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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ium tin oxide (ITO) is an important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 ITO films have been widely used as 
transparent electrodes in optoelectronic devices such as organic light-emitting devices (OLED) because of their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and high transmission in the visible wavelength. Finding ways to control ITO micromachining 
depth is important role in the fabrication and assembly of display field. This study presented the depth control of ITO 
patterns on glass substrate using a femtosecond laser and slit. In the proposed approach, a gaussian beam was 
transformed into a quasi-flat top beam by slit. In addition, pattern of square type shaped by slit were fabricated on the 
surfaces of ITO films using femtosecond laser pulse irradiation, under 1030nm, single pulse. Using femtosecond 
laser and slit, we selectively controlled forming depth and removed the ITO thin films with thickness 145nm on glass 
substrates. In particular, we studied the effect of pulse number on the ablation of ITO. Clean removal of the ITO 
layer was observed when the 6 pulse number at 2.8TW/cm2. Furthermore, the morphologies and fabricated depth 
were characterized using a optical microscope, atomic force microscope (AFM), and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Keywords: ITO(투명전극), Glass(유리), Femtosecond laser(펨토초 레이저), Slit(슬릿), Beam shaping(빔 쉐이핑)1)

1.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용도의 컴퓨터 

기반 시스템과 휴대용 모바일 기기의 개발로 이

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는 사

람과 전자기기와의 연결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

을 하고 있다. 1897년 최초 브라운관이 발명된 

이래로 각종 전자기기에서 다양한 정보를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화면상에 구현해 주는 역할을 해온 

투고일 : 2014년 2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4년 3월 26일
게재승인일 : 2014년 3월 27일
교신저자 : 조성학 ✉ shcho@kimm.re.kr

디스플레이는 미래 정보화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고, 박막형 액정패널 및 PDP, OLED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플랫패널디스플레이들이 

등장하였다.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변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한 작

동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입력 

전용 펜, 손가락 등을 이용한 접촉에 의해 신호 

전달 및 조작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터치 패널을 적용한 터치스크린 또한 

등장하게 되었다.1

ITO는 플랫패널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과 같은 
광전자 소자에 쓰이는 투명전도성산화물(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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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널리 쓰이는 소재로써, 높은 전기전도성

과 가시영역대에서 우수한 투과도(-90%)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ITO가 코팅된 유리는 박막 트랜

지스터와 OLED에 크게 접목되고 있다. 소비전

력을 줄이기 위한 광 투과율의 향상과 디스플레

이의 대면적화와 소자의 응답시간 단축을 위한 

저항성 축소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써, 현재 

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5

터치패널로 이용하기 위해선 PET나 유리와 

같은 기판 위에 ITO를 성막하여서 터치모듈로 

제작되며, 이 터치모듈의 패터닝에는 습식 에

칭을 이용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 주로 이용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은 다중 프로세

스의 단계를 거쳐야 함과 동시에 장비나 용품

이 고비용이고 유독성의 물질이 이용됨에 따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단점을 가지게 된

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직접적

인 패터닝을 한다면, 다중 프로세스의 수를 줄

이고, 공정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친환경적이라는 큰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레이저를 이용한 직접적인 패터닝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6

극초단 레이저는 이전의 레이저와 비교하여 극

히 짧은 펄스폭으로 인해 재료 가공 시 생기는 

열이 가공부 주위에 전달 되기 전에 가공이 완료

되어 비열적 가공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크랙과 데브리와 같은 손

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로 인해 높은 가공 

정밀도를 가질 수 있으며, 초미세가공의 유리한 

특성을 가진다. 또한, 극초단 레이저가 가지고 있

는 비선형 광학현상에 의해 이론적으로는 파장에 

상관없이 모든 재질의 가공이 가능한 재료 무의

존성의 큰 특징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이

저광 방출 시,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빔을 그대

로 가공에 사용하면 빔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인

텐시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가공패턴의 균일도

가 낮고, 가공 깊이의 조절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고종횡비의 가공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 기판 위에 증착되어있는 

ITO에 대하여 펨토초 레이저 빔의 경로에 슬

릿을 구성하여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레이저 

빔을 사각형모양의 quasi-flat top 형태로 쉐이핑 

하고, 쉐이핑 된 빔과 펄스 수 조절을 이용하여 

가공 패턴의 균일도를 높이고 가공 깊이를 조절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 및 결과

실험에 사용된 ITO 박막은 145nm정도의 두께

로 1.1mm두께의 유리 기판 위에 In2O3(90wt%) : 
SnO2(10wt%)을 사용하여 DC 마그네트론 스퍼

터링 방법에 의해 증착되었으며, 제작되어진 

ITO-유리의 모식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a)

(b)
Fig. 1 Photograph of sample (a) and solid figure of 

sample information (b).

본 연구에서는 1030nm의 중심파장, 30kHz의 

반복률, 200fs의 펄스폭과 최대 출력 3.5W를 

가지는 펨토초 레이저가 사용되었으며, 0.42의 

NA값을 갖는 50배율의 대물렌즈를 사용하였

다. 정밀 가공에 적합한 스테이지 가공 시스템

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가공 시스

템은 펨토초 레이저와 빔 전송을 위한 광학계, 
X-Y스테이지, Z축 슬라이드로 구성되었고, Z축 

슬라이드를 통해 가공초점을 결정하였다. 가공

용 대물렌즈와 동일한 축에 설치된 CCD를 통

하여 레이저 초점을 결정하고 가공 상태를 모

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력조절을 위

하여 레이저운용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 실

험장치의 구성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방출된 레이저 빔은 직선평광을 가지며 빔의 

프로파일은 가우시안 형태를 가진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출된 가우시안 분포를 가

지는 빔을 슬릿을 구성하여 통과하도록 하였으며 
Fig. 3과 같이 사각형 모양을 갖는 quasi-flat top 
형태로 쉐이핑 하였다. 쉐이핑 된 빔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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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공 깊이를 조절하고 선택적 가공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얻어진 가공 실험 결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광학현미경, 원자간력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을 사용하였고, 
ITO의 선택적 가공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산 엑스선 분광계(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이용하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femtosecond laser system 
with slit : ATT:Attenuator ; NDF:Neutral density 
filter ; SH:Shutter ; SL:Slit ; TB:Tube lens ; OB: 
Objective lens.

슬릿을 통과한 quasi-flat top 빔을 이용하여 

유리 기판 위에 증착되어 있는 ITO의 가공 깊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조사되는 펄스의 수를 

늘려가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리 기판에 데미

지를 주지 않고 증착되어있는 ITO만 가공하는 

선택적 가공을 하기 위하여 실험에 앞서 유리 

기판과 ITO 박막의 가공임계치를 측정하였으

며, 각각 12.2TW/cm2, 0.6TW/cm2
의 가공임계치

를 얻었다. ITO의 가공임계치값 이상과 유리 

기판의 가공임계치값 이하에서 펄스 수에 따른 

가공 깊이의 차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2.8TW/cm2
으로 인텐시티를 고정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으며, 펄스 수를 조절하여 가공된 

결과의 광학현미경 사진을 Fig. 4(a)-(g)에 나타

내었다. 슬릿을 조절하여 Fig.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10μm × 10μm의 크기를 갖는 사각형 형태

의 가공 결과를 얻었고, 조사되는 펄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색이 짙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펄스 수의 증가에 의한 에너지흡수에 

따라 ITO의 제거양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가공이 시작되는 펄스 수 1발
부터 유리 기판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증착되

어 있는 ITO의 선택적 가공이 이루어진다고 예

측되는 6발까지 펄스 수 조절을 하며 실험을 하

였고, 얻어진 가공 결과의 형상 및 깊이를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AFM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Fig. 5(a)-(e)에 측정된 AFM 3D 표면

형상과 펄스 수의 변화에 따른 가공 깊이를 알 

수 있는 측면 프로파일을 각각 나타내었다. 

Fig. 3 Basic concept of shaped beam using slit.

Fig. 5(a)-(e)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슬릿을 이용

한 사각형 모양의 quasi-flat top 빔을 통하여 고정

된 인텐시티에서 각 펄스 수 컨트롤에 따라 에너

지가 ITO박막에 흡수 되었을 때, 가공된 ITO박막

의 깊이는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1 발부터 6 발
까지 펄스 수를 달리 하였을 때, 각각 얻어진 

ITO 박막의 가공 깊이는 (a)36 ± 0.5nm (b)79 ± 
0.5nm (c) 110 ± 0.5nm (d)130 ± 0.5nm (e)145 ± 
0.5nm로 점점 깊어짐을 AFM 측정을 통해 알 수 

있었고, 깊이의 변화로 보아 약 40nm급의 가공 

깊이 조절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측면 프로파일을 통하여 6발에서 유리 기판의 손

상 없이 ITO만 가공이 되는 선택적 가공이 가능

함을 추측할 수 있었다. 기존의 가우시안 분포의 

빔을 사용했을 때는 어려웠던 가공 깊이 조절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널리 쓰이는 투명전

극유리 위에 슬릿 빔 쉐이핑을 이용하여 깊이 조

절이 가능한 사각패턴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Fig. 4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ablated ITO film 
by pulse numbers : (a) 0shot (b) 1shot (c) 2shots 
(d) 3shots (e) 4shots (f) 5shots (g) 6sh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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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e)의 결과와 같이 6발의 펄스를 조사

하였을 때, 선택적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정확

히 측정하기 위하여 전자빔에 의한 성분의 엑

스선영역대 에너지를 스캔하여 사용하는 EDS
를 이용하여 ITO의 주성분인 In과 Sn의 잔존

율을 측정하였다. In과 Sn의 어느정도의 성분 

감소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

여 펄스가 조사되기 전 샘플의 표면과 선택적 

가공이 완료되었다고 추측되는 6발의 펄스 수

로 가공된 가공부 바닥면에 대해서 EDS를 이

용하여 비교 성분 검출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를 Fig. 6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따른 각 

원소의 카운트 수의 함수그래프와 In과 Sn의 

atm%를 보기 위한 표로 나타내었다. 측정 결

과의 비교 분석 결과, 레이저로 가공된 부분의 

성분비가 기존 ITO-유리 표면의 성분비에 비해 

In의 경우 5.66atm%에서 0.41atm%로, Sn은 

0.7atm%에서 0.0atm%로 각각 93%와 100%의 

제거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릿에 의한 빔 쉐이

핑 기술을 이용하여 유리 기판 위에 증착되어 

있는 ITO에 대해 펄스 수를 조절하여 패턴 가

공 깊이의 40nm급 조절과 함께 선택적 가공 

또한 가능함을 보았다. 

(a)

(b)

(c)

(d)

(e)
Fig. 5 Image of AFM 3D data and cross-sectional graph 

with each different pulse shots : (a) 1shot (b) 
2shots (c) 3shots (d) 4shots (e) 6shot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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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6 Image of EDS data atomic % components ; before 

irradiation (a) after irradiation (b) at 6shots of 
Fig. 5(e).

3. 결 론

패턴 가공 깊이 조절이 어려운 가우시안 분포

를 가지는 빔을 슬릿 빔 쉐이핑 기술을 사용하

여 선택적 가공과 가공 깊이 조절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ITO-
유리에 대해 선택적 가공을 수행하였으며, 디스

플레이 디바이스에 접목가능한 사각 패턴을 구

성하였다. 실험 결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AFM, EDS를 이용한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40nm급의 가공 깊이를 조절 할 수 있음과 동시

에 선택적 가공 또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특

정 기판 위에 증착되어 있는 투명전도성 물질에 

대한 패턴 가공 깊이 조절과 ITO의 깊이 제어가 

가능한 선택적 가공은 산업적으로 큰 이슈이며, 
본 연구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디스플레이에 

이용되는 TCO에 대한 응용연구를 진행하여 핵

심요소기술을 확보한다면 산업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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