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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vice used to deposit and measure pillars.

Fig. 2 Device used to deposit and measure pillars.

1. 서론

진공유리용 지지대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형성

된 진공 분위기에서 진공력에 의하여 상판과 하판

의 유리면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배치된다. 기존의 지지대 배치 방법으

로는 디스펜서(Dispenser)를 이용한 방법이 있으나 

디스펜서(Dispenser)를 사용할 경우 디스펜서

(Dispenser)와 마이크로 단위의 지지대간에 정전기 

및 마찰력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크

린 인쇄를 이용한 지지대 인쇄에 대해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스크린 인쇄공법은 고정밀 미세 

패턴의 형성, 저가의 제조 장비 제작 및 대량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1-2). 스크린 인쇄 공정 주요 

공정조건은 크게 스퀴지 각도, 압력, 이송속도 그리

고 이격거리로 나타낼 수 있으며 공정 조건에 따라 

인쇄되는 패턴형상 및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지지

대는 높이 균일도에 따라 유리에서 발생되는 응력

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진공유리의 내구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 인쇄공정변수가 

진공유리 지지대용 페이스트 인쇄 시 균일도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요인실험계획

법을 이용하여 균일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조

건 및 예측이 가능한 다항식을 도출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진공유리 지지대 배치를 위해 사용된 인쇄장치

는 라인 시스템사의 LSP-5040 고정밀 반자동 인쇄

기를 사용하였으며 인쇄를 위한 유리는 100㎜×100
㎜×3t의 사이즈를 사용하였다. 또한 개구부 사이즈

가 지름 400 ㎛, 두께150㎛를 갖는 메탈마스크를 

사용하였으며 개구부의 간격은 23 ㎜의 정사각형 

패턴을 적용하였다(3). 인쇄 된 지지대의 형상 및 

높이계측은 키엔스사의 Vk-9700을 사용하였다. 
Fig. 1은 지지대 페이스트 인쇄 및 계측에 사용된 

인쇄 장치와 3차원 계측기를 나타낸다.

2.2 공정변수 설정 및 실험계획

본 논문에서는 완전요인배치법을 이용하였으

며 전체 실험은 4인자 2수준으로 실험횟수는 16회
씩 2회 반복을 실행하였다. Fig. 2는 스크린 인쇄 

공정변수를 나타내며 각 인자에 대한 수준은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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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easurement results of pillars

Process parameters
Level

Ⅰ Ⅱ
A θs(Angle( °) 50 55
B vs(Velocity(㎜/sec) 10 50
C ps(Pressure (kgf/cm2)) 5 10
D gmg(Clearance (㎜)) 2 3

Table 1 Screen printing parameters and ranges.

3. 실험 결과 분석

유리에 인쇄 된 지지대에 대하여 총 16곳의 지지

대를 계측하였으며 계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

정변수에 따른 지지대의 균일도를 예측할 수 있는 

다항식을 도출하였다. 

시험 분석 시 각 공정 조건이 지지대의 균일도에 

미치는 영향도를 알 수 있으며 실험적 수학모델의 

직선방정식은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b1, b2, b3, b4, b5는 상수로 각각 공정변수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공정변수들 사이에 상호 관계

를 나타낸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 인쇄법을 이용하여 진공

유리 간극 유지용 지지대 배치를 실시하였으며 

지지대의 균일도 분석을 위해 완전요인배치법을 

이용하여 실험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변수에 따른 균일도 예측이 가능한 

다항식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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