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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터치패널분야는 휴대용 단말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TSP 에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ITO 유리 또는 

ITO 필름이라 할 수 있다. ITO 는 In2O3 

(인듐산화물) 와 SnO2 (주석산화물) 가 결합된 

구조로 일반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 80%이상, 

면 저항 400 Ω/□ 이하의 고전도성 반도체로 1, 

현재 대부분의 ITO 패턴 공정은 마스크 습식 

에칭에 의해 제작되고 있으나 반도체공정상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고생산비용이 소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최근 레이저 식각을 이용한 

ITO 패터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하여 ITO 

유리에 대한 패턴 형성을 실시하여 습식공정과 

비교하였고, 패턴 형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ITO 패터닝을 위한 레이저 광원으로는 IPG 

사의 펄스형 파이버 레이저(YLPM-1.0-A4-20-

20)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다이오드로 펌핑 

되고, 단일 모드 TEM00 의 1064nm 파장을 

가지는 Ytterbium 파이버 고체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나노초(nanosecond)의 반복 시간을 

가지며, 1,064nm 의 파장의 단일모드(TEM00) 

레이저가 발진된다. 선택가능한 펄스 

지속시간은 4, 6, 13, 20, 30, 50, 100, 200 ns 이다. 

빔품질은 평균 1.5, 최대 2.0 이며, 출력 빔의 

직경은 6~9mm 이다. 레이저 빔의 스폿 크기는 

약 20 μm 이고 최대 출력 펄스 에너지는 1 

mJ 이다. Table 1 은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레이저 패터닝 장비의 주요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 Technical Specifications of ITO glass direct 

patterning machine 
 

Laser source Ytterbium fiber laser, 1064nm 

Output power 20W 

Target materials ITO, Cu, Cr., Ag, …etc. 

Scan area* 110 x 110 mm 

Scan speed 2000mm/s up to 8000mm/s 

Min. line width* 0.01mm 

Dimension (WxDxH) 1350x1300x1700mm 
 
*It depends on the used F-theta lens. 

 

Fig. 1 은 레이저 패터닝 시스템의 개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Y 축 제어를 위한 

광학계가 적용될 수 있다. 

 

 

Fig. 1 ITO Glass direct patterning system 
 

터치 스크린 패널용 ITO 글라스 박막의 레이저 패터닝 
Direct Laser Patterning of Indium Tin Oxide thin film on glas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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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ITO 유리의 구조와 시

험 ITO 패턴의 형상은 각각 Fig. 2 및 Fig. 3 과 
같다. 패턴의 대각길이는 4.5 인치이다. 

 

Fig. 2 Test ITO glass    Fig. 3 ITO test pattern 

(Sheet resistance : 150Ω/□) 

 

3. 결과 및 고찰 
 

Fig. 4 는 (a) 백색광 간섭계 현미경, (b) AFM 

을 이용하여 측정된 레이저 패터닝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PV 는 18.6nm, 표면거칠기 

Ra=1.08nm, Rt=5.21nm 의 결과를 보였다. 

 

(a) 

(b) 

Fig. 4 Test results by (a) white light interferometer, 

and (b) AFM. 

 

ITO 글라스에 대한 레이저 패터닝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습식에칭과 

레이저 패터닝을 동일한 ITO 글라스에 대해 

실시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Fig. 5 의 (1)은 SEM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습식에칭(a) 과 

레이저 패터닝(b)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레이저 패터닝 후 습식에칭(c) 면을 통해 알수 

있다. Fig. 5 의 (2)는 레이저 패터닝 후 

절단면에 대한 횡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1)                 (2) 

Fig. 5 SEM test results (1) Comparison of Wet 

etching and Laser direct patterning on ITO 

glass, (2) Cross sectional view of ITO glass 

after DLP. 
 

개발된 레이저 패터닝 장비와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레이저 패터닝 장비의 

생산성을 확인하였다. 현재 스마트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4.5 인치 크기의 터치스크린에 

적용되는 실제 ITO 글라스를 패터닝한 결과 약 

1 분 40 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습식 에칭을 대체할 수 

있는 양산용 레이저 패터닝 시스템에 대한 

패터닝 성능과 효율에 대한 것이다. 레이저 

스캔 헤드를 3~4 개의 멀티로 적용할 경우 

충분히 양산을 위한 레이저 패터닝 머신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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