 인쇄 면의 평활도를 나타내는 Printing

Smoothness Parameter의 경우에는 인쇄 롤의 가공 정

밀도 향상과 피 인쇄체의 평활도가 향상됨으로 인해

더 이상 잉크 전이 방정식에서의 영향이 크게 감소됨

에 따라 인자에서 제거하였다.

Zang은 인쇄 기구에 대한 거시적 표현에 잉크의 신장

과 인쇄 기구의 회전으로 인한 잉크의 분리력 등 미시

적인 표현까지 잉크 전이 방정식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잉크 전이 방정식에서 Smoothness Parameter를

제거한 것과 Splitting Parameter를 변형하여 표현한

Maximum Splitting Parameter의 인자 값이 기하학적인

표현에 의존하여 선정 되어 있어 실제의 복잡한 조건

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킴으로써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측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Fig. 1. A configuration of multi-layer e-printing system.

Fig. 2. The scheme of ink transfer from a printing plate

to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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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면 에너지 모델

표면에너지를 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모델은 Sessile

Drop 방식을 이용한 접촉각 측정 모델이다[7]. 접촉각

은 Fig. 3과 같이 정의되며 Young's Equation인 식(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γSV = γSL + γLVcosθ (1)

공기의 흡착력이 미약하다고 가정하면,

γS = γSL + γLcosθ (2)

Dupre Equation에 의한 Work of Adhesion은 다음과

같다.

(3)

Young-Dupre Equation은 식(2)를 식(3)에 대입하면

식(4)와 같이 주어진다.

(4)

고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을 극성 성분과 비 극성 성

분으로 분해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각 성분의 합은 전

체 고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으로 나타낼 수 있다.

γ = γp + γd (5)

Geometrical Mean Method를 통하여 고체와 액체 사

이의 응착에너지(Wa
SL)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6)

식(6)을 식(4)에 대입하면 고체 표면에 작용하는 극

성 성분의 힘과 비 극성 성분의 힘 그리고 고체와 액체

의 흡착력으로 인해 형성되는 접촉각과의 관계식은 다

음과 같다.

(7)

고체 표면의 극성 성분의 힘과 비 극성 성분의 힘을

구하기 위하여 표면에너지 값을 알고 있는 두 종류의

액체를 이용하여 접촉각을 측정, 연립방정식을 계산하

면 된다.

또한 고체 표면에 작용하는 표면장력은 Lewis Acid

Base Method를 이용하여 Lifshitz Van der Walls 성분

과 Lewis Acid Base 성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식(8)과

같이 선형 조합으로 이루어 진다.

(8)

이를 통한 Work of Adhesion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9)

(10)

따라서 고체 표면의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표면

장력 값을 알고 있는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용액에 대한

고체 표면의 접촉각을 측정하여, 이를 식(10)에 대입하

여 해를 얻을 수 있다.

3. 잉크 전이 모델 확장

3.1. 잉크 전이 인자 관계 분석

잉크 전이 인자 관계 분석에서 전통적인 인쇄 방식

에서의 적용 가능 인자(장력 미 인가시의 표면 거칠기,

인쇄 압력, 인쇄 속도)에 대해서는 Mangin의 잉크 전

이 실험[4]을 근거로 잉크 전이와 인자간의 관계 분석

을 선행적으로 수행하고, 소재와 잉크 간의 표면 에너

지 인자는 인쇄 시 발생하는 소재와 잉크 간의 물리적

관계 분석을 통하여 잉크 전이 모델을 확장 하였다.

3.1.1 표면 거칠기와 잉크 피복률

Walker와 Fetsko의 잉크 전이 방정식에서는 표현 되

어 있지 않지만, 모든 소재들은 자체의 거칠기를 가지

고 있다. 플라스틱 필름의 경우, 분말 상태의 원료를

용융하여 뽑아내는 제조과정을 거치므로 표면의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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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tact angle between Sessile drop and solid substrate

in the equilibrium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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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미약하지만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잉크 전이

모델에서의 표면 거칠기(Rp) 인자는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기 인쇄판에 있는 잉크의 양(X)에 대한 전이

된 잉크의 양(Y)으로 표현되는 최대 잉크 전이율과 표

면 거칠기의 관계는 Fig. 4를 통하여 식(11)과 같은 관

계가 있음을 얻을 수 있다.

(11)

기존의 잉크 전이 방정식들의 대부분은 펄프 기반의

종이 인쇄를 표현하였다. 이 경우 펄프의 모세관 현상

과 흡수성 현상이 발생하므로 피복률에 대한 인자가

첨가된다. 그러나 플라스틱 필름의 인쇄와 같이 피 인

쇄체 자체의 흡수성을 가지지 않고, 인쇄체에 잉크 량

이 많은 경우(기준: 5 g/m2) 대부분의 인쇄 면에서 잉

크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전이가 발생하므로 최대 잉크

피복률 값을 가지게 되며 이는 ‘1’이다.

3.1.2 잉크 고정량과 인쇄 인자

잉크 고정량은 잉크의 흡수율과 고정화율(B, the

immobilization function)의 곱으로 표시된다. 잉크의

흡수율의 경우, 필름과 같은 침수성을 가지지 않는 피

인쇄체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므로, 실제 플라

스틱 인쇄의 경우에는 값이 없거나 매우 작은 값을 가

지게 되므로 잉크 전이의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게 된

다. 또한 흡수율과 고정화율의 경우 이를 정량적인 인

자 값으로 획득하기가 난해하다. 그러므로 잉크 고정량

에 대한 물리적인 인자로의 새로운 전개가 필요하다. 

물리적 인자로 잉크 전이에 대한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물리적 혹은 기계적 인자들은

인쇄 시 압동롤이 인쇄 롤을 누르는 인쇄 압력(P), 피

인쇄체인 웹의 인쇄 속도(V) 그리고 피 인쇄체인 웹의

표면 거칠기(Rp)이다. 이러한 물리적 인자들 각각이 잉

크 전이에 미치는 영향은 Fig. 4와 5를 통하여 알 수

있다.

Fig. 5와 6을 이용하여 잉크 전이와 인쇄 압력, 인쇄

속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2)

(13)

따라서, 식(11)~(13)을 종합하면 잉크 전이율(Y/X)에

대한 인쇄 압력, 인쇄 속도 그리고 표면 거칠기의 상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14)

Y X⁄( )Max∞Rp

Y X⁄( )Max∞ P

Y X⁄( )Max∞1 V⁄

Y X⁄( )Max∞Rp P V⁄⁄

Fig. 4. The ink transfer rate via surface roughness.

Fig. 5. The ink transfer rate via printing pressure.

Fig. 6. The ink transfer rate via print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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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Walker와 Fetsko 잉크 전이 방정식에서 잉크의

고정량(B’)과 잉크 전이율 관계가 비례관계인 것과 같

은 것이므로, 잉크 고정량과 인쇄 압력, 인쇄 속도 그

리고 표면 거칠기 사이에는 식(15)와 같은 관계가 성립

함을 알 수 있다.

(15)

잉크의 고정량과 인쇄 압력, 인쇄 속도 그리고 표면

거칠기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쇄 면과 잉크 간의 표면

에너지를 이용하면 항등식의 관계로 변형 할 수 있다.

잉크 고정량은 인쇄 면의 표면 상태와 잉크의 점도에

종속되는 값이므로 이는 인쇄 면과 잉크 간에 이루는

접촉각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식(15)는 식

(16)으로 나타낼 수 있다.

(16)

인쇄 면과 잉크는 각각의 표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

으며,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접촉하고 있는 소재와 잉

크의 각도가 잉크의 전이에 영향을 주게된다.

3.2. 잉크 전이 모델과 의미

Walker와 Fetsko의 잉크 전이량 방정식을 최대 잉크

피복률(f)을 고려하고 잉크 전이율에 대한 방정식으로

변형하면, 다음 식(17)과 같다.

(17)

식(16)에서와 같이, 잉크 고정량은 인쇄 압력, 인쇄

속도 그리고 표면 거칠기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식(16)

을 식(17)에 대입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최대 잉크

전이율 방정식인 식(18)를 얻을 수 있다.

(18)

잉크 피복률이 ‘1’의 값으로 일정한 경우, 잉크의 응

집력은 회전하는 인쇄체와 피 인쇄체의 원심력에 비하

여 매우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자유 잉크 분

리율은 인쇄체와 피 인쇄체 반경의 상대적인 비로 값

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쇄체와 피 인쇄체의 반경이

같을 경우 각 방향으로의 힘이 동일하므로 최대 잉크

분리율인 ‘0.5’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인쇄 면과 잉

크가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접촉각은 cosine 함수로

서, 접촉각이 큰 경우는 잉크 결합력이 강하여 잉크 전

이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된 식

(18)은 롤투롤 인쇄 공정에서 다루는 기계적 요소(인쇄

롤과 압동 롤의 비, 압동 롤의 누르는 압력, 인쇄 속도)

와 화학적 요소(소재와 잉크의 표면에너지에 따른 접

촉각, 소재의 표면 거칠기)를 포함하며, 연산의 결과는

인쇄 롤에 묻어 있는 초기 잉크의 양에 대한 전이된 잉

크의 양으로 도출 된다.

4. 실험적 검증

4.1. 표면 거칠기

인쇄되는 필름은 일정한 표면 거칠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롤투롤을 이용한 연속공정 시스템에서의 인쇄

조건에서는 소재의 양단에 장력이 인가되고 있으므로, 필

름은 양단에 인가되는 장력에 의해 연신이 이루어진다.

소재의 표면 거칠기는 인가되는 장력 값에 따라 변화한

다. 이러한 장력에 따른 표면 거칠기를 interfe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측정하고,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제거한 평균 값을 구하

였다.

4.2. 표면 에너지

인쇄 면의 표면 에너지는 표면 에너지 값을 알고 있

는 세 종류의 시약을 이용하여 Sessile Drop 방식으로

접촉각을 측정하여 표면 에너지 값을 계산하였다.

잉크 전이율에 대한 제안된 모델(식(18))에서 나타나

있듯이 소재와 잉크간의 접촉각은 잉크 전이율을 결정

B∞Rp P V⁄

B' θ Rp P V⁄⋅cos=

Y X⁄( )Max f B' XMax⁄( ) 1 f–( )+=

Y X⁄( )Max f 1 f–( ) θ Rp XMax⁄( ) P V⁄cos+=

Table 1. Measurement results (surface roughness)

1 Kgf 2 Kgf 3 Kgf 4 Kgf 5 Kgf

1 69.21 70.10 71.87 73.14 73.55

2 57.52 57.66 57.13 57.98 58.17

3 385.07 302.22 271.47 80.42 49.90

4 128.11 121.81 115.93 89.77 82.01

5 136.50 108.70 91.06 60.18 49.50

6 72.88 70.14 67.89 59.46 56.02

7 70.42 70.88 66.00 51.23 44.11

8 70.99 60.39 57.19 45.69 42.99

9 524.55 520.10 487.50 401.10 383.9

10 67.10 58.65 58.97 56.10 55.20

최 대 524.55 520.10 487.50 401.10 383.90

최 소 57.52 57.66 57.13 45.69 42.99

평 균 125.04 107.86 100.05 66.04 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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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요 인자이므로, 장력이 인가된 소재(0~5 kgf/

mm2)와 점도가 상이한 silver 잉크의 접촉각을 총 8회

측정한 평균 값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Table 2의 결과는 식(18)의 접촉각(θ ) 인자로 대입하

여 최대 잉크 전이율을 결정하는 인자가 된다. 소재에

인가되는 장력이 증가(0~5 kgf/mm2)할수록 잉크와 소

재 간에 이루는 접촉각은 감소하게 되고 최대 잉크 전

이율은 접촉각을 cosine 함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잉크 전이율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잉크의 점도가 100cP에서 200cP로 증가됨에

따라, 잉크와 소재가 이루는 접촉각이 감소되는 것은

잉크와 소재의 결합력 증가로 인한 현상과 점도 증가

에 따른 잉크의 하중 증가로 인하여 접촉각이 감소되

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소재에 인가되는 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또한

잉크의 점도가 증가함에 잉크와 소재가 이루는 접촉각

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최대 잉크 전이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4.3. Direct Gravure Printing

Fig. 1의 Multi-layer e-Printing 장비의 첫번째 인쇄

구간에서 수행되었으며, 인쇄 롤의 지름은 150 mm,

압동 롤의 지름은 120 mm이다. 압동 롤이 누르는 압

력은 FSR 센서를 이용하여 실제 누르는 압력을 측정

하였으며, 평균 300 MPa의 압력이 인가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인쇄 속도는 전자 소자 인쇄를 위한 전도성

잉크의 건조 시간과 Multi-layer e-Printing Machine 건

조의 길이를 고려하여 3 m/min과 5 m/min으로 설정하

였다.

인쇄 롤은 직사각형 모양의 패턴이 롤 전체에 있는

것으로 선정하였으며, 패턴의 깊이는 20 µm이고 패턴

에 담기는 잉크의 무게는 0.04 g/m2이다. 이는 미세 패

턴의 경우 패턴 안의 잉크가 쉽게 건조되어 잉크 전이

에 악영향을 방지하여 패턴에 담기는 잉크의 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4.4. 실험 결과 및 분석

잉크 전이율 실험은 일정한 장력과 인쇄 속도를 갖

도록 인쇄 장비를 설정하고 일정한 점도의 잉크를 인

쇄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시뮬레이션 결과

와 비교 검토 하였으며, Multi-layer RFID Printing

Machine을 이용하여 수행한 잉크 전이율의 실험 결과

는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2. Measurement results of contact angle (SH34-Silver

ink)

Tension Viscosity Contact angle

1 Kgf
100 cP 40.25

200 cP 37.09

2 Kgf
100 cP 38.52

200 cP 36.17

3 Kgf
100 cP 36.31

200 cP 34.64

Fig. 7. Printing roll in the printing unit.

Table. 3. Experimental result for this study (Viscosity: 150cP)

Tension

[Kgf]

Speed

[m/min]

Viscosity

[cP]
전이량
[g/m2]

전이율
[%]

2.0 3.0 150 0.16035 40.088

4.5 3.0 150 0.1595 39.875

2.0 5.0 150 0.1592 39.800

4.5 5.0 150 0.15805 39.513

Fig. 8. Experiment result of the ink transfer rate (150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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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를 잉크 전이율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면 약 92%의 잉크 전이율 예측을 보여주고 있

으나 4.5 kgf, 3 mpm의 실험에서는 24% 오차가 발생

하였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잉크를 희석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희석제의 양을 일괄적인 값으로 잉크 잔류 양

에 합한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자 소자 인쇄에 사용되는 소재의

거칠기와 소재와 잉크의 표면 에너지 특성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인쇄를 이용한 잉크 전이율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험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연속 공정 인쇄 기술에서 전자 소자의 연속

공정 인쇄 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적인 인쇄 공정

기술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쇄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행 착오에 의해 결정되는 값들을 제시된 모

델을 이용하여 각 인쇄 조건에 대한 잉크 전이량을 예

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적 인쇄 조건을 설정함에 비

용적인 절감효과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인쇄 공정에서 잉크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 속도, 압동롤 압력, 인쇄 장력 요소에 소재의 거

칠기와 소재와 잉크의 표면 에너지 요소를 추가하여

인쇄 롤에 있는 초기 잉크량에 대비하여 잉크 전이량

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쇄 장력에 따른 소

재의 거칠기와 소재와 잉크의 표면 에너지에 대한 데

이터를 측정을 통하여 수학적 모델에 측정 데이터를

대입함으로써, 잉크 전이율을 예측하였으며, 롤투롤 연

속 공정 장비를 이용한 인쇄 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

써 본 논문을 통하여 제안하는 잉크 전이율 모델을 검

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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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rimental result for this study (Viscosity: 100cP)

Tension

[Kgf]

Speed

[m/min]

Viscosity

[cP]
전이량
[g/m2]

전이율
[%]

2.0 3.0 100 0.1600 40.01

4.5 3.0 100 0.1592 39.81

2.0 5.0 100 0.1595 39.87

4.5 5.0 100 0.1589 39.71

Fig. 9. Experiment result of the ink transfer rate (100c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