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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 롤투롤 슬롯-다이 코팅의 횡 방향 두께 품질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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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t-die coating is well known technique to guarantee a uniformly coated layer and is compatible 

with roll-to-roll process. In actual roll-to-roll slot-die coating process, the lateral difference of 

coated layer thickness is observed. An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coating 

quality. Coating speed and coating gap were selected as the experimental factors. A full factorial, 

statistical method was conducted to optimize the process condi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repeated experiment, the lowest deviation of lateral thickness (700 nm, <10%) was achieved at 

10 m/min coating speed and 300 µm coating gap. This result has significance because such 

optimized process guideline can be utilized with all process improvement in various coating 

applications. 

 

Key Words: Roll-to-Roll (롤투롤), Slot-Die coating (슬롯-다이 코팅), Product quality (생산 품질), Statistical analysis (통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민감도 분석) 

 

 

기호설명 

 

tmin = minimum wet thickness 

H0 = coating gap 

Ca = capillary number, μV/σ 

μ = viscosity of liquid 

V = velocity of substrate 

σ = surface tension of liquid 

fr = flow rate 

SN = signal-to-noise ratio 

n = number of replications 

y = measured data 

i = number of design parameters 

 

1. 서론 

 

슬롯-다이(slot-die) 코팅은 정밀 가공된 두 개의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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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die) 사이로 펌프를 통한 유체가 공급되어 일

정한 두께의 박막을 형성하는 기술로서 다양한 코

팅 제품 생산에 사용되어 왔다. Beguin에 의해 처

음 제안된 본 기술은 최근에 박막 광학 필름, 액

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 유기태양전지, 터

치스크린 등의 산업분야에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

고 있다.1-2 슬롯-다이 코팅은 용액(solution)을 기반

으로 하는 타 습식 공정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균

일도를 가지는 대면적 박막 형성이 가능하며 롤투

롤(roll-to-roll)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박막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코팅 결과

물의 두께로 평가되는데 슬롯-다이 코팅은 박막의 

두께가 여러 공정 조건에 의해 미리 결정될 수 있

어(pre-determined) 예측 가능하며 재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3 

균일한 박막 형성을 위한 슬롯-다이 코팅 현상 

분석은 Fig. 1의 슬롯-다이 개략도의 코팅 다이와 

소재 사이의 전단력(shearing force) 및 모세관력

(capillary force)에 의해 형성되는 유체의 메니스커

스(meniscus)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거나, 유체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동 

분석 및 실험적으로 코팅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택하여 왔다.4-7 

종래의 슬롯-다이 코팅 연구의 한계점은 분석

의 방향이 코팅 박막의 길이 방향 균일도에 국한

되었다는 것이다. 자세히는 코팅 공정 시 측면에

서 관찰 가능한 코팅 면의 가장자리 두께 값 즉, 

종 방향(longitudinal) 두께 변화만 고려되었다는 것

인데 대면적의 코팅을 구현하는 슬롯-다이 공정에

서 종 방향 두께 값만으로 코팅 성능을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횡 방향 두께 변화에 대한 고려는 선행 연구에

서도 그 중요성이 언급되어 왔다. 다음 Fig. 2의 선

행 연구는 횡 방향 두께 변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

해서 언급하였다. Fig. 2(a)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

오드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제작 

시 스핀(spin) 코팅과 슬롯-다이 코팅의 두 가지 인

쇄 방법에 따른 횡 방향 두께 변화를 도식하였는

데 스핀 코팅에 비해 슬롯-다이 코팅이 우수한 균

일도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가장자리 두께의 상승

이 확인되었다.8 이러한 박막의 불균일성은 중첩

(multi-layer) 인쇄를 요구하는 소자에서는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 

횡 방향 두께 변화에 대한 원인은 토출(discharge)

된 용액이 소재에 부딪힐 때 소재 횡 방향으로 퍼

져나가는 특수한 유동 또는 건조 시 나타날 수 있

는 Fig. 2(b)의 커피링(coffee-ring)9 및 Malangoni 효

과10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추후 그 원인에 대

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횡 방향 두께 변화 측정의 한계는 측정 장비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측정 장비는 접촉 

및 비 접촉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

로 사용되는 장비로는 원자간력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알파스텝(alpha step) 및 간섭계

(interferometer)가 있다. 두께 측정 시 이러한 장비

Fig. 1 Schematic diagram of typical slot-die coating 

process4 

(a) AMOLED coating8 

 
(b) Coffee-ring effect in inkjet process9 

Fig. 2 Lateral layer thicknes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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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재를 기점으로 두께를 측정하는데 대면적의 

폭을 가지는 코팅 면의 중간 면까지 측정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개선을 위해 단면 주사전자현미

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기법이나 투과율로

부터 두께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격이나 정

밀도에서 측정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11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측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 시스템 재현이 가능

한 대면적 롤투롤 슬롯-다이 코팅 장비에서 코팅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 변수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코팅 공정 시 횡 

방향 두께 편차를 최소화 한 코팅 면을 얻기 위한 

최적 공정 조건을 통계적 기법을 동원하여 도출하

였다.  

 

2. 코팅 실험 계획 및 수행 

 

2.1 변수 스크리닝 

롤투롤 코팅 및 인쇄 공정에서 실험계획법

(design of experiment)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12 실험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계획하기 

위해 변수 스크리닝(screening)을 수행하였다. 슬롯-

다이 코팅 공정에 대한 지배방정식으로는 다음 식

(1)의 비스코캐필러리(viscocapillary) 모델이 대표적

이다.4 

 

min 2 / 3
1 1.49

o
H

t
Ca

−

=

+

              (1) 

 

본 모델에 따르면 메니스커스가 정상 상태

(steady state)일 때, 코팅 면의 젖음 두께는 코팅 갭

(gap)과 캐필러리(capillary) 수로 결정될 수 있다. 

실온 공정에서 민감하게 변화하는 용액의 점도 및 

표면 장력을 제외하고 실험 시에 제어 가능한 변

수를 추려보면 코팅 속도 및 갭이 유의하다 할 수 

있다. 제안된 수학 모델은 저 유량 한계(low-flow 

limit)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이지만, 코팅 경향은 

고 점도 용액이 사용되는 본 연구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사료되었다. 

 

2.2 실험 조건 

변수 스크리닝 절차 및 선행 실험을 통하여 다

음 Table 1과 같이 인쇄 패턴의 두께 및 변동률을 

반응 변수로 하는 실험 인자 및 수준을 결정하였

다. 코팅 속도(A)와 코팅 갭(B)가 실험 인자로 선

택되었다. 코팅 속도 설정 시 본 장비에서 적절히 

활용 가능한 최저 속도를 낮은 수준으로, 최고 속

도는 장비의 건조구간의 길이(5m)를 고려하여 설

정하여 3수준을 택했다. 코팅 갭의 경우 속도 조

건에서 메니스커스를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한 범

위로 2수준 선택되었다. 이 때 코팅 유량 또한 메

니스커스 제어를 위한 중요 변수이지만 본 실험에

서는 속도 증가 대비 코팅 유량을 선형적으로 증

가시키면서 메니스커스를 관찰하여 다음 식(2)와 

같이 값을 도출하였다. 

 

5.3863 0.1575fr V= −               (2) 

 

코팅 용액은 감압 접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가 용질로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을 용

매로 사용하여 제조되었다. 실험은 Fig. 3(a)의 슬롯

-다이 코터(Naraenanotech Co., Ltd.)가 장착된 롤투

롤 컨버팅 시스템(SAM Co., Ltd.)에서 수행되었으며 

자세한 조건은 위의 Table 2과 같다. 

 

2.3 코팅 및 측정 

설정된 실험 변수와 수준을 바탕으로 완전요인

설계(full factorial design)를 수행하였으며 Table 3과

같다. 인쇄된 코팅 면은 Fig. 3(b)와 같이 안정적인 

실험 조건에서 시각적으로 매우 균일하게 형성되 

었다(붉은색 색소 첨가, 두께에 영향 없음 확인). 

실험 시 Fig. 3(b)의 삽도와 같이 코팅 유량이 급격

하게 변화하거나 불안정한 조건은 1차적으로 건조

기 출구에서 판단하여 조정하였다. 

Table 1 Experiment factors and levels 

Factor Unit Low Middle High 

A m/min 2 6 10 

B µm 100 - 300 

 

Table 2 Fixed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Unit Value 

Solid contents wt% 20 

Viscosity mPa·s 1,800 

Surface tension mN/m 40 

Flow rate mL/min Eq. (2) 

Web thickness µm 38 

Slot gap µm 120 

Drying temp. °C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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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based on full factorial 

Order 
Experimental conditions 

A B 

1 -1 -1 

2 -1 +1 

3 0 -1 

4 0 +1 

5 +1 -1 

6 +1 +1 

 

 

Fig. 3 Slot-die coating process (a) coating zone, inset in 

(a) shows zoomed part of nozzle lip (b) outlet of 

dryer zone, inset in (b) is example of unstable 

coated layer 

 

앞서 언급하였듯이 횡 방향 두께 편차를 확인

하기 위해 다음 Fig. 4와 같은 측정 방법을 도입하

였다. 먼저 Fig. 4(a)와 같이 감압 접착제가 코팅 된 

부분을 접착 테이프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제거

한 후 Fig. 4(b)와 같이 MS(man side)부터 GS(gear 

side)까지 횡 방향으로 150 mm의 폭을 가지는 코

팅 면의 두께 프로파일을 측정하였다. 코팅 면의 

손상을 막기 위해 비 접촉 측정 장비인 간섭계를 

사용하였으며 Fig. 4(c)와 같이 감압 접착 코팅 면

이 제거된 소재 부와 코팅 면의 단차를 영역 평균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물리적으로 제거된 소재 부

를 측정 시 약 20에서 50 nm의 거칠기 (rms) 값을 

보여 사용된 소재의 본래 거칠기와 비교했을 때 

접착 테이프로 코팅 면이 완벽하게 제거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 반복 시 신뢰

성 확보를 위해, 횡 방향으로 각 열 두 지점의 결 

과를 수집하고 또한 종 방향으로 소재의 진행에 

따라 무작위로 다섯 지점을 택하여 두께를 측정 

및 편차를 계산하였다.  

Fig. 5는 종(longitudinal) 및 횡(lateral) 방향의 두

(a)

(b)

(c)

Fig. 4 Measurement method (a) removal of adhesive 

layer, (b) side view of coated layer, (c) 3-D 

image of interferometer 

 

 

Fig. 5 Lateral and longitudinal thicknesses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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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보여준다. 먼저 종 방향 

두께 값은 전 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두께는 4.65 μm, 표준 편차는 평균적으로 350 

nm, 약 7%의 균일도를 나타냈다. 반면에 전 조건

의 횡 방향 평균 두께 값은 5.9 μm, 표준 편차는 

1.29 μm로, 약 21%의 큰 변동률을 보여 결론적으

로 슬롯-다이 코팅 품질이 소재의 이송 방향으로

는 우수한데 반해 소재의 폭 방향으로는 결함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결과 분석 

 

3.1 평가 기준 선정 

두께 및 변동률의 정확한 통계 분석을 위해 반

응 변수 즉,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횡 방향 측정 값을 보면 다

음 Table 4와 같다. 대표적으로 데이터의 평균 값, 

표준 편차를 평가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 본 분

석에서는 추가적으로 SN(signal-to-noise)비를 도입

하였다. SN비는 다구찌(Taguchi) 설계에서 사용되는 

변수로서 신호 대비 잡음의 값으로 정의되어 품질

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본 코팅 실험에

서는 두께 값의 낮은 변동률을 얻는 것이 목표이

므로 다구찌의 여러 손실 함수(loss function) 중 망

소특성(smaller-the-better characteristic)이 평가 기준

으로 선정될 수 있다. 망소특성은 다음 식 (3) 과 

같이 측정 값으로부터 정의될 수 있다.13 

 

2

1

1
10log

n

i

i

SN y
n

=

⎡ ⎤
= − ⎢ ⎥

⎣ ⎦
∑              (3) 

 

3.2 분산 분석 

종 방향 및 횡 방향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다.14 통계 

분석을 위해 Minitab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가 사용

되었다. 반응 변수를 종 방향, 횡 방향 두께 및 

SN 비로 두었을 때 결과를 다음 Fig. 6의 등고선도

(contour plo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검정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P값(P value)이 종 방향 

측정 결과에서는 속도와 갭이 각각 0.8, 0.01로 얻

어지며, 반면에 횡 방향 측정 결과는 0.026, 0.03으

로 속도 값이 더 유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종 방향 유의성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갭 및 속도 

값이 모두 두께에 민감하게 작용하나 본 실험 결 

과에서는 속도 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

었으므로 추가적인 실험 및 측정이 요구됨을 시사

한다.  

Fig. 6(a)의 등고선도를 통해 종 방향 두께 경향

성을 살펴보면 낮은 두께의 박막은 높은 코팅 속

도 및 높은 코팅 갭에 위치해 식(1)을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높은 두께 값은 낮은 코팅 갭에

서 높은 코팅 속도 및 낮은 속도 조건에 분포하여 

속도 조건 설정의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

에서 관심이 있는 횡 방향 결과는 통계적으로 설

정된 속도, 갭 조건이 모두 유의하게 검정이 되었

으며 Fig. 6(b)를 살펴보면 높은 평균 두께가 낮은 

코팅 속도 및 낮은 코팅 갭에 분포하며, 낮은 평

균 두께는 높은 코팅 속도 및 높은 코팅 갭에 분

포하여 종 방향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c)는 횡 방향의 낮은 두께 변동률의 정도

를 판별하기 위해 SN 비로 분석한 결과이다. SN 

값은 Fig. 6(b)의 평균 두께 데이터와 반비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SN비가 크다는 것은 데이터의 

산포가 작음을 뜻하기 때문에 본 그래프를 살펴보

면 -16 dB인 높은 갭 및 6 m/min 코팅 속도에서 최

적의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SN 비를 통

해 4번 실험 조건에서 가장 횡 방향 두께 변동률

이 작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6번 조건인 높은 갭, 

높은 코팅 속도 값에서도 유사한 SN 비를 나타내

기 때문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Table 4 Raw data of measured layer thicknesses on 

lateral 

Meas.
Experiment order 

1 2 3 4 5 6 

1 8.66 7.81 7.7 5.57 8.65 6.93

2 6.61 7.1 5.37 6.76 6.51 6.21

3 6.96 6.72 6.75 6.59 6.71 5.95

4 4.43 5.29 5.66 6.14 5.38 4.9

5 6.25 5.14 6.18 5.14 4.67 4.99

6 5.08 4.07 4.11 4.71 5.05 5.05

7 4.26 4.28 4.8 2.81 3.55 3.87

8 9.88 7.25 5.36 4.18 4.83 4.4

9 8.4 5.67 5.78 4.82 5.01 5.19

10 7.47 6.22 7.23 6.29 6.64 6.02

11 7.42 7.06 5.01 6.11 6.13 6.22

12 8.79 5.66 9.26 4.81 5.04 5.19

Ave. 7.04 6.02 6.10 5.32 5.68 5.41

Std. 1.78 1.20 1.42 1.14 1.32 0.86

SN. -17.2 -15.8 -15.9 -14.7 -15.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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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tour plot of (a) longitudinal thickness and (b) 

lateral thickness and (c) SN ratio versus coating 

speed and gap 

 

이 외에 추가적으로 두께 변동을 정의할 때 평

균 두께가 고려되어야 함을 다음 그래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음 Fig. 7은 6번 실험 조건에서 

유량 조건만을 달리 설정하여 메니스커스를 변화

시켰을 때, 박막의 두께가 가장자리부터 중간 지

점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한 결과이다. 70%는 

상대적으로 100% 및 150%의 유량 조건에 비해 평

균 두께가 낮으며 변동 정도는 전 조건에 따라 유

사함을 볼 수 있다. 이는 150%의 높은 유량은 높

은 평균 두께를 가지고, 70%의 낮은 유량은 낮은 

평균 두께를 가지기 때문에 비슷한 변동 값을 가

짐에도 불구하고 150%의 조건이 높은 SN비를 가

져 우수한 것으로 잘못 판단될 수가 있다. 코팅 

제품은 각기 목표 두께가 다르므로 목표 두께가 

설정 된 후 목표 값을 기준으로 최저의 변동률을 

갖는 생산 공정 조건이 설정되어야만 한다.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절대

적으로 변동 정도 판단이 가능한 데이터의 표준편

차 값을 바탕으로 한 분산분석이 요구된다. 등고

선도를 통해 경향성을 살펴보면 Fig. 8과 같이 높

은 속도 조건 및 높은 코팅 갭 조건에서 명확하게 

변동률이 1 μm 이하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결과는 평균 두께가 고려되지 않은 각 조건의 

절대적인 표준편차 값을 바탕으로 분석되었기 때

문에 평균 두께를 고려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측정된 값을 바탕으로 두께 대비 표준편차를 통해 

횡 방향 균일도를 계산해보면 약 15% 미만의 값

을 얻을 수 있다. 이는 7% 대의 종 방향 변동률과 

비교했을 때 약 두 배의 값을 가진다. 

결과 검증을 위해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SN 

비 및 표준 편차 검증을 거쳐 300 μm 코팅 갭 조

건이 최적 값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속도 값을 변화

 

Fig. 7 Thickness distribution from edge to center of 

coated layer with various flow rates 

 

Fig. 8 Contour plot of standard deviation of lateral 

thickness versus coating speed and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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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서 추가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Fig. 9와 

같이 도식하였다. 1차와 2차 실험 결과를 비교하면 

오히려 표준 편차 값이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나 용액의 

상태 및 온도의 영향에 따라 평균 두께가 전체적

으로 상승되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코팅 제품

을 생산할 때 양쪽 가장자리 10%는 결함으로 판

단하고 제거하는 것을 참고하여 횡 방향 양쪽 

10% 코팅 두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을 때 1차 실

험 결과에 비해 2차 실험이 우수하거나 유사한 경

향을 나타냈다. 속도 조건에 따라 결함 제거 유무

에 관계없이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10 

m/min의 조건에서 코팅 면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

인하였다. 추가적으로 10% 양쪽 가장자리 결함 제

거 시 1차, 2차 실험은 거의 유사한 두께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이를 두께 대비 균일도로 환산하면 각

각 약 14%, 9%로 얻어진다. 타 실험 공정 조건이 

20에서 30% 변동률임을 고려했을 때 두 배 이상 

두께 변동 정도가 개선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롤투롤 슬롯-다이 대면적 코팅 

시에 종 방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균일한 횡 방향 두께를 얻기 위한 공정 최적화

가 수행되었다. 먼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실험 

계획을 위한 변수를 코팅 속도 및 갭으로 스크리

닝했다. 횡 방향 두께 프로파일 확인을 위해 감압 

접착제를 코팅 공정에 활용하여, 물리적인 점착면 

제거 후 측정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코팅 품질 평가를 위해 종 방향 및 횡 방향 두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반응 변수를 측정 raw 데이

터, SN 비 및 표준편차의 세 가지 기준으로 설정

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종 방향 데이터를 제외하

고 횡 방향 데이터 분석 시 코팅 속도 및 갭 조건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SN 비 분석 결과 

6 m/min, 10 m/min속도 조건과 300 μm 갭 조건에서 

데이터의 산포가 적게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표

준편차를 반응 변수를 한 분석에서는 10 m/min 및 

300 μm 조건에서 15% 미만의 횡 방향 균일도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의 검증을 위해 최

적 조건으로 반복 실험 수행 시 평균 대비 10%의 

이하의 균일 면(7 μm 두께, 700 nm 표준편차)을 최

종적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고 점도 용

액을 기반으로 하는 대면적 슬롯-다이 코팅 공정

에 활용 가능하며, 추후 최근의 산업 현장에서 중

요하게 고려되는 나노 급(nano level) 박막 코팅을 

위한 공정 최적화로 확장연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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