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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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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been

conducted as the method for the cost down through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Because of being the dot printing

method of the cylindrical shape not being the line printing method like the existing PDP barrier rib and phosphor, the

pillar arrays using the screen printing method is deposited in the hemispherical type not being cylindrical shape in the

existing printing process conditions. In this paper, the parameters were set on the screen printing device in order to deposit

the cross-sectional shape with the cone or trapezoid shape of the pillar in depositing the pillars used the screen printing

device for vacuum glazing. The cross-sectional shape slope of the pillar according to the parameters was measured. And

analysis the effect of the screen printing process conditions on the cross-sectional shape slope of pillars based upon the

result of being measured. The processing conditions were drawn to minimize the cross-sectional shape slope of p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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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크린 인쇄법은 LCD, PDP, OLED등의 평판디스플

레이 분야에서 고정밀 미세 패턴을 형성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절감을 위한 방법으

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 이러한 스크린

인쇄 방식은 진공유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외력

으로부터 내부 진공 간극을 유지하기 위해 배치되는 필

러를 인쇄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1-2]. 정사각형 패턴으

로 배치되는 필러는 유리와 접촉하는 면에 따라 유리에

서 원뿔형 크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러의 형상은 원기둥 형상을 하게 된다[3-4]. 스크린 인

쇄 방식을 이용한 필러 배치는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의 PDP 격벽 및 형광체와 같이 라인 인쇄방

식이 아닌 원기둥 형태의 도트 인쇄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쇄공정조건으로는 원기둥 형태가 아닌 반구

형태로 배치하게 된다. 이는 필러의 단면 형상 기울기

와 관계가 많으며 필러의 단면 기울기가 커질수록 반

구 형태로 배치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이러한 형태

의 필러는 유리 내부 표면과 필러간에 점 접촉이 일어

나게 되어 이로 인해 유리에서 응력 집중 및 자체파괴

를 유발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

존에는 별도의 주형을 이용하여 원기둥 형태의 필러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필러는 디스펜싱(Dispensing) 방

식에 의해 배치 되었다. 그러나 디스펜싱(Dispensing)

방식에 의한 배치는 마이크로 단위의 필러와 디스펜서

(Dispenser)간의 접촉면에서 발생되는 마찰 및 정전기

로 인해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고 손실되는 문제점이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 인쇄 장치를 이용한

진공유리용 필러 배치 시 필러의 단면형상을 원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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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대하여 공정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공정변수에 따

른 필러의 형상 및 단면 기울기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스크린 인쇄 공정 조건이 필러의 단면

형상 기울기(S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울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조건을 도출 하였다.

2. 진공유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필러 배치 실험에 앞서 필러의 단면 형상 기울기에

따라 유리에서 발생되는 응력 및 온도분포에 대한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다. 필러의

형태는 원기둥 형태를 적용하였으며 연속적인 패턴을

갖는 필러의 특성을 토대로 대칭 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 및 구성을

나타내며 각 구성에 적용된 재료의 물성은 소다라임유

리와 필러의 경우 고온의 소성공정 및 외부압력에 따

른 강도를 고려하여 인코넬의 물성을 적용하였다. 파라

미터는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기울기로 선정하

였으며 90[ o ] ~ 140[ o ] 사이를 5도 간격으로 기울기를

변환시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2.1. 단면형상에 따른 응력 및 온도분포

시뮬레이션의 경계 조건으로 대기압의 압력 0.1[Mpa],

내·외부 온도에 대하여 각각 20[oC], −9[oC]의 조건

을 부여하였다. 대류열전달계수는 각각 8[W/m2k],

20[W/m2k]로 설정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Fig. 3와

Fig.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에서의 응력 및 온도

분포는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단면 기울기가 커질

수록 내부의 온도는 향상 되었으나 필러와 유리면과의

접촉면에서 발생되는 응력은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실험장치

필러 배치를 위한 스크린 인쇄 장치는 라인시스템사

Fig. 1. Cross-sectional shape of pillar deposited by screen

printing.

Fig. 2. Schematic diagram of vacuum glazing model.  

Fig. 3. The stress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glass.

Fig. 4. Temperature and stress on the glass according to

the cross-sectional shape slope of p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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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정밀 반자동 인쇄기LSP-5040L 모델을 사용하였

으며 배치된 필러의 형상 및 단면 기울기 계측은 키엔

스사의 VK-9700K 모델을 사용하였다. 스크린 인쇄에

사용된 제판은 지름 400[µm], 두께150[µm]인 원기둥

형태의 개구부를 갖는 메탈 마스크를 사용하였다. Fig. 5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크린 인쇄장치와 3차원 계측

기이며 Table 1은 3차원 측정기의 사양을 나타낸다.

3.2. 실험방법

스크린 인쇄장치의 공정변수는 Fig.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스퀴지(squeegee) 압력, 유리와 메탈마스크

의 거리, 스퀴지(squeegee) 이송속도, 스퀴지(squeegee)

각도로 설정 하였다. 각 공정조건들의 범위는 기초실험

을 통하여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실험 계획은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3수준 4요인의 실험횟수 9회로

설정하였다. Table 3는 수립된 실험계획을 나타내며

100 mm × 100 mm 유리 위에 배치된 6개의 필러에 대

하여 단면 형상을 측정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법 중 다구찌법을 적용하여

스크린 인쇄 장치의 공정변수가 진공유리 간극 유지용

필러를 배치함에 있어 필러의 단면 형상 기울기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구찌법은 최적화 기술을 위

해 요구되는 대부분의 방법보다 적은 노력으로 인쇄

공정 파라미터의 최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5]. 통계적 분석에는 상용소프트웨

어 MINITAB을 사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실

험결과에 대한 종속 변수는 필러 단면 형상의 기울기

로 설정 하였으며 기울기의 크기가 작을수록 필러는

원기둥 형상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목표치가 작을수록

좋은 망소 특성을 적용하였다. 망소특성을 이용한 S/N

비는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변수에 대한 S/N

비는 유효한 신호를 잡음으로 나눈 것으로 크게 나타

나는 것이 좋다[6]. 

Table 1. Specification of VK-9700K

Item Specifications

Measuring 

range

Horizontal 1350[µm]

Vertical 1012[µm]

Height 

measurement

Measuring range 7[mm]

Display resolution 0.001[µm]

Repeatability 0.014[µm]

Width 

measurement

Display resolution 0.001[µm]

Repeatability 0.02[µm]

Fig. 5. Device used to deposit and measure pillars.

Fig. 6. Process parameters of screen printing device to

deposit pillar.

Table 2. Screen printing parameters and levels used in the

experiment

Group Factors
Level

1 2 3

A Ps(Force(kgf)) 10 20 30

B Dmg(Distance (mm)) 2 3 4

C
vs(Squeegee velocity

(mm/sec))
50 100 150

D θs(Squeegee angle (o)) 49 52 55

Table 3. L9 (34) Orthogonal arrays for experiments

No. A B C D

1 1 1 1 1

2 1 2 2 2

3 1 3 3 3

4 2 1 2 3

5 2 2 3 1

6 2 3 1 2

7 3 1 3 2

8 3 2 1 3

9 3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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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n = 실험의 수

         y = 측정 결과 값

4.1. 실험 결과 

Fig. 7은 실험계획에 따라 실험 후 배치된 필러의 단면

형상 계측 결과를 나타내며 Table 4는 각 실험별 기울기

계측 결과 및 S/N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인자간

의 교호작용은 배제하고 주 효과만을 분석하였다. 필러

의 기울기 측정 결과에 대하여 Table 5와 Fig. 8과 같이

S/N비에 대한 주효과도를 나타내었다. Fig. 8은 수평선

은 총 평균을 나타내며, 점은 각 수준에서의 평균을 말

한다.

필러의 단면 형상 기울기에는 유리와 메탈마스크간

거리의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스퀴지(squeegee)

압력, 스퀴지(squeegee) 이송속도, 스퀴지(squeegee) 각

S/N 10 log10

y1
2

n
---- 2

i 1=

n

∑–=

Fig. 7. Cross-sectional shapes of pillars.

Table 4. L4 Experimental results and performance evaluations

No. N1 N2 N3 N4 N5 N6 SN

1 155 134 148 126 131 116 -42.63

2 129 146 147 145 146 136 -43.04

3 131 128 126 122 118 110 -41.78

4 143 145 129 144 137 130 -42.81

5 142 141 132 133 123 142 -42.66

6 128 110 118 109 116 114 -41.29

7 117 130 130 132 130 128 -42.13

8 151 136 147 131 132 117 -42.68

9 112 108 137 102 127 130 -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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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분석해 보면

유리와 메탈마스크간의 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조

건은 필러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최적조건은 A3B3C1,3D2임을 알 수 있다.

4.2. 분산분석(ANOVA) 및 추정

인자간의 변동을 계산하여 S/N비에 대한 분산분석

(ANOVA)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6

에 나타나 있다. 인자의 수가 네 개인 것에 따라 분산

분석 시 Error항목에 자유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One-way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각 인자별 유의성(P-

value)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퀴지(squeegee) 각도

에 대한 유의성(P-value)이 0.897로 가장 낮게 분석되

었으며 이에 따라 스퀴지(squeegee) 각도를 제외한 나

머지 인자에 대하여 다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ANOVA)결과 유리와 메탈마스크의 거리(B)만이

95% 신뢰수준 내에서 유의하고 스퀴지(squeegee) 압력

및 스퀴지(squeegee) 속도는 유의성(P-value) 값이 각

각 0.359, 0.394로 신뢰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스퀴지(squeegee) 압력, 스퀴지(squeegee) 속도, 스퀴지

(squeegee) 각도에 대하여 각 수준을 A3C3D2수준으로 고

정하고 유의한 인자인 유리와 메탈마스크간의 거리 수

준에 따른 S/N비 및 평균의 추정 값을 도출하였다. 

A3B2C3D2, A3B3C3D2에 대한 추정 값은 다음의 식

(2)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Table 7은 유의한 인자인

유리와 메탈마스크간의 거리 수준에 따른 S/N비 및 평

균의 추정 값을 나타낸다. 위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

서 주어진 스크린 인쇄 공정 조건에서 스퀴지 압력

30[kgf], 유리와 메탈 마스크의 거리 4[mm], 스퀴지 이

송속도 150[mm/sec], 스퀴지 각도 52 [ o ]일 때, 필러의

단면 형상 기울기가 113.5[ o ]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단면 형상이 사다리꼴 형태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2)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크린 인쇄 공정 조건에 따른 진공

유리 간극 유지용 필러의 단면형상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스퀴지 압력, 유리와 메탈마스크

의 거리, 스퀴지 이송속도, 스퀴지 각도의 공정조건을

선정하고 페이스트상태의 필러를 배치 실험을 수행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필러의 단면형상 기울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는 유리와 메탈마스크간의 거리이며 95% 신뢰수

준 내에서 유의 하였다. 그외 공정조건인 스퀴지 압력,

스퀴지 각도, 스퀴지 이송속도는 필러의 단면형상 기울

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하였다.

단면 형상기울기가 작고 형상이 사다리꼴 형태인 필

µ̂ A3 B2 3, C3 D2, , ,( ) A3 B2 3, C3 D2 2T–+ + +=Fig. 8. Main effects for S/N ratios of pillar slope.

Table 5. Response table of S/N ratio for each factor

Level Force Distance Velocity Angle

1 −42.48 −42.52 −42.20 −42.29

2 −42.25 −42.79 −42.48 −42.16

3 −42.13 −41.56 −42.19 −42.42

Delta 0.35 1.24 0.29 0.27

Rank 2 1 3 4

Table 6. Analysis of variance (ANOVA)

Factors DF SS MS F P

Pressure 2 0.190 0.095 1.79 0.359

gap 2 2.540 1.270 23.85 0.040

Squeegee velocity 2 0.163 0.081 1.54 0.394

Error 2 0.106 0.053

Total 8 3.001

S 0.230786 R-Sq(adj)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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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를 배치시키기 위한 공정조건을 도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유리와 메탈마스크의 거리, 스퀴지

압력, 스퀴지 이송속도, 스퀴지 각도에 대해 각 3수준

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준을 더 세분화하고

페이스트 상태의 필러에 대한 표면장력과 전단강도, 그

리고 점도 등을 추가하여 필러의 형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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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ediction of S/N ratio and mean

A3B1C3D2 A3B2C3D2 A3B3C3D2

S/N ratio -42.1318 -42.4020 -41.1643

Mean 127.717 131.928 113.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