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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플렉서블 태양전지 생산용 롤프린팅 공정장비 기술 개발

*김 동수1), 김 정수, 김 명섭, 김 강대

Development of Roll Printing Process System for The Next Generation 
Flexible Solar Cell

*Dong Soo Kim, Jung Su Kim, Myoung Sub Kim, Kang Da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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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onductive coating method was used for a various industrial fields. For example, Sputtering process is 
using to a coat of ITO layer in LCD or OLED panel manufacture process and fabricate a base layer of substrate of an 
electric printing device. However, conventional coating process (beam sputtering, spin coating etc.) has a problems in 
the industrial manufacturing process. These processes have a very high cost and critical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vacuum process. Recently, many researchers were proposed a various printing process instead of conventional coating
proces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SD printing process in ITO coating layer and apply to fabricate a conductive
coating film. Ours transparent electrode had a surface resistance of about 66Ω /□ and transparent of 74% in the 
wavelength of 500nm. This transparent electrode manufacturing process will be applied to Roll-to-Roll process. In 
addition, we developed roll printing process system for the next generation flexible sol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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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화석에너지 고갈

로 인해 차세대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한 중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 태양광산업은 공해

가 적고 자원이 무한적이며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어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태양전지 

산업의 긍정적 미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연

구로 이어지고 있고 현재에 태양전지가 가진 기

술적 어려움을 다양한 형태로 개선하고 보완하여 

지속적인 산업의 확대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전지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결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를 들 수가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는 태양전

지 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실리콘 원재료 및 실리콘 기판 수급 문제가 

발생하여 태양전지 제조단가가 상승하게 됨으로

써, 태양전지는 효율 향상이라는 과제 외에도 원

자재 수급 및 제조단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

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태양전지 산업

은 박막형 유기 태양전지 산업으로 급속도로 확

산되고 있다.

유기 반도체는 합성 방법이 다양하고 섬유나 

필름 형태로 성형이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제조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유기 반도체를 이용하면 

100℃이하의 온도에서 소자 제조가 가능해지므

로 플라스틱 기판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스핀 

코 팅, 잉크젯 프린팅, 그라비아 프린팅 등의 제

작 방법으로 공정과정을 단순화 하여 제작 단가

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플렉시블 유기 태양전지

는 경제성 외에도 휘어지는 플라스틱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벽지, 옷, 커텐, 휴대용 전자기기 

등 활용분야가 넓어 새로운 응용분야를 창출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Konarka, 산타바바라 대

학, 광주과학기술원등에서 유기태양전지의 발전 

및 실용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1) 

2. 전도성 고분자 투명전극 인쇄 기술

차세대 플렉서블 유기 태양전지 기술들은 각

1)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
E-mail : kds671@kimm.re.kr
Tel : (042)868-7152  Fax : (042)868-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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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저가격과 고효

율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연구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현재 박막형 태양전지 기술의 공통적인 문

제점은 제작 공정의 문제로 집결된다. 대부분의 

박막형 태양전지 디바이스에서 적용되는 ITO 기
판과 그에 따른 제작 비용, 각종 스퍼터링 공정과 

진공 증착 공정의 효율성과 비용은 현재 태양전

지 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손꼽히

고 있는 실정이다. ITO는 값이 비싼 인듐을 주성

분으로 사용하고 있고, 쉽게 부서지거나 깨지는 

특성 때문에 유연성을 요구하는 플렉서블 유기 

태양전지에 부적합하다. 플렉서블 태양전지 투명

전극 재료로는 유연성, 접착성, 열팽창특성, 프린

팅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플라스틱 기판과 

물성의 조화를 가장 잘 이루는 유기물 재료를 이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가장 많이 연구되

고 있는 것은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투명전극

으로 아직 투과도 대비 전도도 특성이 ITO에 못 

미치고 있다.2) 
따라서 플렉서블 유기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애노드 투명전극을 프린팅 방법

으로 쉽게 형성하되 기존의 ITO 투명전극에 필적

한 만큼의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2.1 정전기 스프레이 박막 코팅 기술
정전기 스프레이 코팅법(Electrostatic Spray 

coating)으로 기판상에 전도성 고분자 입자를 적층

하여 투명전극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
림 1은 정전기 스프레이 프린팅 시스템을 나타내

는 개략도이다. 먼저 기판 홀더 상에 기판을 배치

하고, 전도성 고분자 잉크를 캐필러리 안에 담는

다. 그 다음, 기판 홀더가 접지된 상태에서 캐필러

리 안의 전도성 고분자 잉크에 전압을 인가한다. 
고전압이 인가되면, 전기장 집중효과에 의해 캐필

러리 끝에 극도로 큰 전기장이 발생한다. 이때의 

전기장 세기는 EC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정 기 스 이 잉크젯 린  시스템.

여기서, VC는 인가전압, rC는 캐필러리 끝의 

외경, d는 캐필러리와 기판간의 거리이다. 이 식

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장 집중의 세기는 인가전

압이 클수록, 캐필러리 끝의 외경이 작을수록 커

진다. 캐필러리 끝부분에 집중 형성된 전기장은 

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

하여 이온화된 입자, 즉 대전된 입자들을 만든다. 
대전입자들은 용액의 표면에 집중되고 표면이 불

안정해지면서 캐필러리로부터 스프레이 분사된

다. 분사된 미세 방울은 전기장에 의해 기판 쪽으

로 유도되고 아주 작은 입자 형태로 기판 상에 적

층된다.
전도성 고분자를 정전기 스프레이 잉크젯 프

린팅기법으로 형성하여 보았다. 전도성 고분자 잉

크는 Baytron사의 PEDOT:PSS와 DMSO(dimethyl 
sulfoxide)물질을 10:0.5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였

다. DMSO는 전도성 고분자의 전기 전도성을 향

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전기 스프레이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의 인가전압은 12kV이며, 프린팅 

후 120℃에서 30min간 건조 공정을 진행하였다. 
면저항 특성 분석은 4점 프로브 시스템(4-point 
probe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면저항이 

균일하면서 평균값이 66Ω/□으로 나타내었다. 그
림 2는 전도성 고분자의 파장별 투과도를 나타낸

다. 500nm에서 74%의 투과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2. 도성 고분자 투명 극의 장별 투과도.

그림3은 유리기판과 PET기판을 이용한 투명

전극을 제작한 것이다. 이는 투과도가 약 74% 대
역이며 전도 측정을 위하여 정전용량 방식의 1key 
터치 센서에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4는 실험

결과를 나타내며 노멀 on 상태인 LED가 제작된 

투명전극기판에 터치를 할 경우 off 상태로 변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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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리기 과 PET 기 에서의 투명 극 제작

 

그림 4. 1Key 터치 센서 테스트

3. 롤프린팅 공정장비 기술

플렉서블 유기 태양전지는 접을 수 있고 곡면

의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여 휴대가 편리하고 

적용 범위가 넓다. 그러나 저가 대량생산이 가능

해야 시장의 확대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3) 플렉

서블 유기 태양전지의 저가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롤투롤 방식으로 신문을 인쇄 하듯이 만들어 내

야 한다. 롤투롤 프린팅 장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장비 본체, 모니터링부, 제어부가 서로 

연계되어 작동하는 구조로 시스템을 구성한다. 개
발 시스템은 웹(web) 제어를 기본으로 한 자동화 

기능의 윤전인쇄기를 모델로 하고 장비 본체는 

라벨인쇄기가 가진 유연성과 다기능을 도입하여 

메커니즘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인쇄 컬러 제어와 

정렬(registration) 제어 기술을 발전시켜 실시간으

로 인쇄 과정에서 품질측정과 자동제어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인-라인으로 광학측정 검사하여 

목표로 하는 미세 패턴 사양을 제어하고 이를 위

한 서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1 장비의 세부 설계
그림 5은 Flexible 태양전지 생산용 롤투롤 인

쇄 공정장비를 나타낸다. 인쇄부는 실리콘 반도체 

공정과 달리 인쇄의 부가적인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하나의 장치에서 인-라인으로 

연속 공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피 인쇄

체의 피딩 유닛, 인쇄유닛, 코팅 유닛과 권취부로 

기본적인 플랫폼이 구성되어 추가적으로 다른 기

능이 필요에 따라 쉽게 부가 장착될 수 있도록 설

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정 확장의 유연성이 있

다. 각 유닛의 각 주요 구동부분은 정밀한 서보모

터에 의해 정확히 구동하고 조정할 수 있게 구성

하였다.

먼저 피 인쇄체의 공급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언와인더 장치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언와인

더는 프레임, 급지 축 롤러, 서보 모터 등으로 구

성하였고, 기초 프레임의 우단에 설치할 수 있도

록 구조를 설계하였다.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웹 

원단을 급지 축에 거치하고 수동적인 피 인쇄체

의 언와인딩은 급지 축 롤러 회전을 위하여 장력

이 필요하고, 이 장력은 일반적으로 인피더

(infeeder)와 댄서(dancer)에 의해 조절된다. 종이와 

플라스틱 호일과 같은 재질은 일정한 안정권의 

장력범위 이상으로 장력이 발생하면 필름의 변형

이 발생하고 급격한 감속 시에는 구김(wrinkling) 
문제가 생기므로 적절한 인쇄 속도와 장력조절이 

필요하다. 장력의 검출은 로드 셀(load cell) 방식

으로 채택하여 정확한 장력 값을 검출하도록 하

였다. 언와인더에서 풀려나온 필름은 인쇄 유닛에 

일정한 위치로 정확하게 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름의 이송 방향이 인쇄 실린더 축 방

향 정위치에 수직으로 고정되도록 EPC(edge 
position controller)를 설치하였다 EPC는 필름 가장

자리 끝부분을 일정하게 위치하도록 맞추는 장치

이며, 광학적인 검출센서가 비접촉식으로 에지의 

위치를 검출한다. 에지의 흐름이 위치를 벗어나 

축 방향으로 이동하면 센서에 검지되어 가이더 

롤(guider roll)의 구동부를 이동시켜 정위치로 이

송을 조정하도록 한다.

그림 5.  Flexible 태양 지 생산용 롤-투-롤 인쇄 공정장

비 (그라비어/옵셋 2도 인쇄, 인쇄속도 60m/min)

3.2 프린팅 유닛 설계
그림 6은 프린팅 유닛부를 보여주고 있다. 패

턴요부에 인쇄판 실린더를 잉크통에 잠기도록 하

여 잉크를 채운다. 이렇게 채워진 요부의 잉크만 

남기고 실린더 표면의 비화선부에 묻은 잉크는 

닥터 블레이드로 제거한 후, 블랑켓 실린더에 인

쇄잉크가 전이되도록 적정한 전이압력을 조절한

다. 전체 장비의 구조가 외팔보 형식으로 되어 있

으나 프린팅 유닛부는 양팔보 지지로 고압의 인

압에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실린

더의 배열은 수평으로 배치하여 인쇄 롤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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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가압시 하중 개입 없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그림 6.  그라비아/옵셋 린  유닛

3.3 모니터링부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장에서 패턴구성의 결과

로 회로가 끊어지지 않고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끊기지 않고 연결되었다면 선의 굵기와 두께의 

오차에 따라 전도 저항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를 검사하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검사실에서 행해

지며 전도도 측정기를 이용한 단자 접촉으로 검

사하여 불량품을 골라낸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비전 콘트롤의 비접촉식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무
엇보다 먼저 레지스터 컬러 마크의 대표적 표시

방법을 활용하여 각 유닛에서의 인쇄결과가 정확

한 위치에 중첩 인쇄 되는지를 디지털 카메라에 

의하여 이미지를 확보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오차를 시정하게 하는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구

축한다. 이를 위하여 미시적으로 인쇄마크를 정밀

하게 측정하고 빠른 이미지 프로세싱의 기능으로 

실시간 조정능력을 높여야 한다.

3.4 제어부
그림 7은 롤투롤 웹 이송 제어 시스템의 구성

을 보여주고 있다. 모니터링부에서 보낸 이미지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여 조작함으로써 

인쇄부의 서보 모터에 구동을 수정시키고 제어하

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니터를 갖춘 컴퓨터 

콘솔 부분으로서 장비 본체와 모니터링부와 전체 

시스템을 회로와 연결하여 제어하고 외부와 워크

플로를 통신제어 한다. 비전 콘트롤의 데이터양은 

실시간으로 고속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고속의 

인쇄일수록 측정량은 더 많아질 것이고 빠른 구

동 제어가 필요할 것이다. 광파이버의 고속 통신

체계에서는 고속의 프로세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설정한 파라미터 허용오차 내에서 피드백으로 표

준작업을 빨리 확보하는 기능도 중요한 기능이지

만 시스템을 환경변화와 이상 또는 노후로부터 

보전할 수 있는 시스템 진단과 위험대처기능 등

의 자동관리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본 롤투롤 웹 이송 제어 시스템은, 두 개의 프

린팅 유닛에 의한 중첩인쇄로 유연한 전자소자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웹의 정밀한 속도제어, 

장력제어 및 두개의 프린팅 유닛에 의한 정밀도

의 중첩인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인쇄 롤 구

동용 서보모터를 동기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고해상도의 비젼 시스템에 의한 중첩오차 보상을 

위한 고 응답 피드백 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구 성능에 

맞추어서 고 정밀 서버 모터를 각 인쇄 롤에 장착

하도록 하였으며, 제어기와의 통신에 의하여 노이

즈영향을 최소화한 제어신호를 고 응답으로 피드

백 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7. 롤투롤 웹 이송 제어 시스템 구성도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플렉서블 유기 태양전지의 저

가격화를 위한 프린팅공정 및 장비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전도성 고분자 투명전극을 정전기 스프

레이 프린팅 기법으로 형성하는 공정을 개발하였

다. 전도성 고분자 입자를 적층하는 정전기 스프

레이 프린팅법은 플라스틱 기판에도 쉽게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전도성 고분자 물질의 막의 균일성

이나 조밀성이 우수하여 전기전도성 및 투과도 

면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 유기 태양전지

를 위한 롤투롤 그라비아/옵셋 프린팅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장비 기술은 곧 공정 기술 

확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제품 생산 시

에도 독자적인 공정 확보와 기술 확보로 생산 효

율성을 높이고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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