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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디스플레이 기술 동향 및 전망 

Technical Trends and Prospects in Transparent Display 

황치선 (C.S. Hwang)  

박상희 (S.H. Ko Park)  

조경익 (K.I. Cho) 

정보 디스플레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중에서 투명디스플

레이는 정보를 배경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장점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지만 기술적인 한

계로 대중화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AMOLED의 개발에 따라 투명디스플레이가 투명 AMOLED

의 형태로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투명 AMOLED는 AMOLED의 개발에 따라 기술

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투명 AMOLED가 가지는 투과도 개선, 시인성 확보 등 

여러 기술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

해 투명디스플레이가 대중화되면 증강현실 등의 콘텐츠와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인터페

이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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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LCD의 개발로 시작된 평판디스플레이는 TFT-

LCD, PDP 등의 급속한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소형 

모바일 기기로부터, 노트북, 모니터, TV, 대형디스플

레이에 이르기까지 전자정보디스플레이 분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평판디스플레이의 등장이 

디스플레이 시장의 팽창을 가져오면서 급격한 성장

을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신시장

의 고갈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

라 새로운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의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대

표적인 분야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투명디스플레

이 분야이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유리기

판 중심의 무겁고 딱딱하고 깨지기 쉬운 디스플레이

에서 플라스틱 기판을 기반으로 하는 경박/단소형의 

깨지지 않고 형태의 변형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다. 투

명디스플레이는 화면의 뒷배경이 비춰보이는 디스플

레이로서 기존에는 주로 투명한 스크린에 투사하여 

구현하였으나, 지금은 직접 투명한 화면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급속한 기술

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 AMOLED로서 주로 구현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명디스플레이의 기술 개발 동향

을 알아보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특

히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투명 AMOLED를 중

심으로 기술동향과 개발이 필요한 이슈를 논의하고

자 한다. 

미디어의 발전이 새로운 문화의 도래를 유발한 것

을 과거의 여러 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투명디스

플레이의 경우에는 이미 미래 사회를 다룬 영화속 디

스플레이로 항상 등장할 정도로 미래에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미디어의 전달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

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1]. 우리나라가 현재 디스플

레이 산업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원천기

술의 확보에 있어서는 기술 선진국에 뒤쳐져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미래의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천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

라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투명디스플레이의 개

발동향과 기술적 난제를 확인하는 것은 큰 의의를 지

닌다고 하겠다. 

Ⅱ. 투명디스플레이의 소개 

투명디스플레이는 화면이 투과도를 가지고 있어

서 화면 뒷면이 보인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구

현하는 기술 또한 매우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게 될 투명 AMOLED에 앞서 현재까지 시장에 

등장했거나 혹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투명디스플

레이를 기술별로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응용 분야에 따라서는 투명 AMOLED 이외의 투

명디스플레이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현

재 상용화된 예는 투명 AMOLED 이외의 기술로 개

발된 것이다.  

1. 투사형 투명디스플레이 

투사형 투명디스플레이는 HUD와 HMD 형태로 

나누어진다. 이중에서 대중화되어 있는 HUD에 대하

여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 1)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HUD는 

1970년대 항공기 조종사에게 비행중에 필요한 정보

를 주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그 이후에 주로 자동차

용, 광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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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는 정보를 표시하는 광원, 이를 투사하기 위

한 광학장치, 그리고 이들 정보가 투사되는 투명한 스

크린(주로 유리)으로 구성된다. 이때 정보를 표시하

기 위한 광원으로 VFD, CRT, LCD, LED 등 또 다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최

근에는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직접 투사(스캔)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HUD는 주로 실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휘도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화면을 투사하는 유리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 반사율

이 4%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밝은 광원이 필수적

이다[2]. 또한 투사를 위한 광학계가 일정한 부피를 

요하므로 전체적인 HUD 시스템의 크기도 상당히 커

지게 된다.  

HUD가 가지는 장점 중의 하나는 광학계를 이용

하여 사용자가 인지하는 결상면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그림 2)와 같이 자동

차에 이용하는 경우 운전자의 편의를 위하여 결상면

의 위치를 실제로 투사되는 면이 아닌 자동차 앞부분 

쪽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HMD의 경우에도 HUD와 마찬가지로 광학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에

는 투사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안구에 

직접 이미지가 투영되도록 한다. 이때 투명한 HMD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상 투명 안경형태로 HMD를 구

성하고 안경의 유리면에 반사면을 형성하여 안경 측

면이나 상부에서 만들어진 영상이 안구에 들어가도

록 한다((그림 3) 참조). HUD와 마찬가지로 HMD의 

경우에도 광학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인

지하는 시점을 조절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일반적인 HMD와 마찬가지로 투명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HMD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착용한 상태에

서 이미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는 

점이 추후의 개발과제가 될 것이다. 

2. 투명 TFEL 

교류형 무기박막 EL 디스플레이(AC-TFEL)는 

무기 형광체 내에 가속된 전자가 지나가면서 형광체

를 여기시켜 빛을 내는 원리를 이용한 디스플레이다. 

(그림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AC-TFEL은 

투명 전극과 무기 형광체 그리고 이들 사이를 절연하

 

(그림 1) F16 비행기에 사용된 HUD 

 

(그림 2) BMW 자동차에 사용된 HUD 

 

(그림 3) LUMUS사에서 개발한 투명 안경형 HMD 

Image 
Source 

Couple In 
Optics 

Couple Out
Op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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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절연막으로 구성된다. 이때 무기 형광체와 절

연막이 투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

로 매우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

다. 특히 수명이 길고, 온도, 물리적 충격 등에 대한 

신뢰성과 광에 대한 신뢰성도 크며, 별도의 물질 개발 

없이 즉시 투명디스플레이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투명디스플레이에 있어서 AC-TFEL이 가지는 최대

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C-TFEL의 경우에는 구동방식에 있어

서 전자의 가속을 위하여 높은 교류 전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동부를 구성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적색, 녹색, 청색 형광체의 효율을 향상시키

기 위한 기술 개발과 대면적화를 위한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 AC-TFEL을 이용한 투명디스플레이의 경

우는 ZnS:Mn 형광체를 사용한 호박색의 단색만

으로 이루어진 디스플레이가 소형으로 상용화되고 

있다((그림 5) 참조). 

3. 투명 OLED 

OLED는 유기 발광층 양쪽에서 전자와 정공을 주

입하여 이들이 유기 발광층 내에서 결합되면서 빛을 

내는 원리로 작동된다. (그림 6)은 OLED 소자의 기

본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유기 발광층은 통

상 투명하기 때문에 양쪽 전극을 투명하게 하면 투명 

OLED를 구성할 수 있다. 통상 양극으로는 일함수가 

큰 ITO와 같은 TC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음극으로는 

일함수가 낮은 금속 전극을 사용한다. 이때 음극으로 

사용하는 전극의 두께를 매우 얇게 하면 투명한 

OLED를 구현할 수 있다.  

투명 OLED는 투명 AC-TFEL에 비하여 투과도 

면에서는 불리하지만(투과도 70~80%), 구동 전압이 

낮고(<10V) 천연색 구현에 필요한 발광층도 많이 개

발되어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투명한 플라스틱 위에 

소자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여 투명 플렉시블 디스

플레이의 구현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림 4) TFEL의 소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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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투명 TFEL(투과도 84%) 
<자료>: Planar System 

 

(그림 6) OLED 소자 구조 
<자료>: HowStuffWork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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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OLED 소자는 수동 매트랙스 방식(passive 

matrix method)으로 구동하였지만, 해상도의 한계

와 대면적 디스플레이의 구현을 위하여 점차 능동 매

트릭스 방식(active matrix method) 구동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투명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입

장에서 보면 투명 전극의 저항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

하는 측면에서도 능동구동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은 세그먼트 타입으로 구현한 투명 

OLED 소자이고, (그림 8)은 능동구동 방법으로 구현

한 투명 AMOLED 소자이다. 

투명 AMOLED를 구현하는 경우에 능동구동을 

담당하고 있는 TFT의 투과도가 전체 디스플레이의 

투과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명 TFT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투명한 산화물 TFT를 

이용하여 투명 AMOLED를 구현하는 연구가 최근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3],[4]. 산화물 TFT의 경우

에는 투명한 장점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도

를 가지면서도 균일성이나 양산성 측면에서 기존의 

poly Si-TFT나 a-Si TFT 혹은 Organic TFT 보다 

우수한 측면 때문에도 AMOLED에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투명 산화물 TFT를 이용한 투명 

AMOLED 이외에도 poly-Si TFT를 이용한 AM- 

OLED 중에서 발광부를 투명하게 하고 양극의 투과

도를 증가시켜서 투명한 AMOLED를 개발하고 있

다. 특히, 2010년 SMD는 CES에서 14인치 투명 

AMOLED 노트북을 발표하여 주목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AMOLED를 구성하고 있는 금속과 

poly-Si TFT의 비투과성 때문에 전체 패널의 투과

도가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5]. 

하지만, 현재까지 시연된 투명디스플레이 중 가장 

뛰어난 디스플레이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

후에 투명디스플레이의 주류 시장은 투명 AMOLED

가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4. 투명 LCD 

TFT-LCD는 현재 전체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스플레이다. 

따라서 이를 투명디스플레이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

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9)는 2010년 SID

에서 발표된 삼성전자의 투명 LCD 시제품 사진이다. 

그런데, TFT-LCD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쌍

의 편광판이 존재해야 하며(투과도 1/4 감소), 각종 

광학필름의 존재와 구동 TFT와 배선의 면적 등으로 

투과도는 6% 근처에 머무르게 된다. 또한 자발광 형

태가 아닌 백라이트를 이용하므로 투명디스플레이로 

(그림 8) 투명 AMOLED 시제품 

(a) LG전자 (b) ETRI 

(c) LGD (d) SMD 

 

(그림 7) 투명 OLED를 이용한 KeyPad 
<자료>: NeoViewKo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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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변이 밝은 경우에 사용하든지 

혹은 백라이트를 측면에 배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투과도가 낮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면적 투명디

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유일한 평판 디스

플레이라는 점에서 최근에는 투명 LCD를 개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투과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되고 있다. 이때 투과도를 개선하는 것은 일반적인 

TFT-LCD에 적용하면 광효율을 개선하여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5. 투과형 투명디스플레이 

앞서 소개한 투명 LCD 이외에도 투과도를 가변하

여 투명디스플레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Electrochromic 방법, Electro-

wetting 방법, Interference Modulation 방식 등이 

있다((그림 10) 참조). 

Electrochromic 방법은 산화/환원 반응에 따라 

투과도가 바뀌는 소재를 이용한 것이다. 이 방법은 투

과도 가변 유리창에 이용되었던 방식이다. 이를 픽셀

단위로 투과도가 변화하도록 하여 디스플레이를 구

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Electrowetting 방법은 표면전하의 형성에 따라 

색깔을 띠고 있는 액체의 움직임을 통제함으로써 색

상이나 투과도의 변화를 주는 방법이다. 

Interference Modulation 방식은 평행한 두 판

(Fabry-Perot etalon) 사이에 입사한 빛이 두 판 사

이에서 다중 간섭을 일으킬 때 두 판 사이의 간격을 

변화시킴으로써 투과가 극대가 되는 파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투과형 투명디스플레이들은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알려져 있지만, 본격적인 디스플레이, 특히 투

명디스플레이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투과도 개선, 픽

셀화, 구동방법 개발 등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6. 투명 LED 디스플레이 

고출력 LED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러한 LED를 이

용한 옥외용 디스플레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

한 디스플레이 중에 미디어파사드(media façade)라 

불리는, LED를 건물의 외벽에 설치하여 스크린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설치된 LED의 간격에 

따라 (그림 1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배경으로 사용

되는 건물의 외벽 위에 마치 투명디스플레이가 구현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대면적 투명 LED 디스플레이 이외에도 

광고용으로 간단한 사인보드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

 

(그림 9) 투명 LCD 시제품(삼성전자) 

 

(그림 10) 투과형 투명디스플레이 

(a) Electrochromic Window(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b) Electrowetting Display(Extreme Photonix) 
(c) MEMS형(Interference Modulation형) 디스플레이(Tokyo University)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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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11b)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저가격의 대면

적 투명전극을 형성하고 이러한 전극 위에 LED 소자

를 설치하여 구성하게 된다. 

Ⅲ. 투명 AMOLED의 개발 이슈 

본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투명디스플레이 중 향후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명 AM-

OLED의 개발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투과도 개선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개발된 투명   

AMOLED의 경우 투명전극과 투명 TFT를 사용한 

경우 대략 60%의 투과도가, 금속전극과 불투명 TFT

를 사용한 경우 대략 40%의 투과도가 보고되고 있다

[5],[6]. 

투명디스플레이의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투과도가 높을수록 응용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투

과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투과도 개선을 위해서는 AMOLED를 구성하고  

있는 하판부분(TFT, 배선, 구동회로)과 상판부분     

(OLED), 그리고 상하판에 사용되는 유리기판 각각에 

대해 투과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판부분에 있어서 투과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부

분은 배선부분이다. 배선은 신호를 전달하고 OLED

가 발광되기 위한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해상도가 높아지거나 면적이 커지게 되면 점

점 더 작은 저항을 가진 배선부가 필요하다((그림 12) 

참조). 현재까지 알려진 투명전극 중 가장 낮은 저항

을 가지고 있는 단일 물질은 ITO이다. 그런데 이 ITO

의 비저항은 약 1×10-4Ω•cm로써 디스플레이에 사

용되는 대표적인 금속은 Al의 비저항값인 2.8×10-6

Ω•cm의 35배 정도이고, Cu의 비저항값인 1.7×10-6

Ω•cm의 60배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ITO 단일막

을 사용하여 구동이 가능한 AMOLED 패널은 해상

도와 크기에 제한을 가지게 된다.  

투과도를 유지하면서 저항을 낮추기 위하여 사용

되는 방법은 (그림 13)처럼 다중층 투명전도막을 이

용하는 것이다. TCO 두 층 사이에 매우 얇은 금속

(<10nm)을 형성하게 되면 투과도의 큰 저하 없이 저

항을 급격히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통상은 ITO 

투명 전도막과 Ag 금속막을 이용한다. 이렇게 다중

층 투명전도막을 사용하게 되면, 투과도 손해 없이 저

항을 1/7 만큼 낮출 수가 있다. 이를 이용하면 TCO

 

(그림 11) 투명 LED 디스플레이 

(a) 서울스퀘어 미디어 파사드 

(b) 투명 LED 사인보드(탑나노시스) 

(그림 12) 패널크기 및 해상도에 따른 배선의 면저항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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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사용한 기판에 비하여 좀더 고해상도나 더 큰 

크기의 투명 AMOLED를 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작은 저항을 가지는 투명전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개선이나 구조를 통해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명전극층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구동방

법의 개발이나 배선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판에서 배선을 제외하고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

은 TFT들이다. 가장 단순한 AMOLED 픽셀의 경우 

2개의 TFT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상업적인 패널

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보상기능을 수행하기 위하

여 5~6개의 TFT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의 면적을 고려하여 AMOLED에 사용 가능한 TFT들

(poly-Si TFT, a-Si TFT, oxide TFT)의 투과도를 

추정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그림 14)처럼 정리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보면 TFT 중에서 oxide TFT를 사

용하는 것이 전체 투과율 개선효과로서 5% 정도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산화물 TFT는 이러한 투과도 

개선 측면뿐만 아니라, a-Si TFT 대비 20배 정도 되

는 이동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poly-Si TFT 보다는 

균일도나 공정의 저가격화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판의 경우 OLED의 투과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양극의 투과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된다. OLED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양극 물질

은 LiF/Al 구조이다. 이때 Al의 경우 두께에 비하여 

투과도 저하가 크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하여 Ag 

같이 두께에 비하여 투과도가 큰 물질을 도입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앞서 저저항 배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언급한 다층박막을 도입하기도 한다. 투과도 개선을 

위해서는 투명전극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

시에 양극이 전자의 주입역할을 해야 하므로 낮은 일

함수를 가져야 한다. 매우 얇은 금속과 투명전극을 다

중층으로 형성하여 높은 투과도와 낮은 저항, 낮은 일

함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양극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하 주입

층에 도핑층을 도입하는 등 OLED의 소자 구조를 변

화시키는 노력을 시도하기도 한다.  

AMOLED의 경우 하판을 유리 기판 위에 형성하

고 이 위에 OLED까지 형성한 후에 encap용 유리판

을 덮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때 사용되는 

유리판에 무반사 코팅을 실시하여 투과도를 높일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OLED 소자의 외광효율과

도 연관이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과도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시인성 개선 

투명디스플레이의 경우 (그림 15)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디스플레이보다 주변 환경에 따른 대조

비의 변화가 매우 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투명체의 투과도를 평가하는 경우에 투명도 이

 

(그림 13) 다중층 투명전도막의 구조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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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흐림도라는 인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투명디

스플레이에서의 시인성 개선은 대조비 확보와 더불

어 흐림도 개선을 포함한다. 

LCD나 PDP의 경우에도 암실대조비와 명실대조

비를 나누어서 측정하게 된다. 이때 주변 환경에 따라 

화이트는 변화가 없지만 블랙은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대조비의 확보는 주변 환경에 무관하게 블랙

을 구현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AMOLED와 같은 자

발광형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블랙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발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 빛의 반사를 

막아주면 쉽게 블랙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데 투명 AMOLED의 경우에는 블랙을 구현하기 위

하여 발광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경의 빛이 화소를 

통과하기 때문에 밝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블랙의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투명 AM-

OLED에서 블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외광 

차단 소자가 필요하다. 즉 블랙을 구현하여야 할 경우

에는 화소의 투과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투과도 가변

형 소자가 필요하다. 

여러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투명체에 있어서 요소

들 사이의 굴절률이 다를 경우 투명체를 지나는 빛의 

경로가 굴절되게 된다. 이 경우 투명하지만 전반적으

로 뿌옇게 보이게 된다. 이러한 양을 흐림도(haze-

ness)로 정의하고 이 양을 (그림 16)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량화하여 투명체의 성능을 평가하기도 한

다. 투명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투명한 패널을 통하

여 보이는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기를 원한다면 투과

도뿐만 아니라 흐림도도 좋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디스플레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체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즉 유리 기판, 투

명전극, 투명반도체, 투명절연체 등 사이의 굴절률 차

이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물질 선택의 제한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굴절률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

려워 구성 요소 사이 사이에 굴절률 차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광학적인 설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외광 안정성 확보 

투명디스플레이는 그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는 응

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명 AMOLED

에 있어서도 외광(주로 태양광)에 대하여 안정적인 

특성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밖에 일반적인 안

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통상의 AMOLED와 동일하다

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 

외광(주로 태양광)이 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은 OLED 내의 유기소재와 TFT 부분이다. 특히 태

양광에 포함되어 있는 UV는 유기소재와 산화물 반

도체에 비가역적인 결함을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따라서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패널외부에 UV의 

침투를 막기 위한 UV 반사 코팅 혹은 UV 흡수 코팅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산화물 TFT의 경우에 음의 전압이 가해지고 있는 

동안에 외광이 쪼여지면 특성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

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7]. 외광 중 UV 부분은 투

H ig h

Co n t r ast  Rat io

Lo w

Co nt r as t  Rat io

 

(그림 15) 배경에 따른 대조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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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

지만 가시광선의 영역은 투과도와 연결되어 있어 별

도의 차단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화물 TFT에서 자체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

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대면적 패널 개발 

투명디스플레이는 그 응용분야에 있어서 대면적 

투명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분야가 많다. 따라서 투명 

AMOLED의 경우에도 대면적화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AMOLED 자체도 TV 등의 응용을 

위하여 대면적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

면적 AMOLED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 그렇지만, 대면적 AMOLED가 개발되었다 하더

라도 그 성과가 그대로 투명 AMOLED로 이어지지

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대면적 AMOLED의 개발은 낮은 저항

을 가지는 금속 전극(예를 들어 Cu)을 사용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물질은 투명 AMOLED에서는 그

대로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듯이 대면적 투

명 AMOLED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술 개

발이 필요하다.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이 시작조차 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언급하

기 이르지만, 작은 투명 AMOLED를 타일링 형태로 

붙여서 구현하는 방법, 혹은 투명 AMOLED 이외에 

대면적 구현이 가능한 다른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적

용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 플렉시블 패널 개발 

향후 전개될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의 개발방향

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투명디스플레이로 압축되

고 있다. 따라서 투명디스플레이에 있어서도 플렉시

블 디스플레이로의 개발 설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플렉시블 투명 AMOLED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대면적 투명 AMOLED에서와 마찬가지로 플

렉시블 AMOLED를 구현하는 방법 이외에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역시 플렉시블 투명 AMOLED에 

있어서도 전극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특히 가장 저

항이 적은 TCO인 ITO가 200도 이상의 열처리를 필

요로 하며, 또한 열처리를 거치고 나면 결정화가 일어

나면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

능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플렉시블 투명전극을 개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플렉시블 투명전극 중에서는 앞서 

소개한 바 있는 다중층 구조 투명전극이 가장 낮은 

저항을 보이고 있다[8]. 

이밖에도 절연층을 대부분 유기물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굴절률 매칭과 같은 기술 개발에 있어서 제한 

요소가 더 많이 개입되게 된다. 또한 봉지기술에 있어

서도 박막 봉지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때 투

과도를 개선하기 위한 박막 봉지기술을 개발할 필요

성이 있다. 

Ⅳ. 투명디스플레이의 향후 전망 

투명디스플레이는 현재 몇 가지 상용품의 형태로 

시장에 나와 있지만 본격적인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투명디스플

레이의 응용 예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투명

디스플레이의 시장 전망을 하고자 한다. 

1. 투명디스플레이의 응용분야 

투명디스플레이는 뒷배경이 비추어 보이는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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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을 이용하여 증강현실 콘텐츠와 결합하여 실

감나는 증강현실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투명하므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특징

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사물 위에 덧붙여지는 형태로

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쪽에서 동시에 여러 명

이 정보를 공유하는 응용도 가능하다. 

위의 특징을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분야가 존재하

는데, 우선 개인 모바일 단말용 패널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앞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 삽입되어 활

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쇼윈도에 광고목적으로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테이블에 투

명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정보 공유에 활용하는 것

도 가능하다. 또한 공항이나 정류장과 같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투명디스플레이를 이용

한 인테리어 디자인도 상상해 볼 수 있다((그림 17) 

참조). 

위에 열거한 응용 중에 일부는 기존의 디스플레이

를 투명디스플레이로 대체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은 기존에 디스플레이가 쓰이지 못했던 부분이다. 투

명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2. 투명디스플레이의 시장 전망 

투명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상용화 될 수 있는 

분야는 모바일 디바이스, 그 중에서도 모바일폰일 것

으로 예상된다. 모바일폰에 투명디스플레이를 적용

하는 경우에 기존의 디스플레이 위에 덧대어 사용되

는 응용이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뒤이어 메인 

정보창에 투명디스플레이를 채택하는 모바일폰이 등

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18) 참조)[9]. 

이밖에도 소형 게임기의 경우 투명디스플레이를 

채택하면 디자인의 장점 이외에도 새로운 UI를 적용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응용이 예상된다. 

위와 같은 소형디스플레이 이외에 광고용이나 공

공용으로 대면적 투명디스플레이도 많은 활용이 예

상된다. (그림 19)는 대면적 투명디스플레이 분야에

서의 시장 전망이다.  

 

(그림 17) 투명디스플레이의 응용분야 

(a) 자동차용 투명디스플레이 (b) 투명쇼윈도 

(c) 공공용 투명디스플레이  (d) 투명인테리어 (그림 19) 대면적 투명디스플레이의 예상 매출액 
(2020년 약 220억 불) 

<자료>: 유비리서치, “투명디스플레이 시장조사”(2010)) 

(그림 18) 소형 투명디스플레이의 예상 매출액 
(2020년 약 92억 달러) 

<자료>: 유비리서치, “투명디스플레이 시장조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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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소형 투명디스플레이 시장과 대면적 투명디

스플레이 시장을 합하게 되면 전체 시장은 2020년 

약 314억 달러의 세계 시장이 예측된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디스플레이의 개발 경과를 살펴보면 새

로운 디스플레이의 등장은 새로운 전자기기들의 탄

생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나 문화의 탄

생을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투명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창문형 디스플레이, 

스마트 쇼윈도, 스마트 미러 등 새로운 전자기기의 탄

생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투명디스플레이의 탄생

은 새로운 문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특히 투명디

스플레이는 본격적인 증강현실 콘텐츠의 구현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산업분야에서 많

은 강점을 보여왔고, 특히 디스플레이의 경우 대기업

들이 전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

한 강점을 활용하여 투명디스플레이의 개발에 나선

다면 투명디스플레이 산업분야에서도 세계 1위의 위

치를 차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투명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콘텐츠와 미디어를 같이 

개발한다면 더욱 큰 산업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

을 것이다. 

약어 정리 

AMOLED Active Matrix OLED 

CRT       Cathode Ray Tube 

HMD Head Mount Display 

HUD Head-Up Display 

ITO        Indium Tin Oxide 

LCD Liquid Crystal Display 

LED       Light Emitting Diode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PDP Plasma Display Panel 

TCO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FEL Thin Film Electro Luminescence 

VFD        Vacuum Fluorescent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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