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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배향 공정은 LCD(liquid crystal display) 

제조의 핵심 공정으로써 액정의 선경사각과 
기판의 anchoring energy 가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TFT 공정 및 CF 공정에서 
제조된 유리 기판를 화학 약품 , 순수물 등의 
용매와 같은 화학적세정 , brush , BJ , HP Shower, 
UV 등의 물리적 세정 후 PI(polyimide) 인쇄 및 
경화 공정을 거쳐 rubbing 공정까지를 말한다. 
최근 고화질 TV 및 모바일 LCD 가 

개발됨에 따라서 배향 공정을 진행을 할 때 
배향막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배향막 

표면상에서 인쇄성에 관련된 막상태와 
얼룩이다. 고화질 LCD 로 개발 할수록 표면의 
시인성이 좋아지면서 배향 공정에서 PI 
pinter 설비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관리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배향막 표면의 막상태와 얼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PI printer 장비의 인쇄성 
조건의 중요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 본론 

 
2-1 배향 공정 소개 
배향 공정은 액정을 단순히 TFT(thin film 

transistor) 및 CF(color filter) 유리 기판 사이에 
채워지는 것 만으로 균일한 분자 배열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TFT 및 CF 기판 표면에 
배향막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일반적으로 
배향막은 유기고분자막을 사용하며 
roll 인쇄방식과 잉크젯 인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roll printer 방식에 대해서 
인쇄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잉크젯 장비에 대해서는 제외하였다. 

 
 
 
 
 
 
 
 
 
 
roll printer 설비는 역 그라비아 오프셋 

인쇄법의 한 종류로 그라비아 인쇄법이 가진 
낮은 해상도를 보완하고자 오프셋 방식을 
결한한 형태이다. 역 그라비아 오프셋 
인쇄법은 먼저 blanket roll (anilox roll)에 slit die 
nozzle(dispenser)을 이용하여 roll 에 얇고 
균일한 배향막을 형성하고 이를 
포토리소그래피나 e-beam 리소그래피(수지판) 
를 이용하여 유리 기판에 전사하여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는 인쇄 방법이다. roll printer에서 
유리 기판을 세정공정 진행하여 이물을 제거한 
후 PI printer 설비를 진행하여 유리 기판에 
패턴을 형성한 후 막상태가 안정적인 PI 막을 
얻을 수 있다. 

PI 막 두께는 TFT LCD 에서 막두께 까지 
인쇄하고 있으나, 막상태 및 얼룩의 제어가 
요소기술이다. 
이 2 가지 인자을 제어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여 인쇄성을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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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및 결과 
실험 방법은 5 세대 roll printer 설비에서 

인쇄성의 인자인 table speed, anilox roll speed , 
press depth 을 변화 주어서 배향막을 목시 
검사하는 장비인 자동검사기에서 목시 
검사하여 얼룩과 막상태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 table speed와 anilox roll 

speed을 실험한 결과 A/A (○1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인압과의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ress depth 을 F , G 의 
변화량을 주어서 배향막의 얼룩 및 막상태를 
비교하여 영향성을 확인하였다. 

) 조건에서 얼룩 
및 막상태가 최적의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이번 조건에서는 table speed / anilox roll speed 
/ press depth가 C/D/G (○2 )에서와 A/A/F (

인쇄평가을 한 유리 기판을 가건조 
설비에서 PI 막이 leveling 되면 빠르게 
PI 용액에 포함된 thinner(용제)을 증발시켜 
PI막이 두께를 가진 고체가 된다. 

○3 ) 
조건이 얼룩 및 막상태가 가장 최적한 
조건으로 확인하였다. 

PI 막 두께를 측정한 결과 목표치인 
막두께을 가지었음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본 논문에서 3 가지의 최적의 공정 조건을 
확인하였고, 얼룩이 LCD가 고해상도가 되면서 
불량 이슈가 많이 발생되는 인자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양산측면에서 설비 tact가 ○2 에 
비교하여 늦지만 

그래서 얼룩과 막상태가 나빠지는 
경우 PI 막 재료에 따라 공정조건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 

○3  조건인 table speed A , 
anilox roll speed A , press depth F 을 선정을 
하였다. 실험을 하면서 table speed과 anilox roll 
speed 의 속도 차이가 발생될수록 얼룩 및 
막생태가 나빠지는 결론을 얻었고, 속도가 
빠를수록 anilox roll에서 수지판으로 전사되는 
양이 많아지기에 press depth을 적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수 있다. 또한 
사용하는 PI막 재료의 농도는 다른 성질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PI막에 
얼룩이 발생하는등 PI 막생태에 많은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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