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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어지는 디스플레이와 빛을 투과하는 디스플레이

이나 둘둘 말아서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정도를 상상할 수 있을

요즘은 디스플레이를 연구 개발하는 공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것이다.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을 자

들 사이에서도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가 회자되며, 미래기술

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IT관련 상품을 기획할 때 그 용도

이 아닌 현재의 기술로 인식되곤 한다. 아이폰 6를 바지 뒷주머니

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에 넣고 깔고 앉으면 휘어지는 현상을 두고, 일부는 ‘플렉시블 디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가 플렉시블/투명 디스플

스플레이’가 아니냐며 조롱할 정도로 친숙한 단어다. 플렉시블 디

레이의 연구 개발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눈앞에

스플레이는 공상과학 영화에 필수적으로 등장하고, 기업의 플렉

거의 다 와있는 듯한 이 신기술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공학적 문

시블 투명 디스플레이 홍보동영상이 유튜브 등으로 널리 퍼지면

제가 너무 많다.

서 곧 상용화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플렉시블/투명 디스
플레이는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일까? 그리
고 도대체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는 무엇일까?
몇 년 전에 대형 TV 시장에서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s)와 PDP(Plasma Display Panel)의 두 디
스플레이 방식을 놓고 어느 것이 기술적 우위에 있고 어떤 방식

좌_코닝의광고중투명디스플레이

이 기술적으로 좋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우 _영화“REDPLANET”중투명플렉시블디스플레이

의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TFT-LCD가 좋은지,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또는 다른 표현으로 TFT-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난제

OLED)가 좋은지 등, 디스플레이 방식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

먼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살펴보면, 기판기술, 백플레인

으며, 휘어진(Curved) TV도 TFT-LCD와 TFT-OLED, 두 방식 모

(backplane) 기술, 디스플레이 형태, 그리고 봉지(encapsulation)

두가 출시되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플렉시블/투명디스플레이

기술 등의 기술적 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신뢰성이 있는 고품질의

는 어떤 방식의 디스플레이에 속하며, 그의 기술적 속성은 무엇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자가 되려면 우선 이 4가지의 기술이 각각

인가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정의되어있지는 않다.

완성되고, 이 기술들을 결합해서 휠 때도 일반적인 평판 디스플레

왜냐하면,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분

이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한다.

류되는 것이 아니고, 디스플레이의 기능적 측면을 설명하는 것

기판 기술은 기존에 사용되던 딱딱하고 휠 수 없는 유리나 실리

에서 온 명칭이고, 기존의 어떤 디스플레이 방식, 예를 들면 LCD,

콘 기판을 대신하여 휨(flexibility)정도가 좋은 유연성 기판을 고

PDP, OLED, EPD(Electro-Phoretic Display), FED(Field Emission

려해야 한다. 그 후보군으로 얇은 유리(thin glass: 두께 100μm 이

Display) 등의 어떠한 디스플레이 소자도 기능적으로 유연하거나

하), 금속호일(metal foil: 두께 125μm 이하), 플라스틱 필름 등

어느 정도 투명하다면,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로 사용될 수 있

이 있다. 플렉시블 기판은 광학적으로 투명하고, 표면의 거칠기

다. 다시 정리하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란 휘어지거나 접히는 등

가 10nm 이하, 열팽창 계수가 적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반응

의 기능적 요소를 갖춘 디스플레이 소자로 정의할 수 있고, 투명

성이 적고, 수분 및 산소 투습률이 양호하며, 기계적으로 안정하

디스플레이란 어느 정도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투과하는 기능을

여 잘 깨지지 않고, 열방출이 잘되고, 전기적으로는 절연성이 우

갖춘 디스플레이 소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휘어지거나

수한 해야 하는 등의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

접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투명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에 대

지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판은 없기 때문에 투명성, 유연

한 기준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플라스틱 필름을 플렉시블 디

그러면 왜 우리는 이와 같은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를 기대하

스플레이 소자의 기판으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현재 활용되고

는 것일까? 실제로 이를 연구 개발하는 연구자들도 투명/플렉시

있는 플라스틱 필름 종류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어디에 사용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

PEN(polyethylene naphthalate), PC(polycarbonate),

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막연히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장면

PES(polyethersulphone) 그리고 PI(polyimide) 등이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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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투명 디스플레이

은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할 경우, 디스플레이 소자를 형성하기 위한

가져야 한다. 또한 배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연성을 갖고, 긴 배

공정 온도가 150℃ 이하에서 제한된다. 이와 같은 낮은 공정온도에

선 전체가 균일하면서 금속과 같은 낮은 전기전도도를 가져야 한

서 플라스틱 기판 위에 형성된 소자(특히 TFT)는 내부의 불안정성

다. 전극기술도 현재 양극, 음극, 배선 등의 응용에 따라 서로 다른

때문에 전계 이동도(mobility), 신뢰성 및 수명이 좋지 않다. 다만 PI

재료 및 구조를 플렉시블 전극을 연구개발 중에 있다.

의 경우 열변형 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가 350℃로 비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형태로 어느 방식이 가장 적

적 높아, 기존의 고온 공정도 가능하나, 투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합할까? 어느 디스플레이 모드라도 휘어지거나 접히거나 둘둘 말

이에 PI를 투명하게 만드는 연구가 활발하고, 현재 그 가시적인 성과

수만 있다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플렉시

를 이루어 내어 시제품 소자에 적용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블 디스플레이 소자로 가장 유력한 것은 OLED이다. OLED는 소자

백플레인 기술은 박막 트랜지스터(TFT)와 전극 기술을 포함한

가 유기(organic) 또는 고분자(polymer)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 선

다. TFT기술은 트랜지스터의 활성층(active layer) 물질의 종류에

천적으로 휨 특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OLED 소자 내의 유기물은

따라, amorphous silicon, nano-crystalline silicon, poly-silicon,

산소 및 수분에 민감해서 노출될 경우 열화되기 때문에 플렉시블

transition metal oxide(TMO), 그리고 organic TFT로 분류할 수 있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때 투명하고 유연한 봉지 기술이 필수이고,

고, 현재 그 어느 방식의 TFT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완전히 적

OLED 소자 내의 무기물 층인 디스플레이 전극과 봉지층에 대한

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플라스틱 위에 저온 공정으로 만들어 지는

유연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Amorphous TFTs는 대면적 균일도가 우수하나, 전계 이동도가 낮

봉지기술은 플렉시블 내부의 소자를 보호하고 신뢰성 있는 소자

2

고(0.1~1 cm /V/s), 소자의 안정성 및 신뢰성(특히 OLED와 결합

로 만들게 위해 특히 필요한 기술이다. 특히 유기 재료가 포함된

하는 경우)이 나빠지게 된다. Nano-crystalline TFT는 상대적으로

플렉시블 소자의 경우 물 투습률이 10-6g/m2/day 이하 정도가 되

전계 이동도가 좋지만(수십 cm2/V/s), 상대적으로 높은 공정온도

어야 한다. 이를 위해 OLED 디스플레이 소자에 적용한 봉지 기

가 필요하므로 TFT의 active layer 보다는 source / drain의 접촉층

술은 잘 휘지 않는 유리와 메탈 금속을 이용해왔으나 플렉시블 소

(contact layer)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transition metal oxide

자 기술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TFE(Thin

는 상온 공정이 가능하며, 그 전계 이동도 또한 우수하여 플렉시블

Film Encapsulation)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TFE

디스플레이 소자의 TFT로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현재 연구 개발

은 기본적으로 유기막과 무기막의 적층구조로 이루어져있고, 이

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rganic TFT인 경우, 그 유연

구조를 2층 또는 그 이상의 층수를 쌓아 수분 및 산소 침투를 방지

성이 어느 TFT 소자보다도 뛰어나지만, 전계 이동도가 낮고 신뢰

하는 기술이다. TFE 기술은 유연성이 있고, 다층 구조에서 물 투습

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금 기술로는 고품위의 플렉

률이 10-6g/m2/day 정도되기 때문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자의

시블 디스플레이 소자의 TFT로는 적합하지 않다.

봉지기술로 적합하나, 휨 테스트 후에 TFE의 특성 변화가 관찰되

플렉시블 전극은, 기존의 디스플레이 전극으로 주로 사용하

고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는 ITO(Indium Tin Oxide)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이 진행되고 있다. 그 후보로는 나노와이어(nanowire), 나
노메쉬(nanomesh), CNT(Carbon Nano Tube), 그래핀,
DMD(Dielectric-Metal-Dielectric), conducting organic polymer
등의 여러 종류의 방법이 연구개발 중이다. 플렉시블 전극은 휨을
반복했을 때 균열(crack)이 없이 전기 전도성을 유지하면서, 양극
또는 음극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당한 일함수(work func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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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_ 소니의 플라스틱 기판 위에 organic TFT을 사용한 플렉시블 OLED
중_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라스틱 기판 위에 Poly TFT을 사용한 플렉시블 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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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디스플레이의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난제
투명디스플레이의 기술적 구성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유사하
나, 모든 구성 요소를 투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디스플레이
의 구조 및 재료를 변경하여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이는 설계 및 연
구가 필요하다. 구성 요소 별로 살펴보면, 기판은 투명해야 하므로
기존 기술인 투명 유리를 사용하면 되고, 유연성 및 제조원가를 고
려한다면 투명 플라스틱 기판도 연구개발 대상이 된다. 투명 디스
플레이 방식으로는 현재 OLED와 TFT-LCD를 고려할 수 있지만,

좌 _ LG 디스플레이의 18인치 투명(가시광선 투과율 30%) OLED 와 Oxide TFT 기술을
사용한 노트북
중 _ 삼성 디스플레이의 14인치 투명(가시광선 투과율 30%) OLED 와 Poly TFT 기술을
사용한 노트북
우 _ 삼성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없는 투명 TFT-LCD

LCD의 경우 모듈에서 백라이트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백라이트를 제거하고 외광을 사용하여 투명 디스플레이의 영상을

미래 기술에서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역할

표시하기도 한다. OLED의 경우, 디스플레이 구조를 투명하게 가

이와 같이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각각의 기술적 구성 요소

져가기 위해 두 가지 구조가 연구되고 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

들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 어떤 구조, 또는 어

이 픽셀의 발광 부분과 TFT을 모두 투명한 요소로 구성된 구조, 두

떤 재료가 사용될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가능성

번째는, 디스플레이 픽셀의 발광부분과 TFT을 기존 기술을 활용

을 두고 연구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 관련 제품들이 프로토타입으

하고 불투명하게 만들고, 픽셀의 구조를 투명부분과 불투명 부분

로 전시되거나 상품으로 등장하면서, 그 기술의 완성에 대한 기대

으로 나뉘어 투명 부분의 개구율(aperture ratio)을 조절하여 투명

를 부풀리고 있다. 2014년도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인 경우, LG

도를 결정하는 구조가 있다. 첫 번째 투명 디스플레이 구조를 위해

Display 에서 20인치 플렉시블 OLED을 발표하였다[그림 좌]. 투

서는 발광부분과 TFT가 모두 투명한 재료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

명 디스플레이의 경우, 냉장고 도어 및 광고용 패널로 투명 LCD

히 음극 부분과 TFT가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명 음극연구 및

가 채용되어 상품으로 출시되었지만[그림 우], 우리가 기대하는

TMO을 이용한 투명 TFT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투명 디스플레이

것만큼의 고품질 디스플레이는 아니었다. 또, LG Display 와 삼성

의 봉지기술은 기존의 투명한 유리봉지기술을 사용하면 되지만,

Display는 투명 OLED을 이용하여 투명 노트북 컴퓨터를 시연해

디스플레이소자의 두께를 줄이고, 디자인 측면을 고려하면 투명

보인 바 있다[그림 좌/중]. 향후 고품위의 고신뢰성을 가진 투명/

TFE 기술 활용이 더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IT제품에서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

다. OLED 및 LCD을 활용한 투명 디스플레이의 경우 가시광선 투

던 모든 요소기술들이 완성되어야 하거나, 새로운 요소기술에 대

과율이 30%~40% 정도이고, 더 높은 투과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는 배선전극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전기전도도가

디스플레이는 미래의 유비쿼터스 및 사물 인터넷 시대에 어디서

금속 배선처럼 우수하면서 투과율이 높은 전극배선 기술은 현재

든 정보를 받고 공유하게 해 줄 수 있는 매체가 될 것이고, 이런 미

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상업적 응용을 위한 고투과 투명 디

래 사회에 디자인이 자유로운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

스플레이 실현을 위해서는 투명 배선 기술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하면 응용 제품이 많이 개발될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기존의 기술

또한 투명 디스플레이가 되었을 경우에는 광 효율이 나빠지므로 전

의 조합으로 아이폰/아이패드와 같은 신개념의 응용 제품을 창출

력소모량이 많아지면 상업용 제품으로서의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

하였듯이, 미래에는 플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 신기술로 단순히

서 광을 제어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보는 것 만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제품이 창출될 것이다. 플
렉시블/투명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탄생이 눈앞에 있는
데 이를 응용한 새로운 제품분야를 창출하는 아이디어가 현재로
는 부재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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