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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식 레이저 가공을 위한 블랙페인트 코팅 기술
Coating of Black Paint for in-direct laser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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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롤투롤 프린팅 공정을 기반으로 대량으로 전자

소자를 생산하는 인쇄전자에서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는 인쇄롤의 가공기술이다. 인쇄롤을 사용하

는 공정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소자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그라비어 인쇄와 오프셋 인쇄

공정이 가장 유리하다. 그라비어 인쇄롤을 제작하

는 기술은 기계가공 뿐만 아니라 직접식 레이저 

각인, 간접식 레이저 각인, electro-mechanical 각인 

등이 있으며, 사용의 편리성으로 간접식 레이저 

각인 공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인쇄롤 

표면에 광경화성 폴리머 혹은 블랙 페인트(래커, 
lacquer)를 코팅한 후 레이저를 이용하여 회로를 

패터닝하고 에칭공정에 의해 롤의 표면에 패턴을 

각인하는 공정이다. 이 방식에서 중요한 공정은 

레이저에 의해 반응하는 블랙페인트 코팅 공정으

로 특히 인쇄롤의 표면에 균질하게 코팅하는 조건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식 레이저 가공을 위해 인쇄

롤의 표면에 블랙페인트를 코팅하는 기술과 코팅

된 블랙페인트의 두께 및 균질성을 측정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블랙페인트 코팅

인쇄롤의 블랙페인트 코팅을 위해 CW 레이저에

반응하는 코팅제를 선정하였다. Organic compound 
혼합제(PLAS Coat RY-480)로서 점도는 25℃에서

28 cst (±2)로 상온보관 및 사용이 가능하며, 코팅된

두께는 80℃에서 10분간 가열하였을 경우 약 3 
- 5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코팅방법과 희석제 첨가를 통해 원하는 코팅두

께를 산출할 수 있으며, Fig. 1에 희석비율 및 코팅속

도에 따른 두께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1 Coating thickness by dilution and coating speed

블랙페인트 코팅은 이류체 방식의 스프레이 코

팅 방식으로 0.1 - 20ml/min 유량설정과 도포속도 

1 - 1000mm/sec이며, 도포공간은 600×1500×300 
(W×D×H) mm 이며, PC에 의해 제어된다. Fig. 2는 

스프레이 방식의 코팅 장비를 나태낸 것 이다.

Fig. 2 Coating system by spraying co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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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팅결과 분석

다양한 혼합비율의 코팅액을 생성하여 평판에 

대한 코팅작업을 수행하고 알파스캔을 이용하여 

코팅면을 분석하였다. 시료의 재질은 copper로서 

블랙페인트 원액 : 희석제의 혼합 비율을 6:4, 5:5, 
4:6 등으로 달리하고 분사량 및 코팅횟수를 변경하

였다. Fig. 3은 희석농도 40%, 분사량 2cc/min, 4회 

반복한 코팅 면의 SEM 이미지와 알파스캔에 의한 

두께 및 균질도를 측정한 것이다.

Fig. 3 SEM image of coating surface and measurement 
of coating thickness and homogeneous using Alpha 
Scan

Fig. 4 Coated cylindrical roll by black paint coating 

인쇄롤에 대한 코팅은 인쇄롤이 갖는 곡면 특징

으로 인해 분사량을 0.5cc/min으로 감소하였으며, 
Y축의 이송속도도 평면에 비해 10%정도(3.5mm/s)

로 설정하였다. 인쇄롤은 회전 구동장치에 의해 

120rpm으로 회전하였다. 코팅된 인쇄롤의 두께를 

코팅면과 코팅이 안된면의 광학현미경 Z축 상대 

높이로 측정하여 약 17.6㎛ 두께로 코팅된 것을 

측정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쇄전자 공정에서 그라비어 인

쇄롤에 많이 사용되는 인쇄롤 가공을 위해 사용되

는 간접식 레이저 가공 공정의 블랙페인트 공정에 

대한 코팅기술 및 코팅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간접식 레이저 가공에 대한 블랙페인트 공정의 

가공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패터닝의 정밀

도 향상을 위해 코팅인자에 대한 코팅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추후에는 인쇄롤에 대한 코팅두께와 

함께 코팅면의 균질도 향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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