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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PCB 패터닝을 위한 Micro contact printing
Micro contact printing for High Resolution PCB Patt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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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p     Line width  line interval    Depth of pattern    Resolution
   No           (um)              (um)                  (um)           (LPI)

   1          10~150           10~150                  25              400

   2          10~150           10~150                  50              400

Table 2. data of gravure PDMS printing stamp

Product ID   viscosity   non-volatile contects   photo Exposure

   SPE-60      50~150          40~60 wt%            80~300 J/cm²

Table 1 Properties of SPE-60

1. 서론

주요 IT 제품인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은 지속적

으로 박형화 및 소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회로부는 소형화와 더불어 고밀도화가 

업계의 주요한 관심사 되었으며, 더불어 생산성에 

대한 요구가 수반되고 있다.  PCB와 FPCB은 전자

부품과 더불어 지속적인 고밀도화가 진행되었으

며 생산성을 고려하여 DFR(dry film resist)을 이용

하고 있으나 PCB 동박의 표면조도의 영향에 의해

선폭 50 ㎛ 정도가 양산한계로 되어있다. 특히 DFR
공정은 대량생산에는 적합하나 필름의 점착, 노광, 
에칭 그리고 박리에 이는 소모적인 공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단순 공정에 대한 요구가 

있다.[1]
이에 본 연구는 DFR 공정에 비하여 단순하면서

도 소모적인 제거 방법이 필요 없는 마이크로 스탬

핑 (Micro stamping) 에 의한 직접 패터닝 프로세스 

(Direct patterning precess)를 제안하였다.[2] PCB의 

표면조도의 영향을 덜 받는 탄성을 갖는 스탬프를  

PDMS 로 제작하고 동박의 에칭에도 견디는 잉크

를 사용하여 PCB 동박면에 직접 전사하여 고밀도  

패턴 실현 여부를 파악하였다. PDMS 상의 패턴 

전사율을 제고하기 위해 스탬프의 이동 속도, 가압 

정도와 함께 잉크의 점도를 변화시키면서 50 ㎛ 

보다 고밀도인 패턴 제작 가능성을 실험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2.  Gravure PDMS roll pattern의 제작 및 실험

잉크는 SPE-60 포토레지스트 (Table 1)를 사용하

였으며, 솔벤트를 이용해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PDMS 스탬프는 패턴의 깊이를 25 ㎛ 와 50 ㎛ 

각각 제작하고 패턴의 선폭, 선폭 간격을 변화시

켜 하나의 스탬프 내에서 종횡비(Aspect ratio) 가 

변화하게 된다. 제작된 PDMS Stamp를 실리콘 고무 

롤에 감고 잉크 도포 후 PCB에 직접 인쇄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Roll to Plate 방식으로 PCB 에 

직접 인쇄하는 방식 이외에 연성 기판 (Flexible 
PCB) 인 경우 Roll to Roll 방식의 인쇄도 가능하게 

된다.[3][4]
패턴이 식각된 PDMS를 실리콘 고무롤에 부착

시키고 SPE-60의 잉크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먼저 잉크를 도포한 뒤, 프라스틱 블레이드를 

이용해 닥터링 하여 패턴 외 비회선부의 잉크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동판에 롤을 가압하여 잉크를 

전이시킨 뒤, UV 램프를 이용해 잉크를 경화시키

고, 구리 동박을 에칭하여 패턴을 얻을 수 있었다. 
잉크의 전이율과 원활한 도포를 위해 실험적으

로 최적의 상태인 6~10% 함량의 솔벤트를 사용하

였으며, 닥터링 공정에서는 10~100mm/s의 회전속

도로 패턴에 잉크를 도포하였으며, 롤을 이용해 

패턴을 가압한 뒤 인쇄 속도를 조절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여 최적의 조합을 얻었다.인쇄된 패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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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Velocity       Pressure    Dilution ratio  Doctoring rate
   No        (mm/s)         (bar)               (%)               (mm/s)

  1~6        20, 30          6~10              6~10              10~100

Table 3. Contact Printing conditions

(a) inking pattern     (b) etching pattern 
Fig. 1 Photo of printing pattern width PDMS soft 

stamp (25㎛ depth & 40㎛ line width)

  Status                           Inking                        Etching

 Line width (um)             23 avg.                      19  avg.       

Table 4. Measured results on pattern transfer 
(Stamp1)

에칭 후의 패턴은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3. 실험 결과 분석

패턴의 측정 결과 6 bar 이상의 높은 압력에서 

동판의 표면처리 없이 PDMS 패턴에 도포된 잉크

가 완전히 전이됨을 알 수 있었으며, 20um의 균일

한 패턴을 구현할 수 있었다. Doctoring 공정에서 

잉크가 PDMS 패턴의 표면에 도포 될 때, Fig. 1 
과 같이 비 패턴부에서 잉크가 전사되고, 가압 및 

에칭 공정에서도 박리가 되지 않아 패턴과 함께  

동판에 전사 되었으며 이는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 
선폭 측정결과 가압된 PDMS 패턴은 높은 압력

으로 인하여 비 패턴부의 확장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패턴의 두께가 축소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패턴의 선폭이 작을수록 모세관력으로 인한 

잉크의 응집으로 인해 잉크가 전이되지 않는 현상

도 발견 되었는데, 패턴의 선폭이 작아짐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패턴의 line interval 값이 작을수

록 모세관력의 영향은 연속된 패턴으로 인해 적게 

나타났다. 이는 미세 패턴 전사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나 인쇄압과 잉크의 점도를 제어하여 최소

화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기존의 DFR을 이용한 PCB 생산방식을 대체하

고, 고해상도의 패터닝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으며, PDMS 패턴을 적용한 그라비아 Roll 
to Plate 방식의 미세 패턴 인쇄과정에서 조건들을 

적용하고 Table 3과 같이 실험적으로 얻는 최적 

조건을 적용하여 패턴 전사를 진행하였다. 
50um 이하의 미세 패턴 전사 실험에서는 6bar 

이상의 압력에서 잉크가 전이가 양호함을 알 수 

있었고, 20um 정도까지 패턴의 전사가 가능하여 

미세 선폭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때 종횡

비가 1 보다 작은 것 (stamp 1)이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Stamp 2의 경우 잉크의 패턴 전이도 양호하

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미세패턴 전사를 위한 최적의 종횡비를 

얻기 위해 해석을 병행하여 다양한 선폭은 갖는 

PCB 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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