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전극
R2R 프로세스

필름 및 코팅의
두께 측정



소개
R2R은 연속적인 방식으로 필름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적층 공정을 사용할 수 있는 두개의 움직이는 재료 롤 사이에서 이동되는 
유연한 기판의 연속 처리를 포함하는 제조 기법의 한 계열입니다. 
전자 분야에서 Roll-to-Roll 공정은 플라스틱 필름이나 금속 호일 롤에 유연하고 큰 표면의 전자장치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R2R은 오늘날 리튬 이온 배터리(LIB)용  EV 시장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판 제조 공정의 중요한 기법입니다.
• 금속 호일(알루미늄 및 구리) 제조
• 분리막 생산을 위한 플라스틱 필름
• 유연한 박막 배터리 전극(음극 및 양극)

설명
유연한 박막 배터리 제조에서 R2R은 다음 공정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롤링 공정 (전극 호일 생산)
• R2R 코팅 및 건조
• R2R 칼렌더링 또는 컴프레싱
• R2R 슬리팅 또는 컷팅

이러한 모든 작업에서 두께 관리를 위한 비접촉 기술 센서와 같은 인라인 품질 관리 측정을 통해 전극 생산에서 과도한 불량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께 검사는 생산라인 내에서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비접촉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기존 전통적인 접촉식 
솔루션으로 측정할 수 없는 섬세한 소재에 대한 인라인 두께 측정을 수행하기 위해 마르포스/STIL은 자체 비접촉 기술인 
크로매틱 콘포칼 기술을 제안합니다. 이 기술은 얇고 투명하지 않은 층에서도 측정의 최대 정밀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콘포칼 센서가 장착된 포크 서포트를 사용하면 배터리 전극의 총 두께와 다층으로 구성된 재료의 두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치에서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스페셜한 게이지 애플리케이션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연질 및 불투명 재료의 측정을 위한 비접촉 기술
• 두께 5 µm부터 시작하는 레이어 층 측정 기능
• 실제 생산 라인의 인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광범위한 측정 범위
• 높은 감도 및 정확도
• 측정 포크 또는 전체 측정 장비 공급 가능
• Quick-SPC 소프트웨어를 통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 전송 옵션 제공

버전
• n° 2 크로마틱 콘포칼 센서와 IRIX 컨트롤러로 구성된 n° 1 측정 포크를 사용한 기본 구성
• 측정 분석, 통계 분석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QSPC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E9066 산업용 PC 옵션
• 다양한 위치에서 측정하기 위한 맞춤형 측정 솔루션

기술사양
• 5μm 두께부터 측정되는 필름층
• 포일, 상·하부 코팅 및 총 전극 두께 측정
• 실제 적용 시 총 두께1µm 이내의 반복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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