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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lithography 공정으로 제작한 touch screen panel 용 Ag, Al, Cu metal mesh film

Ag, Al and Cu metal mesh films prepared by photolithography for touch screen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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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투명 산화물 전극 (TCO) 은 LED, electronic display, solar cell, touch screen panel (TSP)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TCO는 높은 광 투과도와 전도성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ITO (Sn-doped 

indium oxide)가 display 분야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ITO는 투과도와 면저항의 반비례 관계를 가지므로 더 낮은 

면저항이 요구되는 대면적 TSP 분야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etal mesh film의 

연구를 통해 TSP 분야에 사용되는 ITO를 대체하고자 한다. 제작된 mesh film은 모두 면저항은 15 Ω/□ 이하, 광 투과도 

90% (@550nm) 이상을 나타내었다. 

1. 서론

TCO는 현재 display, solar cell, TSP 등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그 중 ITO가 많이 연

구되어 왔지만 희토류금속 사용으로 인한 높은 원가, sputtering 중 고에너지 입자에 의한 박막손상 등에 의한 문제가 존재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metal mesh, one-dimensional imprinted metal electrode, solution-processed random 

metal nano wire, graphene, nano mesh 등 많은 대체 재료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실용화하기에는 기술이 부족한 실정이

다.[1] 그 중 최근 metal mesh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gravure offset방식과 photolithography법으로 제작되어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1, 2] Gravure offset 방식은 blanket roll에 ink를 찍어 target surface에 그대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공정비용 

면에서 매우 절약 되지만, 미세 패턴을 구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photolithography는 mask를 이용하여 ~ 5μ

m 의 미세패턴 구현이 가능하며 습식·건식의 에칭 공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2,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hotolithography 법을 이용하여 높은 투과도와 면저항을 가지는 대면적 TSP 용 metal mesh film을 제작하고 연구를 진행

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50 X 50 mm 크기의 non-alkali glass (Corning E-2000)와 PET 기판 상에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 공정으

로 상온에서 Ag, Al, Cu 금속 박막을 1, 1.5, 2 μm 두께로 증착하고 photolithography 공정을 진행하여 mesh film을 구현

하였다. Mesh 형태는 honey comb, square 두 가지 타입이 적용되었다. Honey comb 타입의 경우 선폭, 선 간격이 각각 10, 

1000 μm 였으며, square 타입의 경우 선폭, 선 간격이 각각 15, 500μm 였다. Mesh desing에 따라 면저항, 투과도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design은 향후 연구에서 패턴 형태에 따른 moire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구분하였다. 기판상

에 증착된 금속 박막의 미세구조 관찰을 위하여 SEM, XRD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제작된 mesh film의 광학적, 전기적 특성 

및 접착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PET 기판상에 제작된 mesh film의 TSP 로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OCA를 이용하여 합

지시킨 후, 투과도를 평가하였다. 

결론

Ag, Al, Cu 금속을 이용하여 제작한 박막의 미세구조를 평가하였다. XRD 결과 모두 C(111)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면저

항은 Ag가 가장 낮은 면저항을 나타냈다. 그리고 Al, Cu 순으로 나타났다. Photolithography 방법을 이용하여 mesh film 제

작 후에도 Ag가 가장 낮은 면저항을 나타내었지만 Cu가 Al보다 낮은 면저항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etching 공정 

중 Al의 산화에 의해 면저항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제작된 mesh film은 모두 면저항 15 Ω/□ 이하, 투과도 90% 이상

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Ag 의 경우 2 μm mesh film 제작 중 접착력문제로 인해 박리가 일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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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층으로 Mo, Cu, Ti를 삽입하였고 이에 대한 접착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금속의 반사에 의한 starburst 효과를 감

소시키기 위하여 상층에 Ti를 증착하였다.[3] 결과적으로, Cu를  Ag 박막 아래에 100 nm 삽입하고 그 위에 Ti를 150nm 증

착한 경우의 접착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리에 증착한 박막에서 Cu가 면저항, 투과도, 접착력 특성이 가장 우수한 것

으로 판단되어 PET위에 mesh film을 구현한 뒤, OCA를 이용하여 합지하여 특성을 평가하였다. PET 기판상에 형성된 

mesh film의 경우에도 etching공정에 의해 선폭, 간격이 잘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합지된 film의 경우에도 투과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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