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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optimal process condition was induced about the pillar arrangement process of applying the screen

printing method in the manufacture process of vacuum glazing panel. The high precision screen printing is technology

which pushes out the paste and spreads it by using the squeegee on the stainless steel plate in which the pattern is formed.

The screen printing method is much used in the flat panel display field including the LCD, PDP, FED, organic EL, and

etc for forming the high precision micro-pattern. Also a number of studies of screen printing method have been conducted

as the method for the cost down through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The screen printing method has many

parameters. So we used Taguchi method in order to decrease test frequencies and optimize this parameters efficiently.

In this study, experiments of pillar arrangement were performed by using Taguchi experimental design. We analyzed

experimental results and obtained optimal conditions which are 4 m/s of squeegee speed, 40°of squeegee angle and

distance between metal mask and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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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진공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를 진공상태로 유지해

전도, 대류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단열성

능이 건물 벽과 유사한 고기능성 유리를 말한다[1]. 진

공유리를 제작 생산함에 있어 유리 사이의 공간에 진

공을 유지하기 위한 진공 작업 시 진공력에 의하여 유

리와 유리의 면이 접촉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방

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유리 사이의 공간에 pillar가

배치된다. 미국에서 개발된 구슬 모양의 pillar와 호주

에서 개발된 실린더 모양의 pillar가 선행 연구로 실시

되었으나 pillar 배치 공정이 별도의 주형에 의해 제작

되거나 디스펜싱(dispensing) 방식에 의하여 배치되기

때문에 공정시간이 길어지거나 pillar의 본래 형상을 유

지하기가 힘들다[2-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크린 인쇄법을 적

용하여 pillar를 배치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스크린

인쇄는 기존의 섬유나 종이 등의 일반적인 인쇄 영역

을 벗어나 점차 고정밀 미세 패턴으로 기술이 발전되

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토대로 전자 및 디스플

레이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LCD, PDP,

유기 EL 등의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고정밀 미세

패턴을 형성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 

스크린 인쇄공정의 변수는 스크린에 도포되는 페이

스트(paste)의 물성치 및 유변학 특성, 도포된 페이스트

(paste)의 두께, 스퀴지(squeegee) 날의 경도 및 두께,

스퀴지(squeegee) 각도, 스퀴지(squeegee)의 인압, 스퀴

지(squeegee)의 속도, 스크린 메쉬의 크기 및 재질, 스

크린의 장력, 스크린과 인쇄 대상물과의 간격 등 매우†E-mail : osjun@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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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다. 이러한 공정 변수에 따라 배치하고자 하는

패턴의 본래 형상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유리 위에 원하는 사이즈의 pillar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스크린 인쇄장치의 공정조건에 대해 최적 조

건을 획득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프로그램인 미니탭 프로그램과

실험계획법 중 최적공정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많이 사

용되는 다구찌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pillar를 배치하

기 위한 스크린 인쇄 장치의 최적 공정 조건을 도출하

고자 한다.

2. 장치구성 및 공정변수 설정

2.1. 장치구성

스크린의 재질은 고정밀 인쇄공정의 경우 스테인레

스강(stainless steel)이나 컴포지션 스크린(composition

screen)이 사용되며, 개구부(opening)는 유제를 사용하

여 원하는 패턴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크

린의 재질은 스테인레스강(stainless steel)이며 스크린

에 형성된 개구부는 지름 500[µm], 높이 200[µm]를

갖는 실린더 형태를 하고 있다. Pillar의 배치 패턴은

정사각형의 패턴을 적용하였으며 배치 간격은 23[mm]

를 적용하였다.[5] 

2.2 공정변수 설정

진공유리용 Pillar를 하부 유리판 위에 배치하기 위

해 기초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시험을 통하여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 세 가지를 선정 하였다. 요소

세 가지는 스퀴지(squeegee)의 각도, 스퀴지(squeegee)

의 이송속도, 스크린과 유리와의 간격이며 공정 조건에

따라 페이스트(paste)가 메탈마스크의 개구부에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거나 메탈마스크를 누르는 압력이 너무

작아져 유리 위에 제대로 된 형상을 도포하기가 어렵

다. 또한, 스퀴지 이송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개구부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며 너무 느릴 경우 공정속도가

늦어지고 많은 양의 페이스트가 도포되는 문제점이 발

생한다. 제판과 유리의 간격은 너무 커질 경우 스퀴지

(squeegee)에서 제판을 누르는 압력이 커져 제판에 비

틀림 현상이 발생하며 너무 작을 경우 스퀴지

(squeegee)가 이송하면서 배치된 pillar로부터 판 분리

되는 속도가 느려져 제대로 된 pillar의 형상을 구현하

기가 어렵다. 

Fig. 1은 스크린 인쇄 장치의 공정변수를 나타내며

Fig.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스크린 인쇄 장치를 나타

낸다. Fig. 3(a) 는 스퀴지(squeegee)의 각도가 작고 인

쇄속도가 너무 빨라 Pillar의 지름이 작아지거나 부분

적으로 인쇄되지 않는 문제점을 나타내며 (b)는 스퀴지

(squeegee)의 각도가 크고 인쇄속도가 너무 느려 Pillar

의  지름이 퍼지는 문제점을 나타낸다.                                      

Fig. 1. Variables of pillar arrangement process.

Fig. 2. Screen printing equipment for pillar arrangement

on the glass.

Fig. 3. Problems according to th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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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험계획법

3.1. 다구찌 실험계획법

여러 가지 실험계획법 중 다구찌 방법은 최적화 기

술을 위해 요구되는 대부분의 방법보다 적은 노력으로

인쇄 공정 파라미터의 최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6].

다구찌 방법은 기존의 제어 불가능한 파라미터로 인

식되었던 환경조건, 기계적 오차나 잡음 등의 제어가

어려운 파라미터들이 실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

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Pillar 배치를 위한 스크린 인쇄 장치의 공정변수

에 대해 다구찌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실시

하고 실험 결과를 토대로 공정변수에 따라 Pillar의 지

름과 높이에 대한 영향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치된 pillar의 지름은 메탈마스크에 형성된 개구부

의 치수와 동일하게 배치되어야 하므로 손실함수는 망

목특성 적용하였다. 또한 높이의 경우 pillar의 높이가

높을수록 pillar를 통한 열손실이 감소되기 때문에 손실

함수는 목표치가 클수록 좋은 망대 특성을 적용 하였

다. Pillar에 대한 신호대 잡음비인 S/N비의 값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좋으며 S/N비는 유효한 신호를 잡음으

로 나눈 비를 말한다. 배치되는 pillar의 지름과 높이에

대한 손실함수인 망목특성과 망대특성의 S/N비는 식

(1)과 식(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6].

(1)

(2)

여기서, n = 실험의 수

         y = 측정 결과 값

3.2.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계획

진공유리 Pillar 배치 실험은 실험횟수를 줄이고 계

획을 간단히 구성할 수 있는 있는 직교배열표를 이용

하였다. 실험계획에서는 영향이 많은 요인 세가지를 기

준으로 실험의 목적으로 채택한 원인 또는 직접 실험

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으나 실험의 효율을 올리기 위

하여 선별한 원인을 인자(factor)라 하고, 실험을 하기

위한 인자들의 조건을 인자의 수준(level)이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자설정을 3수준 3요인으로 하였으며 이

에 따라 실험계획을 구상하였다. 

Table 1은 기초실험을 통해 획득한 공정변수 별 범

위를 나타내며 Table 2는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순

서 및 순서별 공정조건을 나타낸다

4. Pillar 배치 결과분석 및 최적공정

4.1. Pillar 배치 실험

Pillar배치 실험은 결과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교배열표의 계획에 따라 총 2번씩 9회 실시 하였으

며 배치에 사용된 유리는 소다라임유리

350 mm × 500 mm × 3 t를 사용하였다. Pillar 배치 공정

에 사용된 페이스트(paste)는 알루미나와 실리카기반의

무기화합물을 사용하였으며 pillar에 대한 결과 목표치

는 pillar의 지름과 높이 값을 측정하여 적용하였다.

Pillar의 지름은 디지털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 측정

하였으며 높이의 경우 디지메틱인디게이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유리 위에 도포된 pillar의 측정은 총 16곳

의 지름과 높이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값의 평균을 다

구찌 실험계획법의 목표 값으로 적용하였다. Fig. 4는

스크린 인쇄 장치를 통해 배치된 pillar를 나타낸다. 

4.2. 실험 결과 및 영향도 분석

공정조건이 pillar의 지름과 높이에 대해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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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rol factors and level values

Group Factors
Level

1 2 3

A g (gap (mm)) 1.5 2.0 2.5

B θ (Squeegee angle (o)) 30 35 40

C v (Squeegee speed (mm/sec)) 25 40 55

Table 2. L9(33) Orthogonal arrays of Taguchi method 

No. A B C

1 1 1 1

2 1 2 2

3 1 3 3

4 2 1 2

5 2 2 3

6 2 3 1

7 3 1 3

8 3 2 1

9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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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도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된 지름과 높이의 결과 값

을 식(1)과 (2)에 적용하여 신호대 잡음비인 S/N비를

계산하였다. Table 3는 측정 한 pillar의 지름과 높이,

그리고 S/N비를 나타내며 Minitab(Ver. 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린 인쇄기의 공정조건이 pillar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2.1 Pillar 지름에 대한 영향도 분석

Pillar 지름에 대하여 망목특성을 적용한 결과 Fig. 5

와 Table 4와 같이 S/N비에 대한 주효과도를 나타내었

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특성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

며 각 인자에 따라pillar 배치 공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

리와 메탈마스크의 거리, 스퀴지(squeegee)각도, 스퀴

지(squeegee)이송속도 순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에 있어서 P 값이 작을수록 Pillar 지름

의 S/N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수 임을 나

타내게 된다. Table 5의 분산분석 결과 P값을 살펴보면

S/N비의 변화는 유리와 메탈마스크 제판과의 거리 A

에 대하여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Fig. 4. Pillars on the glass by screen printing machine.

Table 3. Experiment results and S/N ratio 

No.
d_1

(µm)

d_2

(µm)
S/N_1

h_1

(µm)

h_2

(µm)
S/N_2

1 496 484 35.2 160 155 43.9

2 471 501 27.2 139 142 43.0

3 492 510 31.9 136 126 42.3

4 494 503 37.9 140 137 42.8

5 484 508 29.3 128 140 42.5

6 468 469 56.4 167 158 44.2

7 517 491 28.8 152 138 43.2

8 556 494 21.6 125 126 42.0

9 481 503 30.0 149 142 43.3

Fig. 5. Main effects for S/N ratios of pillar diameter.

Table 4. Response table of S/N ratio for each factor

(Diameter) 

Level A B C

1 31.4 34.0 37.7

2 41.2 26.0 31.7

3 26.8 39.4 30.0

Delta 14.4 13.4 7.75

Rank 1 2 3

Table 5. Analysis of variance (Diameter)

Source DF SS MS F P

A 2 325.35 162.67 3.80 0.208

B 2 272.93 136.47 3.19 0.239

C 2 99.49 49.74 1.16 0.463

Error 2 85.67 42.84

Total 8 783.44

Fig. 6. Main effects for S/N ratios of pillar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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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Pillar 높이에 대한 영향도 분석

Pillar 높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 망대 특성을 적용한

결과 Fig. 6과 Table 5와 같이 S/N비에 대한 주효과도

를 나타내었다. 배치된 pillar의 높이에 영향을 많이 미

치는 요소는 스퀴지(squeegee) 각도, 스퀴지(squeegee)

이송속도, 유리와 메탈마스크의 거리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의 분산분석 결과 P값을 살펴보면 Pillar 높이의

S/N비 변화는 모든 인자들이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4.3. Pillar 배치공정의 최적화

측정된 pillar지름과 높이 값으로 계산된 S/N비 결과

에 따라 pillar 최적배치공정 조건은 Table 8과 같이 나

타난다.

요인효과 분석을 통한 최적설계 인자가 결정되면 다

구찌 기법의 예측 값과 실제 실험에 의한 결과 값의 비

교를 통한 재현성 검토가 필요하다. 식 (3)을 사용하여

인자별 S/N비와 결과 값을 예측 값을 계산할 수 있다[7].

(3)

여기서,

= 최적설계 안에서 평가 특성치 예측 값

 = 각 설계인자의 해당 수준별 평가 특

성치의 평균 값

 = 전체 실험에 대한 평가 특성치의 평균 값이다. 

다구찌 결과 예측에 따른 S/N비 값과 pillar의 지름

과 높이는 실제 실험한 결과 값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며 이는 예측 결과 및 다구찌 실험계획법

을 통한 pillar 배치 장치의 최적 공정조건 도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Table 9은 최적공정조건에

대해 다구찌 결과 예측을 실시한 결과이며 현재의

pillar 배치 공정이A1B1C1일 때와 최적공정조건인

A2B3C1의 조건으로 적용할 시 pillar의 지름과 높이 및

S/N비는 Table 10과 같이 나타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진공유리 pillar 배치공정에 있어 스

크린 인쇄 방식을 통한 배치를 제안 및 실시 하였다.

최적의 pillar형상을 얻기 위해 다구찌 방법을 이용한

실험에서 공정 조건들이 pillar의 지름과 높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다구찌 실험계획법과 통계프로그램인 미니탭을

이용하여 스크린 인쇄 공정 변수가 pillar의 지름과 높

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도를 알 수 있었으며 제판과 유

리와의 거리, 스퀴지(squeegee)각도, 스퀴지(squeegee) 이

송속도의 순으로 나타났다.û A2 B3 C1, ,( ) A2 B3 C3 2T–+ +=

û A2 B3 C1, ,( )

A2 B3 C3+ +

T

Table 6. Response table of S/N ratio for each factor

(Height)

Level A B C

1 43.1 43.3 43.4

2 43.2 42.5 43.0

3 42.8 43.3 42.7

Delta 0.38 0.84 0.69

Rank 3 1 2

Table 7. Analysis of variance (Height)

Source DF SS MS F P

A 2 0.069 0.035 0.03 0.970

B 2 1.609 0.804 0.73 0.578

C 2 0.765 0.382 0.35 0.743

Error 2 2.208 1.104

Total 8

Table 8. Optimal conditions 

Factors Optimal condition

g(gap ( mm)) 2.0

θ (Squeegee angle (o)) 40

v (Squeegee speed ( mm/sec)) 25

Table 9. Prediction results of pillar diameter and height

Level
S/N ratio Mean h and d (µm)

A B C

2 3 1 52.1 d : 478

2 1 1 43.8 h : 156

2 3 1 43.8 h : 155

Table 10. S/N ratio and average values according to the

present and optimum condition

Class
Present Optimum

Diameter Height Diameter Height

S/N ratio 35.2 43.7 52.1 43.8

Average (µm) 493 154 478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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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실험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공정조건 범위에서 Pillar의

지름과 높이에 대한 최적 배치 공정 조건으로는 제판과

유리와의 거리 2 mm, 스퀴지(squeegee) 각도 40o, 스퀴지

(squeegee) 이송속도 25 mm/sec임을 알 수 있었다.

(3) 미니탭의 다구찌 결과 예측을 이용하여 최적공정

조건의 S/N비와 평균 값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실제

실험의 결과 값과 비교해본 결과 지름은 3%, 높이는

10% 범위 내에서 일치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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