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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이 지능적으로 제어되는 것이 

가능한 산업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4차 산업혁명

을 통해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기계와 인간의 커뮤니

케이션이 중요해지고, 제품과 결합된 소프트웨어가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서 묘사되었던 미래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당시엔 다

분히 공상 과학적인 것으로 여겨 졌으나 현재에는 영

화에 등장했던 투명 디스플레이, 플렉서블(flexible) 

및 웨어러블(wearable) 디스플레이 등이 인간의 생체 

인식까지 함으로써 개개인의 소비 패턴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맞춤형 광고제공 등 많은 기술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

춰 디스플레이와 같은 시/청각 장치를 통해 기계와 

소통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 졌으며, 따라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중소형 모바일 기기에서는 주로 OLED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TV를 필두로 한 대형 디스

플레이는 OLED와 퀀텀닷(Quantum Dot, QD) LCD 경

쟁체제로 도입하면서 더욱 더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 

제공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다. 본 기고문에

서는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소자 및 구성 요소를 소

개하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 요소별 최근 

연구 개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출시

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기술 현황을 정리해 보고

자 한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구성 및 연구 개발 
동향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유연한 기판 위에 구동소

자, 표시소자, 그리고 이들 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봉

지막으로 구성된다(그림1).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현재의 고정된 형태의 curved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유연함이 필수적이므로 유

연한 고분자 소재의 기판을 사용한다. 다양한 고분자 

재료들이 기판 소재로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내열성

이 높고, 낮은 열팽창율, 높은 내화학성을 갖는 폴리

이미드계열의 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폴리이미

드계열 유연 기판은 노란빛을 띄어 투명도가 떨어지

기 때문에 top emission 디스플레이에 한정되어 적용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투명한 폴리이미드 기판 소재

가 개발되어 bottom emission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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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

서는 유연한 고분자 기판 위에 형성된 구동소자, 표

시소자, 봉지막의 기술 개발 동향 등 플렉서블 디스

플레이에 대해 간략하게 개괄해 보고자 한다. 

디스플레이의 구동소자는 대면적 박막 트랜지스

터(thin film transistor, TFT)를 의미하며 현재 디스플레

이에서는 주로 저온 실리콘(Low Temperature Poly Si, 

LTPS) TFT 와 산화물 반도체(oxide) TFT가 주를 이루

고 있다. LTPS TFT는 오랜 기간 기술이 축적되어왔으

며 레이저 결정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중

소형 디스플레이의 구동소자로 활용되고 있고, oxide 

TFT는 산화물 반도체의 높은 투명성 및 재현성으로 

인해 주로 대형 디스플레이에 적용되고 있다. LTPS는 

신뢰성이 우수한 반면 대면적에서 재현성이 상대적으

로 떨어지고 산화물 반도체는 재현성이 우수하지만 

빛이나 온도 등의 영향에 의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현재는 LTPS와 oxide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LTPO TFT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 지

고 있다[1]. 기술 수준이 성숙단계에 오른 LTPS나 산

화물 반도체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서도 구동소자

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유연한 기판상에 고성능, 고

안정성을 갖는 TFT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LTPS의 

경우 다결정 구조로 인해 반복되는 기계적 스트레스

에 취약하다는 큰 단점이 있다. Oxide TFT는 투명하면

서도 비진공 공정으로도 높은 이동도를 구현할 수 있

어 투명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구동소자로 각광받

고 있다[2]. 고분자 기판과의 적합성을 위해 공정 온도

가 낮으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oxide TFT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Deep UV 영역 파장대 광을 조

사하여 저온에서 sol-gel 반응을 유도하여, 비진공 공

정에서도 높은 전기적 특성을 갖는 산화물을 형성하

는 기술이 보고 되었으며[3], 고분자 절연층 위에 형

성된 oxide TFT가 높은 성능 및 우수한 구부림 특성을 

보이며[4], 다층 채널 구조를 가진 산화물 반도체를 도

입하여 carrier 농도가 높은 하부층이 main current path

가 되고, carrier 농도가 낮은 상부층이 소자의 off 특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고성

능, 고안정성을 갖는 TFT가 보고되었다[5, 6](그림 2). 

한편, 유기물을 반도체 층으로 사용하는 organic TFT

는 유연한 특성으로 인해 2000년대 초중반에 활발히 

연구 되었으나, 성능이 낮고 대기 안정성이 떨어져서 

한동안 산업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특성이 

우수한 유기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플렉서

블 디스플레이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다시 관

심을 받고 있다[7,8]. 이 외에 2차원 반도체를 활용한 

TFT나 QD를 활용한 TFT 등 다양한 소재가 차세대 플

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구동소자로서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9, 10].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의 표시소자 연구 동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디스플레이표시

소자는 OLED와 QD 기반의 LCD의 경쟁 체제이나 플

렉서블 디스플레이에서는 자유롭게 형상 변형이 가

능해야 하므로 백색광과 컬러필터를 사용하는 LCD

보다는 OLED와 같은 전계발광 소자가 주를 이룰 것

으로 생각된다. OLED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류를 

가해주면 유기물 발광층에서 빛을 발광하는 다이오

드 형태의 소자로 비진공 공정으로 유기물 발광소재

를 패터닝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그림 1. 디스플레이 구성 요소.

그림 2.   비진공으로 형성된 다층 채널 산화물 반도체와 고신뢰성을 
갖는 TFT 특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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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제품에서는 증착 방식의 저분자 유기물 발광

재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OLED는 이미 스마트폰, 

태블릿, 대형 TV등 중소형에서부터 대형 디스플레이

의 표시소자로 상용화에 성공했을 만큼 기술적으로 

성숙한 단계이며, OLED를 사용한 폴더블이나 롤러

블 디스플레이 시작품이 공개되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 

이러한 OLED를 이을 차세대 표시소자 중 가장 주

목 받는 소자는 단연 QD-LED이다. QD는 나노미터 

사이즈의 반도체 입자로 크기, 모양, 조성에 따라 전

기적, 광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광전

자 소자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사이즈에 따라 발광 

파장을 제어할 수 있고, 좁은 반치폭에 의해 색순도 

및 색재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양자점을 발광층으

로 사용하는 전계 발광 타입의 QD-LED는 차세대 디

스플레이의 표시소자로 각광받고 있다[11, 12]. 고효

율의 QD-LED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높은 양자 효율

을 갖는 양자점을 합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13-

16](그림 4), 최적화된 소자 구조를 통해 효율 및 안정

성을 극대화 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일반

그림 3.   Royole, Samsung, 그리고 Huawei에서 발표한 폴더블 스마트폰 (왼쪽) 및 LG에서 발표한 롤러블 대형 TV 이미지 (오른쪽) (출
처: Engadget https://www.engadget.com/2019/02/26/compare-samsung-galaxy-fold-huawei-mate-x-royole-flexpai/, 
https://www.engadget.com/2018/01/08/lg-display-giant-rollable-oled-4k-tv/).

그림 4. 높은 효율을 갖는 막대형태의 QD와 외부 광에 반응하여 빛을 발광하는 새로운 형태의 QD-LED 소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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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QD-LED는 양극과 음극 두 전극 사이에 정공

이 주입되어 이동할 수 있는 정공 주입층(hole injection 

layer, HIL)과 정공 수송층(hole transport layer, HTL), 

정공과 전자가 만나서 실제로 빛을 발광하는 발광층,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수송층(electron transport 

layer, ETL)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OLED의 소자

구조와 동일하다. 이때, HIL/HTL과 ETL을 통합하여 

전하 수송층(charge transport layers, CTL)이라고 하며, 

사용하는 CTL에 따라 EL 특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

에 양자점 합성뿐 만 아니라 새로운 CTL에 대한 연구

는 필수적이다[11, 17, 18]. 현재, 다양한 CTL을 도입하

여 높은 효율의 QD-LED 가 보고되고 있지만, 유기물 

HTL의 산화로 인해 대기중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

점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다

양한 소재가 개발되고 유연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 QD-LED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의 적용

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봉지막 기술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다른 구성소자에 비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봉지막은 기존 디스플레이에

서 형태가 가장 크게 바뀐 구성 요소이다. 기존의 디

스플레이는 유리를 합착하고 접착시키는 형태로 봉

지 하였으며, 유리 자체의 산소 및 수분 투습도가 매

우 낮아 우수한 투습 방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딱딱한 유리를 봉지막으로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유연하면서도 박막형태의 

봉지막이 새롭게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한다. 플렉서

블 디스플레이는 기체 투습도가 매우 높은 고분자 소

재를 기판으로 사용하고, 디스플레이를 이루는 각 구

성소자도 매우 높은 수준의 투습 방지 특성을 요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기체 투습도를 낮출 수 있는 봉

지 기술이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Vitex사에서 

제안한 유/무기 적층 구조의 봉지 기술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봉지 특성을 보이

지만, 반복적으로 유기물과 무기물을 적층하여 고비

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정 속

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ALD방식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ALD나 CVD 공정을 이용한 적층 형태의 봉

지막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19], 플렉서블 디스플레

이의 경우 연속적인 기계적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막

의 봉지 특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

근에는 높은 기계적 유연성과 촘촘한 벌집구조로 인

그림 5.   그래핀 층수에 따른 수분투습율(왼쪽) 및 그래핀을 보호막층으로 도입한 플렉서블 organic TFT의 대기 안정성 및 구부림 특성 
(오른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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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높은 투습 특성을 갖는 그래핀을 보호막층으로 도

입하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대기 안정성을 향상

시킨 연구가 보고되었으며[20, 21](그림 5), sol-gel법

을 통해 비진공으로 형성된 무기물 층의 봉지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보고 되기도 하였다[22]. 하지만, 단

일층만으로는 디스플레이 소자를 완벽히 외부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봉지 특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기체 보호막 특성을 가지면서도 유연하고 접착

력이 우수한 새로운 봉지막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

황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각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요소별 연구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

였다. 이미 prototype이 발표된 폴더블, 롤러블 디스플

레이에서부터 향후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까지 플렉

서블 디스플레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많

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디스플

레이의 구성요소 별 요구되는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

족시키면서도 자유롭게 형상이 변할 때 안정적으로 

성능이 유지되는 고성능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료 및 새로운 소자 구

조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미래 디스플레이중 플렉서

블 디스플레이는 우리 생활에 가장 근접해 있는 기술

로서 가까운 미래에 일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날을 기대하며 본 기고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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