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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안테나(Transparent Antenna)
정 창 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Ⅰ. 서  론

최근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스마트 글래스 기술 등의 발
달로 시각적인 광 투과도(optical transmittance)가 높으면서도
전기적인 면저항(sheet resistance)이 낮은 성능이 우수한 투
명전극(transparent electrode: TE)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명전극은 가시광선(visible light) 
영역의 빛을 투과하여 시각적으로 투명하면서도 전기전도

도(conductivity)를 가지는 막(membrane, film)을 의미하며, 이
를 이용한 투명 전기회로를 유리(glass), 폴리이미드(poly- 
imide), 아크릴(acrylic) 등의 투명 기판(transparent substrate)상
에 설계하여 다양한 투명 전자 소자/부품/기기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 전자소자/부품/기기는 투명한 특성을 이
용하여 기존의 전기적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공간적/시각적
제약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투명기기의 응용은 가장 대표적으로 디스플레

이분야에서이루어졌다. 80 % 이상의높은광투과도를갖는 
투명전도 산화물(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 투명전
극을 이용한 투명 트랜지스터(transparent thin film transistor: 
TTFT)를 기반으로 이를 이용한 다양한 투명 디스플레이가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 변형이 자유로우며, 유연하고 휴대
가 간편한 플렉시블 전자 기기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투명

플랙서블(flexible)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또한, 광 효율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태양전지
에도 투명전극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1],[2]([그림 1]). [그림 2]
는 향후 예상되는 투명전극을 이용한 투명 디스플레이의 다

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고, 투명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살려
창문(window) 자체가 투명 디스플레이가 되며, 또한 투명
모니터를 이용한 양방향 터치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개

발되고 있다. 자동차 전면 유리에 내비게이션 등 자율주행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IOT(Internet of Thing) 기술과 접목
하여 거울을 터치가 가능한 모바일 기기 디스플레이로 사

(가) 투명트랜지스터(TTFT) (나) 투명전극을 이용한 투명 태양
전지[1],[2]

[그림 1] 투명전극을 이용한 투명소자의 구현

[그림 2] 향후예상되는다양한투명디스플레이의사용예[3],[4]

용하는 등 향후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경우의 예처럼 투명

전극이 전자제품 등의 일정부분(디스플레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해야 하며, 이에 따른
무선 소자 및 부품들도 시각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그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고주파를 사용하는 무선 소자 및 부품 특성에 맞

게 투명전극의 고주파 특성 분석 및 이에 적합한 투명전극

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선 소자를 크게 능동 및 수동
소자로 분류하면,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고주파용 능
동소자의 경우, 투명 디스플레이에서처럼 투명 트랜지스터
를 사용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으나, 고주파 전력에 적합하
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투명 트랜지스터의 개발이 필요

하고, 능동소자에 비해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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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본 연구실에서 연구 중인 다양한 재질의 투명전극을

이용한 투명전송선로 및 안테나의 예[5]～[8]

투명전극
광 투과도

(%)
면저항

(Ω/□)
성능지수

(10—3Ω—1)

ITO > 80 ～10 > 10

IZTO > 80 ～20～30 > 3.6

IZTO/Ag/IZTO > 80 < 6 > 18

Graphene > 85 60～600 0.33～3.3

<표 1> 투명전극의 광 투과도 및 면저항과 성능지수의 예

소자의 경우, 현재 고주파 무선회로의 근간이 되는 투명전
송선로 및 안테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그림 3]). 
일반적으로 투명전극은 시각적 성능을 높이기 위해 투명전

극의 두께 또는 선폭을 얇게 하면 그만큼 전기적 특성은 감

쇄되는 서로 상충 관계이며, 고주파 무선기기에 사용되는
투명전극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ITO 계열의 투명전극에
비해 전기적 성능이 월등히 우수해야 상용에 준하는 성능

을 가질 수 있으며[5]～[8], 따라서 이에 사용되는 투명소자들
은 시각적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전기적 성능이 우수한 투

명전극이 요구된다.

Ⅱ. 투명전극(TE)

투명제품의 기본 구성 블록인 투명전극의 성능은 광 투

과도와 면저항의 비로 나타내는 성능지수(figure of merit: 
FOM, φTC)로 수치화 되며, 투명전극은 그 종류에 따라 특정
한 FOM 값을 가지며, 투명 제품의 응용분야에 따른 적합한
FOM 값을 갖는 투명전극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2-1 투명전극의 성능지수(FOM)

투명전극의 성능을 결정하는 광 투과도와 면저항은 일반

적으로 전극의 두께에 따라 면저항과 광 투과도가 서로 상

충관계를 갖는다. 전극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저항이 감소하
여 전기적 성능은 향상되나, 상대적으로 시각적 성능인 광
투과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투명전극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성능지수(figure of merit: FOM, φTC)가 제안
되었으며, 이중 Haake[9]가 정의한 FOM은 다음의 식 (1)과
같다[9],[10].

10 /TC av shT RF = (1)

여기서 Tav(%)는 평균 투과도이며, Rsh(Ω/□)는 면저항이
다. 따라서 광 투과도는 높을수록 그리고 면저항 값이 낮을
수록 높은 FOM을 갖는 우수한 투명전극이라 할 수 있다.

<표 1>은 투명전극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 가지 박
막형 투명전극의 광 투과도와 면저항에 따른 FOM을 보여
주고 있으며, FOM은 각 투명전극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명전극의 시각적, 전기적 특성이 모두 우수
하다면 FOM 값도 높으며, 우수한 투명전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FOM에서 표현되지 않는 다른 취약점이 있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FOM 값은 우수하나 높은 공정비용이나 비싼
재료비에 따른 고가이거나, 또는 동일한 FOM 값을 갖는 두
투명전극이 광 투과도와 면저항 중 하나만 우수할 수도 있

으며, 이러한경우 응용(applications)에 따른투명전극의 선택
이 발생한다. 본 저자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투명제
품의응용에따라낮은면저항이요구되는고주파무선분야

등에서는 광 투과도가 다소 낮더라도 전기적 성능이 우수한
투명전극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와 같
은 높은 광 투과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면저항이 다소

높더라도 우수한 광 투과도를 갖는 투명전극이 요구 된다고

볼 수 있다.
투명전극의 FOM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인 광 투과도는

측정 또는 계산(메탈메쉬 투명전극의 경우)에 의해서도 얻
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투명전극재료라고 불리려면 가
시광영역(400～700 nm)에서 80 % 정도의 광 투과도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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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투명전극 및 투명기판의 광 투과도 측정 예

[그림 4] 광 투과도 측정(SINCO S-3100)

[그림 6] 메탈메쉬 투명전극의 모아레(moire) 현상[11],[12]

야 한다. 광 투과도의 측정은 [그림 4]의 본 연구실에서 사
용한 광 투과도 측정기(SINCO S-3100)의 측정 예처럼 광 투
과도측정기를사용하여 측정하며, 일반적인광 투과도는 가
시광선 대역 투과도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또한, 태양 전지
용 투명전극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및 적외선의
투과도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투과도도 측정된다.

[그림 5]는 본 연구실에서 측정한 투명전극 및 투명기
판의 광 투과도 측정의 예이며, 진공상태의 공기(vacuum)
의 투명도가 100 % 일 때, 가시광선 대역에서 유리(glass)와
아크릴(acrylic) 등의 투명기판의 투명도는 90 % 정도이며, 
실제 ITO, IZTO 등 투명도가 우수한 투명전극의 경우, 거
의 유리와 같은 정도의 투명도를 가지고 있다. 본 실험실에
서 사용한 투명전극은 다층투명전극필름(multi-layered TE 
film: MLF), 마이크로 메탈메쉬 필름(micro metal mesh film: 
MMMF), 와이어 메탈메쉬(wired metal mesh: WMM)의 세 가
지 투명전극이며, MLF, WMM, MMF 각각 80 %, 70 %, 60 
% 이상의 평균 투과도를 갖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투명소
자는 투명기판 상에 투명전극을 이용하여 구현되므로, 투명
소자의 투명도는 기판과 전극의 두 투명도를 곱한 값이 되

어(투명소자의 투명도 = 투명기판의 투명도 × 투명전극의

투명도) 투명전극 자체의 투명도보다는 낮아진다. 예를 들
어, 투명안테나설계시 유리기판을사용하고 투명전극으로 
MLF를 사용하였다면 실제 안테나의 투명도는 실제 투명안
테나의 투명도는 90×80 %인 72 %가 된다.
또한, 최근 플랙서블하며, 투명한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우수한 전기전도도, 광 투과도 및 플랙서블 특성을 갖
는 메탈메쉬 필름(metal mesh film)이 연구되고 있다. 일반적
으로, 메탈메쉬 투명전극은 폴리머 계열의 유연한 투명전극
상에 구리 또는 은 등의 두께 수 μm 이하의 얇은 도선을 도
포하거나(비정방형 메탈메쉬), 또는 메탈메쉬를 프린팅, 직
조, 또는 에칭(정방형 메탈메쉬)하여 제작되며, 메쉬의 투
명도는 (투명한 면적: 투명전극 전체의 면적 — 불투명 메
탈의 면적)/(투명전극 전체의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본 연구실의 실험 결과, 실제 계산된 값과 측정값이 상당히
일치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그림 6]처럼 메탈메쉬 투명전
극이 복수의 층으로 있을 경우, 패턴 무늬가 겹쳐진 부분에
물결무늬가 나타나는 모아레(moire) 현상이 발생하여 광 투
과도를 극소화 하게 되며, 안테나의 경우 동일 평면상에 안
테나 방사체(radiator)와그라운드(ground)가함께있는일반적
인 모노폴 안테나(monopole antenna)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없지만, 그라운드와 방사체가 복수의 전극 층에 겹
쳐지는(overlapped) 형태의 패치 안테나(patch antenna) 형태
의 경우이러한모아레현상에의한시인성저하를고려하여

야 한다. 또한, 최근 프린팅, 에칭 공법 등을 활용해 메탈메
쉬의 선폭과 패턴의 폭을 최적화 하여 전기 전도도를 개선

할 뿐만 아니라, 모아레 현상을 줄여 메탈메쉬의 투명도를
향상 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투명전극의 전기적 성능을 나타내는 면저항은 [그림 7]과

같은 4-point 면저항 측정기 등으로 측정되고, 이 값이 낮을
수록 전기적 성능이 우수한 투명전극이라 할 수 있으며, 앞
에서 언급 했듯이, 일반적으로 투명도와는 상충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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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4-point probe 면저항 측정기[13]

[그림 9] 면저항에 따른 플렉시블 투명전극 응용분야[10]

[그림 8] 면저항 (Sheet resistance)[14]

[그림 10] ITO 투명전극의 장점 및 단점

다. [그림 8]처럼, 면저항(ρs)은 단위 면적당 저항 값으로 투
명전극의 두께 분의 비저항 값으로 표현되고, 비저항(ρ)은
물질의 특성이므로 물질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 소재를 사용한 투명전극이라 할지라도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면저항 값은 낮아지고, 전기적 성능은 향상
되나, 반대로 시각적 성능인 광 투과도는 저하된다. 또한, 
면저항은 무한 평면의 면적에 대한 해석 값이며, 메탈메쉬
의 경우 구성성분 자체가 금속의 망(mesh)에 대한 비저항(ρ)
값을 정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선로저항을
측정하여 면저항 값을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명전극은 103(Ω/□) 이하의 면저항 값을 가

지며, [그림 9]처럼 면저항 값에 따른 플랙시블 투명전극 응

용분야의 예처럼 ～수 백(Ω/□)의 면저항 값을 갖는 투명전
극의 경우, 전기적 성능에 덜 민감한 터치스크린 등에 이용
할 수 있고, ～수 십(Ω/□)의 값을 갖는 투명전극의 경우는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oxide thin-film transistor: OTFT) 등
에 사용되며, 면저항 값이 ～수(Ω/□)의 값을 갖는 전기적
성능이 우수한 투명전극의 경우는 광학필터 등으로 사용

된다[10]. 또한, 투명안테나와 같은 고주파 투명소자의 경우
는 ～수 (Ω/□) 또는 그 이하의 면저항 값을 갖는 우수한 전
기적 성능이 요구되며, 면저항 값이 낮을수록 상용 안테나
에 준하는 성능을 가질 수 있다. 

2-2 투명전극의 종류

투명전극 중 디스플레이등 범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대
표적인금속산화물을이용한산화인듐주석(indium thin oxide: 
ITO)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광 투과도 80 % 이상의 우수한
시각적 특성을 가지며, 평판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태양전
지 등의 전극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그림 10]). 그러나 최
근 디스플레이 산업과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ITO의 주원
료인 인듐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또한 ITO 박막
제조 시 사용되는 고가의 장비로 인해 단가가 상승하며, 
ITO 전극특성상 외부 충격에 쉽게 부서지기 쉽고, 박막을
휘어지거나 접을 시 취약한 기계적인 안정성이 저가의 유

연전자소자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높은 전도도가 요
구되는 투명전극 응용에 적합한 다양한 멀티레이어, 메탈
메쉬, 은나노와이어,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전도성 고분자, 
불소산화주석 등의 기술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일반적
으로 투명전극의 소재들은 제작공정상에서 얇은 투명필름

상에 제작되고, 이를 통칭하여 투명전도성필름(transparent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9卷 第2號 2018年 3月

31

분류
멀티레이어 필름

(MLF)
나노와이어 필름

(NWF)
메탈메쉬 필름

(MMF)

TCF 구조

공정 방법 스퍼터링 스핀코팅 프린팅 기법

소재 금속 및 산화물
은, 구리 등
나노와이어

은, 구리
메탈메쉬

중요 기술
샌드위치 구조

다층전극
도포 기법 패턴, 설계

성능지수

(투과도/
면저항)

> 15(10—3Ω—1)
( > 80% / 
～수 Ω /□)

> 20(10—3Ω—1)
( > 80% /　
～수 Ω /□)

> 30(10—3Ω—1)
( > 70% / 
< 1 Ω/□)

장점
현 범용 제품

적용 가능

면저항 우수/ 
투과도 좋음/ 
희소 금속 사용

없음

면저항 우수/ 
투과도 좋음/ 
희소 금속 사용

없음

단점

희소 금속 사용

(단가 상승), 
낮은 인장성

헤이즈 현상

발생/ 
낮은 수율

모아레 현상/ 
시인성 개선

필요

<표 2> 대표적인 투명 전도성필름(TCF)

구분 ITO CNT 그래핀 은나노

와이어

메탈매쉬

Cu 
mesh

Ag 
mesh

전도성
투과도 ○ △ △ ◎ ◎ ◎

면저항 ○ △ ○ ◎ ◎ ◎

외관
시인성 ◎ ◎ ◎ ○ △ △

Moire ◎ ◎ ◎ ◎ × ×

Cost ○ △ × △ ◎ ◎

Durability ◎ △ △ △ ○ ○

Flexibility × ◎ ◎ ○ ○ ○

(◎: 아주 우수, ○: 우수, △: 보통, ×: 취약)

<표 3> 투명전극 특성 및 성능 비교conductive film: TCF)이라 하며, ITO 또한 이러한 TCF의 한
종류이다.

<표 2>는 현재 개발 중인 대표적인 TCF 기술들의 분류이
고, 기존의 ITO를 이용한 TCF 기술과 비교 시 면저항이 상
대적으로 낮아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① 멀티레이어 투명 전
극(MLF)은 우수한 광 투과도와 전기 전도도를 갖고 있지만, 
인듐을 사용함으로 비교적 공급에 불안정적인 요소를 포함

하고 있으며, ② 나노와이어 필름(NWF)은 높은 광 투과도
와 전도도의 성능을 가지나, 물리적으로 균질하게 도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헤이즈 현상(빛에 반사되어 뿌옇거나 흐리
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③ 메탈메쉬 필름(MMF)
의 경우, 우수한 전도도와 비교적 저렴한 제작 공정을 가질
수 있으나, 복수 패턴에 의한 모아레 현상 또한 광 투과 각
에 의한 비균질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프린팅 공정을 사용
하게 되어 스트레칭에 취약하다.

<표 3>은 ITO를 포함한 현재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투
명전극의 특성 비교이다. 투명전극의 성능지수를 결정하는
투과도 및 면저항은 메탈메쉬 계열이 우수하고, 또한 공정

비용측면에서도 저렴하나, 모아레 현상 등에 의한 시인성이
취약하며, 은나노와이어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모두 우수
하나, 공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가장 범용으로 많
이 사용되고 있는 ITO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유연
성이취약하여투명플랙서블터치패널등의제품등에는적

합하지 않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투명제품의 응
용에 따라 전도도, 투과도, 유연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각 투명제품에 적합한 투명전극의 활용이 필요하다.

Ⅲ. 투명안테나

투명안테나 설계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불투명 안테나

와의 차이점은 다름 아닌 불투명한 전극과 기판 대신 투명

한 전극과 기판을 사용하는 것이다. 투명안테나는 앞에서
언급한 투명전극과 다음 절에 소개되는 투명기판이 사용가

능하며, 또한, 기타 이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투명전극을 사
용하지 않는 형태의 투명안테나들도 본장에서 소개되었다. 
전기적 관점에서, 투명안테나 설계 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방사체(radiator)와 그라운드(ground)를 구성하는 투
명전극의 면저항(Rs)과 투명유전체 기판의 손실(tan δ)이며, 
투명안테나는 시각적인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전기적 성

능 측면에서 전도도가 우수해 적은 손실의 투명기판을 사용

해야 한다.

3-1 투명안테나의 기판 및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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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폴리

에스터

(F)

폴리

아미드

(F)

폴리

에틸렌

(F)

폴리

스틸렌

(F)

아크릴

(R)
유리

(R) FR-4

상대

유전율

(εr)
3.2 4.3 2.25 2.6 2.81 7.22 4.4

유전체

손실

(tan δ)
0.003 0.004 0.001 0 0.009 0.016 0.021

(투명 유연기판: F, 투명 딱딱한기판: R)

<표 4> 투명기판의 유전율, 손실 비교

분 류 MLF(Multi-Layered Film) MMF(Metal Mesh Film) WMM(Wired Metal Mesh)

구조
산화물/금속/산화물(IZTO/Ag/IZTO)의

다층 박막 구조

두께(～5 μm)의 전도성(Cu, Ag 등) 
도선의 불규칙적인 배열 구조

얇은(～30 μm) 전도성(Cu, Ag 등) 
도선의 정방형 망(mesh) 구조

공정 방법

희토류 (Indium)와 전도성 물질(Ag)을
유연성 투명필름 (Polyimide)위에

박막공정을 통해 증착

유연성 투명 폴리머 필름위에

얇은 금속(Cu, Ag 등) 도선의
스피닝/코팅 공정 등을 통해 제작

금속(Cu, Ag 등) 도선을 평직
직조(Plane weave), 밀링 평탄화, 
또는 PR 이용한 금속 에칭

FOM
(투과도/면저항)

～20(10—3Ω—1)
(～80% /～5(Ω/�))

～85(10—3Ω—1)
(～65% /～0.1(Ω/�)

～1,400(10—3Ω—1)
(～70% /～0.02(Ω/�))

전도도(σ)
(S/m)

～2.8 E+6 ～1.5 E+6 ～1.5 E+6

전극 두께(t) ～0.1 μm ～5 μm ～35 μm
Resistance(R)

(5(w)×30(l) mm) 20 Ω 0.6 Ω 0.1 Ω

장점
광 투과도 우수, 

플랙서블 제품 적용 가능

전도도 우수, 비교적 저가,
플랙서블 제품 적용 가능

전도도 우수, 저가, 
플랙서블/웨어러블 제품 적용 가능

단점 높은 선로저항, 희소 금속 사용(고가) 광 투과도 비교적 낮음 모아레 현상/시인성 개선 필요

적용분야
투명 플랙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터치패널 등

투명안테나,
투명 RF 수동 소자 등

투명전극 의복/투명안테나,
투명 RF 수동소자 등

<표 5> 본 연구실에서 개발된 투명안테나에 사용된 세 가지 투명(MLF, MMF, WMM)의 분류

<표 4>에서는 대표적인 유연한(flexible) 그리고 딱딱한
(rigid) 재질의 투명기판의 상대 유전율과 손실 값을 안테나
설계 시 범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FR-4 기판과 비교하였다. 
투명기판은 전반적으로 FR-4와 비교 시 조금 높거나 낮은
2～7 사이의 상대 유전율(εr) 값을 갖는다. 또한, 기판의 성
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손실 값은 FR-4보다 우
수한(낮은) 값을 가지며, 특히 폴리머 계열의 투명 유연기판
은 손실 값이 0.005 이하의 매우 우수한 값을 갖는다. 따라
서 표에 열거된 대표적인 투명기판들은 투명안테나의 응용

으로 사용되기에는 손색이 없다. 단지, 딱딱한 재질의 아크

릴 및 유리의 경우는 FR-4 기판에 비해 좀 더 기계적인 충
격에 약하며, 또한 유연 투명재질의 경우는 가격이 상대적
으로높은단점이있다. 그러나일반적인고주파용기판의경
우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FR-4는 일반적으로 손실 값 때
문에 5 GHz 이하에서 주로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저 손실
기판(듀로이드, 세라믹 등)은 고가인 것과 마찬가지로 투명
기판 또한 고가의 저 손실의 기판을 사용하면 그만큼 투명

안테나 성능 면에서 우수하며, 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투명안테나의 전극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투명전극이

모두 사용 가능하나, 고주파 회로에서 트랜지스터를 기반으
로 하는 능동소자에 비해 대면적을 차지하는 안테나, 전송
선로 등의 수동소자는 우수한 시각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전

극선의 길이에 따른 선로저항(R) 값이 작아야 실제 범용에
준하는 성능을 갖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투명전극은 투명도와 면저항 값이 상충관계이며, 투명전극
의 투명도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선로의 저항 값

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대면적을 사용하는 안테나, 전송선로
등의 고주파 수동 소자로 사용할 수 없다.

<표 5>는 본 연구실에서 투명안테나 및 전송선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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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본 연구실에서 제작한 IZTO/Ag/IZTO 다층투명전

극필름(MLF)의 사진[5]
[그림 11] 본연구실에서사용한세가지투명전극(MLF, MMF,

WMM)[7]

시 비교적 전기적 성능이 우수하며, 제작비용이 저렴한 세
가지 투명전극(MLF, MLF, WMM)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분류표이다. [그림 11]은 각 투명전극들의 시각적 시인성
을 보여주기 위해 책의 글씨 위에서 찍은 사진(윗줄)과 또
한, 각 투명전극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MLF 및 MMF는 
주사전자현민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으로, 
WMM은 128배 광학 현미경(microscope)으로 찍은 사진(아
랫줄)이다. 사용된 세 가지 투명전극은 다층투명전극(multi- 
layered TE film: MLF), 메탈메쉬 필름(metal mesh film: 
MMF), 와이어 메탈메쉬(wired metal mesh: WMM)의 세 종
류이며, 자세한구조, 공정방법, 각전기적시각적성능은 <표 
5>에 표시하였다. MLF는 II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ITO의
취약한 기계적인 안정성 및 유연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하부

산화물(IZTO) 중간에 메탈(Ag)을 삽입하여 광 투과도 및 면
저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개발중인여러다층투명전극필름을대표한다. 또한 MMF 
및 WMM은 모두 메탈메쉬 투명전극이며, MMF는 얇은(～5 
μm) 전도성 도선을 스피닝/코팅 등의 방법으로 얇은 도선이
불규칙(amorphous)하게 서로 접촉되어 전도성을 갖는 메탈
메쉬 형태이며, 나노와이어 메탈메쉬의 경우는 형태는 같지
만 선 굵기가 이보다 더 얇은 도선을 사용하며,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WMM은 MMF와는 다른 메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정방형(squared) 메탈메쉬로 본 연
구실의 경우는 선 두께 ～35 μm(1 oz) 정도의 얇은 도선으
로 구현되며, 기존의 전자파 차폐(EMI/EMC)용 메탈메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II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정방형

메탈메쉬는 에칭 등의 방법으로도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본 연구실에서는 이보다 제작비용이 적게 드는 정방형
메탈메쉬의 예로 이를 사용하였다. [그림 12]는 박막공정을
통해 제작된 MLF의 시각적 투명성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세 가지 투명전극의 광 투과도는 MLF, WMM, MMF 순

이며, MMF 및 WMM의 차이는 미미하다. 그러나 WMM의
경우는 복층의 경우 모아레 현상이 있으며, 또한 구리 전극
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붉은색 계열의 빛을 반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기적 성능을 대표하는 면저항
의 경우 WMM, MMF, MLF의 순으로 시각적 특성이 가장
우수하였던 MLF가 MMF, MLF에 비해 50～250배 정도 많
이 취약하며, 각 면저항은 MLF의 경우 면저항 측정기로 측
정되었고, 메탈메쉬(MMF, WMM)의 경우는 II절에서 언급
되었듯이 면저항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하므로 RLC 미
터로 측정된 도선의 저항값으로부터 계산되었다. 또한 제작
비용은 투명전극이 상용으로 대량생산될 경우의 제작비용

이 중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MLF, MMF, WMM의 순이
며, 일반적으로 박막공정과 희토류(인듐) 사용에 의해 MLF
가 제작비용이 가장 많이 들며, WMM의 경우는 투명전극
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평직직조방식으로 제작되는 메탈메

쉬로 제작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이러한 각 투명전극이 고주파 전송선로를 기반으로 하는

안테나 또는 고주파 소자로 사용될 때, 중요한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선로의 저항값이다. <표 5>에서 언급된 저항값은
넓이(w) × 길이(l) = 5×30 mm의 도선의 저항값을 RLC 미터
로 측정한 값이며, MLF, MMF, WMM 각 20 Ω, 0.6 Ω,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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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투명전송선로의 S-parameter

Electrode 
(Substrate)

Length
(cm)

Frequency(GHz)

0.5 1 3 5

Copper(FR-4)
1 0.0 0.1 0.2 0.3
5 0.1 0.2 0.6 0.9

MLF(Acryl) 1 1.5 1.6 1.8 2.3

MMF(Acryl)
1 0.2 0.2 0.3 0.7
5 0.3 0.4 0.8 1.2

WMM(Acryl)
1 0.1 0.2 0.3 0.7
5 0.4 0.7 0.9 2.2

<표 6> 투명전송선로의 삽입손실, S21(dB)

Ω으로 MLF의 경우, 30 mm에 20 Ω의 저항 값을 갖는다면
우수한 광 투과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대면
적을 차지하는 안테나를 포함한 일반적인 고주파 수동소자

로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크기가 상대적으
로 아주 작은 안테나를 사용한다면 그만큼 높은 주파수에

의한 투명전극 및 기판의 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전도도이다. 전도도 순으로 보면 MLF가 2.8 
E+6(s/m)로 오히려 두 가지 메탈메쉬형 투명전극에 비해 약
두 배 정도의 높은 전도도(σ)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선로저
항이 훨씬 높은 이유는 아래 도선저항 식 (2)처럼, MLF의
두께(t)가 MMF, WMM에 비해 약 50～350배 커서 상대적으
로 전도도가 높을지라도 선로 저항이 매우 높다.

1 lR
wts

=
(2)

또한, MLF의 경우, 메탈메쉬와 달리 박막공정에 의해 균
등하게 분포된 막(membrane)의 형태이므로, 구조 중간의 금
속의 두께를 높여 면저항을 줄일 경우, 고가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MLF의 최대 장점인 광 투과도가 그만큼 취약해
진다. 또한, 그 밖에 투명안테나 용도로 사용된 투명전극으
로서 다양한 전도성 고분자 등이 있으며, 3-3절에서 언급되
었다.

3-2 투명전송선로 

전송선로(transmission line)는 안테나뿐 아니라, 고주파 회
로 신호전송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 단위이며, 임피
던스에 따른 성능 변화는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투명전
송선로의 성능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투명전극의 전도

도와 투명전극 및 기판의 손실을 줄이는데(투명전극의 전극
또한 이상적인 도체가 아니므로 손실 고려) 그 핵심이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취지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투

명전극에 대해 투명 마이크로스트립(microstrip) 전송선로를
설계 및 제작하였고, 그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림 13]은 세
가지 투명전극(MLF, MMF, WMM)을 사용한 투명전송선로
의 측정된 반사손실 S11(dB) 및 삽입손실 S21(dB)을 보여주
고 있으며, <표 6>에서는 삽입손실 S21(dB)을 정리하였다. 
대조군으로 전형적인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로 기판인 FR-4 

(copper)상에 제작된 전송선로의 특성을 이와 비교하였다. 
또한, 투명전송선로의 기판은 εr = 2.6, tan δ = 0.009 그리고
광 투과도 90 %의 아크릴을 사용하였다. [그림 14]는 실제
제작된전송선로의사진이다. <표 6>에서와같이선로저항이 
큰 MLF의 경우, 길이 1 cm의 짧은 전송선로가 주파수 500 
MHz에서 이미 1 dB가 넘는 삽입손실 값을 갖고, 5 GHz에서
는 반전력 손실에 가까운 2.3 dB의 손실을 가지며, 사실상
전송선로라고 보기 어렵다. 주파수 5 GHz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각 전송선로의 삽입손실은 길이 1 cm당 일반적인 고주
파 전송선로인 FR-4(copper)가 0.3(dB/cm)일 경우, MLF; 2.3 
(dB/cm), MMF; 0.7(dB/cm), MLF; 0.7(dB/cm)의 값을 가지며, 
선로저항에 따른 손실 값을 반영한다. 투명전송선로는 FR-4 
기판(tan δ = 0.02)보다 손실 값이 적은 투명기판인 아크릴
(tan δ = 0.01)을 사용하였다. 측정된 삽입손실은 선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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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본 연구실에서 제작한 투명전송선로의 사진(기판/

전극), L = 3 cm인 경우[7]

값이 비교적 우수한 메탈메쉬형 투명전극의 경우에도, 일반
적인 전송 선로보다 2배 정도의 손실 값을 갖는다. 따라서
투명전극으로 구현되는 투명 고주파 회로는 선로길이를 상

대적으로 작게 하여 설계하거나(소형화) 또는 대면적에 사
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선로 저항이 적은 투명전극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적인 수십 GHz 이상의
대역에서 전송선로로 도파관(wave guide)이 사용되듯이, 투
명도파관 등을 고려해본다면, 투명전극의 전도도가 높아 전
자기파를 완전히 차단/반사하여야 하며, 현재로써는 투명전
극이 전자파 차폐제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전자파를 일반

도체만큼 완전 차폐 또는 반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3 투명안테나의 분류 및 기술 동향

투명전극의 관점에서 투명안테나의 성능을 고려하여 분

류한다면, ① 단일 평면형: 투명전극이 한 평면에만 사용된
경우로써, 안테나 방사체와 그라운드가 동일평면에 있을 경
우(예, 모노폴 안테나 등)이며, ➁ 복수 평면형: 투명전극이
복수 평면에 사용된 경우로써, 안테나 방사체와 그라운드가
다른 평면에 있을 경우(예, 패치 안테나 등)로 나눌 수 있다. 
시각적 성능 관점에서의 이유는 복수의 투명전극이 겹쳐질

경우 II장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만큼 광 투과도의 곱으로 광
투과도가 낮아지며, 또한 메탈메쉬의 경우 모아레 현상에
의한 시인성 저하를 들 수 있겠다. 또한 전기적 관점에서의
이유는, 예를 들어 패치안테나의 경우 하부의 그라운드가
완전한 도체 역할을 하여야 반사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선로 저항 이외에도 이에 의한 이득 저하가 나타난

다. [그림 15]～[그림 18]은 본 연구실에서 설계 제작된 단
일, 복수 평면형의 두 가지 투명안테나의 예이다.

[그림 15], [그림 16]은 ① 단일 평면형의 예로써 구글 글

[그림 15] 투명 모노폴 안테나[5]

[그림 16] 투명 모노폴 안테나의 방사성능[5]

[그림 17] 투명 사각패치 안테나[6]

[그림 18] 투명 사각패치 안테나의 방사 성능[6]

래스 같은 안경을 이용한 무선제품의 경우 안테나가 안경의

유리면에 설계될 경우를 가정하여 설계하였으며(실제로는
구글 글래스의 경우 RF 회로 및 안테나가 안경테에 장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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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WMM의 전자파 차폐 성능 실험[8]

[그림 19] WMM을 사용한 투명 패치안테나의 표면전류분포,

Jsuf(A/m2) 비교

어 있음), 시야각 등을 고려하여 안경 유리면 위치에 따른
세 가지 타입의 투명안테나 위치를 설정하였고, 투명전극으
로는 투명도는 높지만 선로 저항 값이 높은 MLF를 사용하
였으며, 안경유리상에 안테나가 있을 때 35～45 % 효율과
2.9～3.6 dB의 최대 이득을 가지며, 또한 이 안경이 인체 두
부 팬텀에 장착되어 있을 경우(실제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
을 경우) 25～38 %의 효율과 0.8～2.6 dB의 최대 이득을 갖
는다. 최대 이득은 안테나의 위치에 따른 약간의 지향성이
발생 하여 모노폴 안테나의 최대 이득인 2.5 dBi 이상의 값
을 가지나, 전반적으로 45 % 이하의 효율 값으로 일반적인
구리 도선으로 구현되는 안테나보다는 15～25 % 이상 낮은
값을 갖는다.
또한, [그림 17], [그림 18]의 경우는 ➁ 복수 평면형의 예

로써 우선 광 투과도는 [그림 17]에서 MLF와 MMF의 경우
에서 볼 수 있듯이, 안테나 방사체와 그라운드가 겹쳐진 부
위에 색깔이 어둡게 나타나며, 광 투과도가 두 투명전극의
광 투과도의 곱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안테나의
방사성능은 [그림 18]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구리 도체를 사
용하였을 때와 비교 시, 투명전극(MLF, MMF)을 사용하였
을 때 이보다 효율과 이득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메탈메쉬형 MMF의 경우는 박막형 MLF에 비해 선로 저
항이 낮으므로 구리를 사용한 안테나에 비해 효율은 떨어지

지만 높은 선로 저항을 갖는 MLF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으
며, 광 투과도보다는 전기적 성능이 우선시 되는 응용에 사
용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MLF의 경우 선로저항이 높아 전

기적 성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모노폴 안테나의 경우
는 [그림 16]의 예처럼 25～45 % 대의 효율 값을 유지하나, 
투명전극이 겹쳐진 형태의 패치 안테나에서는 10% 미만의
효율로써 거의 안테나로 동작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수 평면형인 패치 안테나 형태의 경우, 방사체와 그
라운드 모두 선로 저항 값이 높기 때문에 효율이 그만큼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명도가 덜 중요시 되는 응용
에는 MMF 형태의 안테나가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패치 형
태의 복수의 전극을 사용해야 하는 응용이라면 더욱더 절대

적이고, 또한 단일 평면형의 모노폴 안테나를 사용한 전방
향 방사의 응용이며, 동시에 투과도가 중요시 되는 경우라
면 안테나를 소형화 하여 박막공정으로 제작되는 MLF도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WMM과 같은 정방형 메탈메쉬를 투명전극으로 사

용하는 안테나의 경우는 MLF 및 MMF에 비해 몇 가지 고
려해야할 것이 있는데, 우선 안테나 성능 측면에서는 [그림
19]에서와 같이 안테나상의 전류 분포가 일반적인 전극면으
로 이루어진 안테나(PEC)와 비교 시 정방형 메쉬를 따라 흐
르게 되며, PEC 상에서는 수직 성분만 존재하나, WMM의
경우는 메쉬에 따른 수평 편파성분도 생긴다는 것이다. 또
한 안테나의 전체 방사전력의 합에서는 두 경우가 비슷한

값을 가질지라도 Co-pol.과 Cross-pol.의 전력에 차이가 발생
하게 된다. 또한 WMM의 메쉬 크기가 커질 경우, 그만큼 입
사 전자기파가 투과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는 안테
나 방사체는 물론 패치안테나 그라운드 반사체(reflector)의
중요 고려사항이 되며, 이론적으로는 매쉬 크기가 사용주파
수의 1/10 이하일 경우 90 % 이상의 전자기파가 반사되며, 
사용 주파수에 따른 WMM의 메쉬 크기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20]에서처럼 이를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으
며, [그림 21]은 다양한 메쉬 크기(l = 메쉬 길이, w = 메쉬선
두께, 단위 mm)에 따른 반사계수(S11)의 시뮬래이션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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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WMM의 전자파 차폐 성능(검은색 선: 측정, 빨간

색 선: 시뮬래이션)[8]

[그림 22] MLF, MMF, WMM 투명전극을 사용한 투명안테나관련 논문 정리[5],[6],[8],[15]～[23]

값의 예를 보여준다. S11 값 1 dB가 입사전자기파 전력의 80 
% 반사, 2 dB가 63 % 반사 상태이며, 일반적으로는 S11 값
1 dB 이하를 기준으로 본다.

[그림 22]에서는 최근 2015년 이후 게재된 투명전극 안테

나관련 논문을 정리하였다. 표에서는 투명전극(TE)의 형태
(MLF, MMF, WMM)를 표시하였고, 각 투명안테나의 전기
적 성능인 전도도, 면저항(Rs), 그리고 시각적 성능인 광 투
과도(OT), 투명기판의 광 투과도를 90 %로 가정하였을 때
투명안테나와 투명기판을 모두 포함하는 광 투과도(OTS), 
그리고 최종 투명전극의 성능인 FOM을 표시하였으며, 최
종 FOM 값의 광 투과도는 실제 안테나의 투명기판까지 포
함한 OTS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또한 투명안테나의 종류
(모노폴, 패치 등)와 그 성능(이득, 효율)을 정리하였다. 표
의 배열순서는 위에서부터 투명전극의 성능지수(FOM)가
가장 큰 값을 갖는 투명안테나 순으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명전극의

FOM은 WMM, MMF, MLF 계열의 투명전극을 사용한 투명
안테나 순으로 FOM 값이 높으며, 가장 위에 있는 투명안테
나[15]는 계산된 FOM 값이 1,000(10-3Ω-1)이 넘으며, 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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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투명 유전체 공진기를 이용한 안테나[24],[25] [그림 24] 투명안테나의 응용 예[26]～[28]

메탈메쉬(WMM)형 투명전극을 사용한 투명안테나로 볼 수
는 있으나, 실제로는 선폭 1 mm 또는 그 이상의 넓이의 선
폭을 가지는 정방형 메탈메쉬로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WMM에 사용되는 메쉬의 선두께인 35 μm에 비해 상당히
넓으므로 당연히 면저항 값은 구리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시각적으로는 넓은 선폭에 의해 메쉬가 눈으로 잘 보이며, 
또한 메쉬 크기(5×5 mm)가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계산된
투명도는 70 % 이상이며,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FOM 값을
가지나, 전반적인 안테나의 선들이 시각적으로 확연히 확인
되며, 투명안테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안테나의 최대이득은 단일평면형 모노폴 안테나의 이득

이 대부분 2 dBi 이상의 값을 가지며, 모노폴 안테나의 경우
선로저항 값이 높은 MLF를 사용하더라도 그라운드면을 상
대적으로 큰 크기의 일반적인 메탈을 사용하면 65 % 이상
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19],[21]. 또한 복수평면형 패치형태 안
테나는 투명전극의 복수면 사용에 의해 효율은 다소 떨어지

나, 선로저항이 MLF에 비해 우수한 MMF 또는 WMM 형태
의 투명전극을 사용할 때[12]～[16]에는 40 % 이상의 효율 값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참고문헌 [14], [15], [21]에서 사용된 투
명전극은 PDMS, AgHT-8 등의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 [그림 23]은 작은 크기의 구리 등의 일반 도체를

사용한 안테나 상에 투명한 재질의 유전체 공진기(dielectric 
resonator antenna: DRA)를 얹어 구현되는 투명안테나이며, 
이미 기존에 투명한 유전체들이 사용되었었고, 투명전극이

아닌 투명 유전체를 사용하므로 일반적인 투명안테나로 보

긴 어렵다.
현재 투명안테나는 아직까지 그 절대필요성에 대한 부족

으로 현재 사용되거나 또는 상용화 수준까지 개발된 안테나

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는 투명
안테나가 반드시 필요한 응용을 찾기가 더 어렵다. 디스플
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듐을 사용하는 ITO 계열의 투명전
극이 범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디스플레이에서 조차도 디
스플레이의 양방향에 투명 트렌지스터를 사용한 완전한 투

명 디스플레이는 양산 및 상용화의 필요성 등 때문에 아직

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태양전지의 경우는 광
효율의이슈로우수한투명전극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며, 이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투명전극의 발전과
무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최근 투명안테나 등의 고주파 투

명소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림 24]는 다양한
투명전극의 적용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 (가)의 경우, 안테나 전문업체인 이노링크에서
개발한 은나노 잉크를 사용한 투명안테나의 예이다. 전기적
성능 및 투명도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며, 현재 투명한
유리에 부착하거나 거취 시키는 형태의 외장형 UHF 디지털
TV용 안테나로 사용 가능하고, (나)는 무선전자파를 많이
사용하는 항공기 및 헬기 등의 경우, 그에 따른 다수의안테
나를사용하며, 투명안테나의성능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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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극으로 구현된 안테나의 성능에 준한다면 유리면

에 투명안테나를 설치하여 타 안테나와의 간섭을 줄일 수

있으나, 유리면에 투명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 비, 눈, 
번개 등 기상에 따른 안테나 성능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수

적이며, 이는 (라)의 자동차용 유리에 구현되는 투명안테나
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투명전극은 모
두 전도도를 가지므로 전자파차단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는 투명안테나의 예는 아니지만 전자파가 발생하는 공
장 등의 작업 현장에서 외부로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하고, 
시각적 투명하여 관리 등의 목적으로 내부를 볼 수 있는 유

리창에 ITO 투명전극이 사용된 예이며, 특히 ITO는 투명도
가 우수하므로 적절한 예라 할 수 있겠다. (라)는 본 연구실
에서 자동차 유리에 FM/DMB 용투명안테나를 사용한 예로
써 (나)의 경우와 유사하며, 현재 샤크안테나에 통합되어 있
는방송용안테나를차량전후면또는쿼터글래스등에 MMF 
등의 선로저항이 작은 투명전극을 사용할 경우, 기존 샤크
안테나의 좁은 면적에 사용되던 것보다 투명전극을 사용하

여 넓은 유리면에 설계 시 기존 샤크안테나보다 높은 이득

의 안테나를 설계할 수 있으나, 유리와의 부착 고려, 기상상
태에 따른 변화에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현재 FM/DMB 기기 내에 일반적으로 자동이득조절기(auto 
gain controller: AGC)가 설치되어 기존의 샤크 통합 안테나
를 사용하더라도 AGC를 이용하여 낮은 안테나 이득을 조
절할 수 있고, 좋은 성능의 투명안테나를 사용하더라도 그
AGC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득이 높지 않는 한 AGC를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성능의 투명안테나라 하더
라도 그 사용에 대한 필요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결  론

투명안테나와 일반적인 안테나와의 차이점은 다름 아닌

불투명한 전극과 기판 대신 투명한 전극과 기판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투명안테나의 성능은 안테나 방사체와 그라
운드를 구성하는 투명전극의 면저항(Rs)과 투명기판의 손실
(tan δ)이 투명안테나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라 하겠
다. 또한 투명안테나에 사용되는 투명기판들은 고주파 안테
나에 범용으로 사용되는 FR-4보다 손실이 더 작아서 투명안
테나의 성능은 전적으로 투명전극의 시각적/전기적 성능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투명전극의 우수한 시
각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능동
소자에 비해 대면적을 차지하는 안테나, 필터, 공진기 등의
고주파 수동소자는 전극선의 길이에 따른 저항(R) 값이 작
아야 실제 범용에 준하는 성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투명전극은 광 투과도와 면저항 값이 상충관계이며, 
또한 투명전극의 투명도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선

로의 저항 값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대면적을 사용하는 안테

나, 전송선로 등의 고주파 수동 소자로 사용하기 매우 어렵
다. 따라서 투명제품의 응용에 따라 낮은 면저항이 요구되
는 고주파 무선 분야 등에서는 광 투과도가 다소 낮더라도 
전기적 성능이 우수한 투명전극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적
으로 디스플레이와 같은 높은 광 투과도가 요구되는 분야에

서는 면저항이 다소 높더라도 우수한 광 투과도를 갖는 투

명전극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각 투명제품의 응용에
따라 전도도, 투과도, 유연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각 투명제품에 적합한 투명전극의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투명안테나는 아직까지 그 절대필요성에 대한 부족

으로 현재 사용되거나 또는 상용화 수준까지 개발된 안테나

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까지는 외장형 UHF 디
지털 TV용 안테나, 항공기 및 자동차 유리면에 부착되어 사
용가능한 투명안테나 등이 사용면에서 가장 근접한 어플리

케이션 형태이며, 추후 투명 전자소자/부품/기기의 투명한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전기적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시각

적 제약에 자유로운 다양한 무선어플리케이션들의 요구가

발생하고 확장된다면 그 필요성에 의한 투명 무선어플리케

이션의 가장 기본 소자인 투명안테나의 요구 또한 확대되리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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