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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투명 LED 디스 이는 정보제공 서비스  경 연출 등을 통하여 도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

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 까지 투명 극 소재로서 ITO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며 사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경제성, 제한  성능 등 한계로 인하여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메탈메쉬는 ITO를 체한 물질의 85%를 차지하는 신소재

로서 비용 고 도도를 갖고 있어 그 활용도가 높으며, 메탈메쉬를 활용한 투명 LED 디스 이는 기존 

ITO 투명 디스 이보다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자원 약뿐만 아니라 경제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명 

LED 디스 이 기술의 경제 인 활용  시장 확 가 가능할 수 있도록 메탈메쉬를 활용한 LED 투명 

디스 이 Prototype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이에 메탈메쉬를 활용한 투명 LED 디스 이 개발 방

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Prototype을 제작하 으며, ITO와 메탈 메쉬의 특성비교 실험을 통해 투명 

LED 디스 이 개발에 있어 투명 극소재로 메탈메쉬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 중심어 :∣투명 LED 디스플레이∣메탈메쉬∣산화인듐주석∣투명전극∣미디어파사드∣

Abstract

Transparent LED display is providing city residents with different attractions via information 

services and landscape and increasing demand is detected in various areas. It is true that 

majority of the current demand in transparent electrode material was found and used in ITO but 

limitations in capacity and economic efficiency led to the need for continuous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via new materials. As a new material, metal mesh has 85% of the 

materials to substitute ITO and is widely used due to low-cost and high-conductive rate. 

Maintenance of transparent LED display utilizing metal mesh compared to existing ITO 

transparent display is much easier as it not only saves resources but is also economical. Thu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lies in proposing the utilization of metal mesh in transparent LED 

display prototype to enable economical use of transparent LED display technology and to expand 

the market and to also propose transparent LED display development method via metal mesh and 

manufacture a prototype based on the method. And a characteristic comparison test between ITO 

and metal mesh provides the possibility of using metal mesh as a transparent electrode material 

in transparent LED display development.

■ keyword :∣Transparent LED Display∣Metal Mesh∣Indium Tin Oxide∣Transparent Electrode∣Media Fa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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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첨단 ICT기술과 LED기술의 융합을 

통해 화려한 간 뿐만 아니라 공원  도심지내에 다양

한 경  조명을 연출하여 도시민에게 정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ITO 투명 극 소재를 사용한 투명 

LED 디스 이는 Glass와 Glass 사이에 LED를 용

한 것으로써, 선이 보이지 않아 고 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장 이 있다. 이로 인해 호텔, 백화  등의 실내 

인테리어에 활용되고 있으며, 건물 외벽의 미디어 사

드 구 에 있어 그 요성이 커지고 있다. 

투명하면서도 기가 흘러 터치스크린 등에 사용되

는 투명 극은 스마트기기가 보 되면서 그 수요가 폭

발 으로 늘어났으며1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투명

극은 인듐과 주석의 산화물인 ITO(Indium Tin Oxide)

이다[2]. 그러나 ITO 투명 극 소재의 주원료인 인듐은 

 세계 으로 매장량이 많지 않고, 국 등 일부 국가

에서만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비용이 고가이다. 한, 

항값이 일정하게 용되지 않아 표출되는 LED 불빛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 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ITO를 

활용한 투명 LED는 고성능 비용의 투명 극 소재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투명 극 소재로서 ITO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며 사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경제성, 제한  성능 등 

한계로 인하여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연구와 기술개발

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차세  신소재로 주목 

받고 있는 투명 극 소재로는 메탈메쉬(Metal Mesh), 

나노 와이어(Ag Nanowire), 탄소나노튜 (CNT), 도

성 고문자, 그래핀(Graphene)등이 있다[3]. 그  메탈

메쉬는 ITO를 체한 물질의 85%를 차지하는 신소재

로서 비용 고 도도를 갖고 있어 그 활용도 측면에서 

시장이 확 되고 있다[4].

메탈메쉬를 활용한 투명 LED 디스 이는 기존 

ITO 투명 Display보다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자원 약, 

1 아이패드를 비롯한 태블릿 디바이스,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한 수요

가 증가하면서 터치 패  시장이 속하게 증가하 음. 그  스마트 

폰은 2011년 터치 패  체 출고량의 75%를 차지하고 2012년에는 

68%의 성장세를 기록하 으며, 울트라북을 포함한 컨버티블/하이

리드 노트북의 경우 2011년 2%에서 2013년 8%의 성장세를 기록함[1].

환경오염방지를 폭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원

가 감으로 경제 이다. 한 다양한 용도로 확  

용이 가능하여 새로운 투명 극 소재로서 다양한 제품

에 용  활용에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명 LED 디스 이 기술의 경제

인 활용  시장 확 가 가능할 수 있도록 메탈메쉬

를 활용한 LED 투명 디스 이 Prototype을 제안하고

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투명 LED 디스 이에 있어 고비용

의 투명 극소재인 ITO를 체하기 하여 메탈메쉬

를 활용한 투명 LED 디스 이를 다음과 같이 연구하

다. 첫째로, 투명 극인 ITO의 활용 황과 투명 

LED 디스 이에 용에 따른 문제 을 고찰한다. 둘

째로, 메탈메쉬를 활용한 투명 LED 디스 이 개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Prototype을 제작하

다. 셋째로, ITO와 메탈 메쉬의 특성비교 실험을 통해 

투명 LED 디스 이 개발에 있어 투명 극소재로 메

탈메쉬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 하 다.

그림 1. 연구의 흐름 

Ⅱ. 이론적 고찰

1. 투명전도성산화물(TCO)로써의 ITO
투명 도막은 가시 역의 높은 투과율(80%이상)

과 높은 기 도성을 동시에 가지므로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nel),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와 같은 다양한 

디스 이  표시소자의 투명 극재료로 사용되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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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핵심소재이다. 투명 도막은 학  밴드갭이 

3.5eV 이상인 wide-gap 반도체이며, 산화인듐(In2O3)

에 주석(Sn)을 치환고용 시킨 ITO, 산화주석(SnO2)에 

Sb을 친환고용 시킨 AZO, GZO 등 다양한 재료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5].

지 까지 가장 리 사용된 투명 극재료로서 

ITO(Indium Tin Oxide)는 3.7eV 이상의 밴드갭을 가진 

n-형(n-type) 반도체로서, 우수한 투명 극 소재이다. 

그러나 인듐의 감소되는 공 과 평 디스 이 시장

의 수요 확 로  가격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ITO 성능 이상을 만족시키면서 쉽고 경제 으

로 구할 수 있는 새로운 투명 극 개발 필요성이 두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서블 OLED  유기태양

지 등의 격한 발달에 따라, 기존의 유리기 이 아닌 

유연한(flexible) 기  에 제작이 가능한 투명 극 기

술이 각 받고 있다.2 기존 ITO의 경우 기 의 휨에 

한 기계  특성이 약하여 이를 체하기 해 낮은 

기 항  높은 투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유연성을 

가진 고품질 서블 투명 극의 개발의 요성이 커

지고 있다[6].

2. 메탈메쉬를 활용한 투명 LED 디스플레이
차세  신소재인 메탈메쉬(Metal Mesh)는 필름 에 

격자무늬 패턴을 만들고 그 안에 항값이 낮은 은(Ag)

이나 구리(Cu) 등 속을 그물망 같이 미세하게 필름에 

도포하여 극을 인쇄하는 신공법 기수로 표면 항값

이 낮아 터치 응답속도가 빠르다. 한 필름에 용시 

구부릴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웨어러블 기기에도 합

하다. 제조 공정도 기존 ITO 제조 공정보다 단순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ITO 성능을 그

로 갖추면서 가장 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ITO 방식

의 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메탈메쉬를 활용한 투명 LED 디스 이는 [그림 2]

와 같이 투명 Glass에 메탈메쉬 방법을 활용하여 Glass

에 격자무늬 패턴으로 기가 도될 수 있도록 회로패

2 최근 display 기술  시장 동향이 형화, 고해상도화, flexible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터치스크린패 (TSP: Touch Screen Panel)이 기

본으로 장착되는 스마트 기기가 속히 확 됨에 따라 ITO 체 소

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턴을 형성시키고 형성된 패턴 에 LED를 부착하여 

기를 통하게 함으로써 LED가 디스 이 되도록 한 것

이다[7][8].

그림 2. 메탈메쉬의 개념
(출처 : inside optics 홈페이지)

Ⅲ. 기존 ITO 활용한 기술의 문제점

ITO 투명 극을 활용한 LED 디스 이는 [그림 3]

과 같은 공정으로 가공된다. 극이 흐르도록 ITO가 증

착된 Glass를 사용하고 증착된 ITO투명 극면을 이

로 Pattern을 가공하여 Cell 분할한다. 이때 분할하고

자 하는 ITO Cell 형태는 ITO의 면 항에 따라 Cell 

크기를 달리 하여야만 부착하고자 하는 LED에 정격

압을 인가하 을 때 LED의 불빛이 나오게 된다. ITO

의 Cell을 넓게 하여 면 항을 높게 한다면 LED의 불빛

이 약해질 것이며 ITO의 Cell의 면을 게 한다면 불빛

이 밝아지게 되는 원리이다. 한 LED를 배치할 수에 

따라 ITO 면을 이 를 통해 원이 통하지 않도록 

Cell 분할하고 분할된 Cell과 Cell 사이에 직류형태로 

배치한다. 시작 Cell에 양극(+) 원을 인가하고 마지막 

Cell에 음극(-)을 인가함으로써 서로 원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 LED의 불빛이 나오도록 하고 있다. 

이는 원입력부의 ITO Cell 부분과 그 에 인 한 

Cell 사이 LED를 직렬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직

렬형식의 Display 구 방법은 하나의 LED 는 ITO 

투명 극면의 불량이 발생하 을 때 원공 이 단

되어 Display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한 고

가의 ITO 투명 극 소재를 구 하고자 하는 LED 디

스 이의  면 에 걸쳐 증착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

가의 재료비와 제작에 필요한 용 형 장비가 필요하

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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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TO 투명 LED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Pattern
가공 및 LED 실장 도시화

Ⅳ. 메탈메쉬를 활용한 LED 디스플레이 

1. 투명 LED 디스플레이 시스템 서비스 개요
투명 LED 디스 이 시스템은 기본 으로 LED의 

색 제어를 통한 투명LED 디스 이 패 , 메인콘트롤

러, 콘텐츠서버로 구성된다. 콘텐츠 서버의 다양한 콘텐

츠정보를 메인콘트롤러에 송하면 메인콘트롤러는 이

를 RGB의 색과 류제어를 통해 투명LED 디스 이 

패 에 정보를 표출하게 된다. 한 Mobile App.의 활

용으로 원거리에서 콘텐츠 정보를 리  제어할 수 

있다.

그림 4. 투명 LED 디스플레이 시스템 서비스 개념도

2. 투명전극층 회로패턴을 위한 회로설계
메탈메쉬를 활용한 투명 극 LED 디스 이의 회

로 설계는 ITO의 패턴 설계 후 LED 실장을 통해 투명

LED Display를 구 하는 것과 달리 기존 PCB의 회로 

방식으로서 [그림 5]와 같이 회로설계를 하 다. 그리고

Prototype 제작이 용이하도록 단색 LED를 용할 단층

의 회로 설계방식으로 설계하 다. 원(+)단자를 공통

단자로 하여 상시 원이 흐르도록 하 으며 달린턴 트

랜지스터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LED 류 제어가 가능

하도록 하 다. 한 FPCB를 사용하여 회로패턴을 메

탈투명 극층 회로패턴과 외부 컨트롤러와 연결 하도

록 하여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5. Metal Mesh Pattern Design 

3. 투명전극층 회로 Pattern 구현
메탈메쉬를 활용한 투명 LED 디스 이의 투명

극층은 [그림 6]과 같이 은(Ag)을 사용하여 구 하

다. LED가 부착되지 않는 곳은 5um-8um 정도로 미세

하게 투명 극 층을 형성하도록 하며, 이는 시각 으

로 투명도를 높이기 함이다. 

우선, 메탈메쉬의 패턴은 PR(photoresist)이 코 된 

PET 에 포토마스크의 UV 노 공정을 거치고 식각

(eching)을 통한 음각방식의 패턴 PR-PET 기 을 얻

는다. 한, 패턴 PR-PET 기  의 극 매개체는 Ag 

nanopaste를 사용하고, Ag 코 을 닥터블 이드로 한

다. LED가 부착되는 부분은 LED리드 임과 메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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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의 부착이 용이하도록 메탈메쉬를 활용한 투명 극

층의 넓이를 120um로 Pattern을 형성하여 LED 실장시 

납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 다.

그림 6. 메탈메쉬를 활용한 투명 전극층 형성 도식화

4. 투명전극층 회로 Pattern 형성부의 LED 실장 
및 Prototype 구현

[그림 7]의 LED 실장 도식화는 앞 장에서 설명한 메

탈메쉬 투명 극층 패턴 구  방법을 통해 투명 극

이 형성된 기 에 LED를 실장한 형태이다. [그림 6]

과 같이 투명 극층에 120um로 넓게 형성된 회로 

Pattern 에 LED를 실장하여 실장 패드가 LED에 가려

져 보이지 않도록 하 다. Prototype은 메탈메쉬를 활

용한 투명 극층에 LED를 실장하여 하트모양으로 구

하 다. LED는 3.5mm✕2.8mm size로서 단색의 

White Chip LED를 메탈메쉬의 투명 극 회로 Pattern

에 실장 하 으며, 정격 압 DC3.3v의 3A SMPS를 사

용하여 구동하 다. 구동 결과 체 으로 고르게 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LED 실장 도식화(좌) 및 Prototype 구현(우)

투명 LED 디스 이 패 은 [그림 8]과 같이 Back 

Cover Glass, Metal Mesh 투명 LED PCB, Front Cover 

Glass로 구성된다. Back Cover Glass에 투명 회로 패턴

과 LED가 부착된 Metal Mesh 투명 LED PCB를 부착

하고 앞면에는 Front Cover Glass를 사용하여 Metal 

Mesh 투명 LED PCB가 보호되도록 하 다.

그림 8. 메탈메쉬를 활용한 투명 LED 디스플레이 패널 구성도

Ⅴ. 기존 ITO와 메탈메쉬 Prototype 특성 비교

1. ITO와 메탈메쉬의 SEM 및 EDS 분석
PEN필름 기  상에 제조된 ITO  메탈메쉬은 미세

구조와 원소정보를 찰하기 해 SEM  EDS의 분

석을 실시하 다. 도1은 ITO와 메탈메쉬에 있어 SEM

기기를 활용하고 도성 시료에 주사하여 시료의 미세

구조를 분석을 하 으며 EDS기기를 통해 시료의 미세

구조 분석과 함께 시료 표면의 원소정보를 략 인 정

량  정석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 다.

[그림 9]는 ITO  메탈메쉬의 SEM 사진  EDS 분

석 결과를 나타낸다.3 PEN기  에 형성된 ITO는 (a)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비결정성 물질이기 때문에 결정

성 입자 형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b)에서 ITO필름은 

3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은 ITO  메

탈메쉬에 고분해능 자빔을 주사하여 얻어진 이차 자(secondary 

electron)  후방산란 자(back-scattered electron)의 이미지 정보 

값을 통해 ITO  메탈메쉬의 표면 형태를 찰한다. 한, 자빔은 

ITO  메탈메쉬의 표면에서 방출된 x-ray의 에 지분산형 분 장

치(energy-dispersive spectrometer, EDS)을 통해 략 인 원소의 

정량  정성  분석을 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SEM(Model: 

Philips XL30)의 구동 압은 15kV이며, EDS의 작동거리(working 

distance, WD)는 15mm이다.



메탈메쉬를 활용한 투명 LED 디스플레이에 관한 연구 15

약 95%의 In과 약 5%의 Sn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EDS측정 결과에 의해 분석되었다. PEN을 식각하여 

속물질을 채운 메탈메쉬는 (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약 300μm의 간격으로 종과 행의 직선 형태로 정사각형

의 구조를 나타낸다. Ag로 채워진 메탈메쉬는 (d)에서 

EDS측정 결과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e)는 EDS의 사

진 Mapping기술로서 2μm의 두께로 Ag가 찰되었다. 

메탈메쉬의 Ag는 300μm의 간격마다 2μm 두께의 Ag

가 정사각형으로 채워져 있으며, 메탈메쉬의 Ag로 덮

진 역의 개구율은 아래와 같은 간단한 식으로 계산

되어 98.7%이었다[9].

개구율   단위정사각형의면적
단위정사각형의면적

 × 

2. ITO/ 메탈메쉬 가시광영역의 파장에 다른 
   투과도 측정
PEN필름을 기반으로 제조된 ITO  메탈메쉬는 가

시  역의 장에 따른 투과도를 측정하기 해 

UV-VIS 분석을 하 다. [그림 10]은 PEN기  에 형

성된 ITO  메탈메쉬를 Air를 바탕으로 한 UV-VIS

로 투과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350nm의 장에

서 ITO  메탈메쉬의 투과도가 PEN기 의 흡수에 의

해 어든다. 한, 메탈메쉬의 투과도는 ITO의 보다 5 

내지 10%정도 높은 투과도를 나타냈다. 이는 단  정

사각형마다 1.32%의 Ag면 만 채워져 있는 메탈메쉬

의 구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9. ITO 및 메탈메쉬의 SEM 사진(좌) 및 EDS(우)

그림 10. ITO 및 메탈메쉬의 UV-VIS에 의해 측정된 투과
도: ITO(■); 메탈메쉬(■)

3. ITO/ Metal mesh 필름의 위치별 비저항 측정
PEN 기반 ITO  메탈메쉬 필름은 치별 비 항

(면 항; Sheet resistance, ohm/sq)을 측정하기 해 

40mm(가로) x 65mm(세로)의 크기로 잘라 4point 

probe을 사용하 다. [그림 11]은 ITO  메탈메쉬의 

비 항을 측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11. ITO/ 메탈메쉬 필름의 위치별 비저항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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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의 (a)와 (b)에서 보여주듯이 ITO  메탈메

쉬의 비 항이 14개의 포인트들을 기 으로 측정되었

다. PEN에 코 된 ITO은 메탈메쉬보다 약간 어두운 

외 을 확인하 다. (c)는 ITO  메탈메쉬의 비 항의 

측정데이터이며, ITO의 비 항 값은 측정 포인트들에 

따라 낮게는 73Ω/ 높게는 300Ω/로 227Ω/의 큰 

차이 값을 나타내었다. 반면, 메탈메쉬는 10Ω/를 기

으로 ±5Ω/가 측정되며, ITO보다 비 항이 낮고 

균일성이 높았다. 

이처럼 메탈메쉬는 면 항이 은 만큼 더 작은 류

로 밝기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ITO Film의 불균일한 

비 항으로 인해 구동되는 LED 소자는 균일한 밝기뿐

만 아니라 소자에 손상을 래할 수 있다. ITO와 같은 

고가의 원료 물질이 사용되지 않고, 비교  경제 인 

Ag가 사용되는 메탈메쉬는 속 도체를 극소량 사용

하여 투명 극을 제작하기 때문에 균일하고 낮은 비

항의 특징을 갖으며, 향후 이러한 메탈메쉬를 활용한 

투명 LED 디스 이에 용이 기 된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경  연출  미디어 사드 구

에 기존 ITO투명 극소재 활용에 따른 문제 을 고

찰하고 이를 효율 으로 체할 수 있는 메탈메쉬를 활

용한 투명 LED 디스 이를 제시하 다. 투명 LED 

디스 이는 첨단ICT 기술과 LED 기술의 융합으로

써 다양한 정보제공 서비스  경 연출 등을 통하여 

도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의 패

러다임 변화에 따라 투명 LED 디스 이 기술은 호텔 

 백화  등의 실내인테리어와 시  등의 미디어를 

통한 정보제공, 공원의 별자리 찾기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0]. 그러나 투명 

LED 디스 이의 주요 소재인 ITO는 량 수입에 의

존하고 있고 인듐의 한정된 생산량으로 인해 많은 비용

이 소요된다. 한 한번 제작된 것은 유지보수  재활

용이 어려워 친환경 이지 못하고, 다양한 Application 

용의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11][12].

반면 메탈메쉬는 ITO에 비해 약 30%의 재료비가 

게 소요된다. 더욱이 ITO를 사용한 투명 LED 디스

이는 ITO를 면에 증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회로

패턴을 갖는 메탈메쉬만 증착하여 더욱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13]. 한 기존 회로방식을 용하여 제작

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제작공정도 

LED 디스 이를 한 새로운 공정으로 인한 별도의 

장비구입이 필요하지 않아 기업에서는 다양한 제품 

용  활용이 가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ITO 체 소재로 메탈메쉬가 부상하면

서 많은 업체들이 개발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4 하지

만 최근 ITO 가격의 하락과 국 업체들의 활발한 진

출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업체들과의 가

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생산성  시인성 향상과 

항도의 극 화 등 차별화된 기술 개발 략이 필요하

다[14].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메탈메쉬는 

ITO보다 비 항이 낮고 균일성이 높다. 이러한 메탈메

쉬의 균일하고 낮은 비 항의 특징은 메탈메쉬를 활용

한 투명 LED 디스 이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메탈메쉬의 고성능 비용 특성을 

잘 활용하여, 향후 다양한 Application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수·발신, 미디어 사드, 웨어러블 제품에 용 

등 인터 티 한 환경의 추세와 변화하는 기술에 유연

하게 응 가능한 다양하고 구체 인 융·복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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