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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a ray tracing simulation, we have investigated the moiré and starburst phenomena of touch screen panels (TSPs)

based on opaque metallic grids (square, hexagonal, and random grids). It is demonstrated that employing a random metal

mesh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suppress the moiré and starburst phenomena at the same time. At high crossing angles

between metal mesh of TSPs and black matrix (BM) of displays, however, a random metal mesh brings in stronger moiré

phenomenon than a square metal mesh due to point defects. Though the square metal mesh suppresses the moiré effect

substantially at high crossing angles, yet it results in the strongest starburst patterns. We have also provided the simulation

scheme that can capture the moiré and starburst patterns observed experimentally and useful design guidelines for metal

g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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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아레(Moiré) 현상은 두 개 이상의 주기적인 패턴

이 겹쳐질 때 간섭무늬(interference fringe)가 나타나는

현상이다[1,2]. 이러한 moiré 패턴은 더 낮은 공간 주파

수의 새로운 무늬라고 할 수 있다. Moiré 패턴은 주로

비 접촉 프로파일 측정, 물체 움직임 측정, marine

navigation, strain 측정, 이미지 처리, 초고해상도

microscopy 등에 응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moiré 현상

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다.

3D 디스플레이에서 moiré 현상은 광 소자와 픽셀

(pixel)의 그리드(grid) 구조간의 간섭에 의해 발생한다

[3,4]. 이는 주로 두 그리드를 일정 각도로 교차해 놓음

으로써 줄일 수 있다. LCD 디스플레이에서는 주로 픽

셀 moiré 현상이 나타나며 광학 필름의 구조를 최적화

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5]. 최근 디스플레이 패널이 대

형화됨에 따라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ITO(indium tin

oxide)를 대신해 전기 전도성이 높고 electromigration

저항성이 높은 불투명 금속을 이용한 메탈 메쉬(metal

mesh)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터치스크린 패널

(touch screen panel, TSP) 투과도를 85%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탈 폭을 5 µm 이하로 패터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최근 인쇄전자를

이용하여 metal mesh를 제조하려 하지만 폭 5 µm 이

하의 금속을 인쇄하는 공정은 상당히 까다롭다. TSP의

메탈 폭이 넓을 경우 디스플레이 패널의 black

matrix(BM)와 metal mesh간의 간섭에 의해 moiré 현

상이 발생한다. Moiré 현상 외에도 metal mesh를 사용

하는 경우 금속 표면에서 발생하는 빛의 반사, 회절,

간섭으로 인해 스타버스트(starburst) 현상이 발생한다.

Starburst 현상은 사용자에게 불편함(눈부심)을 초래함

으로 moiré 현상과 함께 제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moiré와 starburst 현상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랜

덤(random) metal mesh를 설계하고자 한다. 주기적인

구조를 갖는 두 그리드에 의한 moiré 패턴은 퓨리에

광학(Fourier optics)에 의해 쉽게 얻을 수 있다[2]. 하
†E-mail : pjwup@koreatech.ac.kr



84 신동균 · 박종운 · 서화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4

지만 랜덤 구조의 metal mesh를 갖는 시스템의 경우는

Fourier optics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3D 광 추적(ray tracing) 기술을 이용하여 moiré 뿐만

아니라 starburst 현상을 분석하고 최적의random metal

mesh를 설계하였다[6]. 

2. 실험 결과 

TSP가 결합된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나타날 수 있는

moiré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ray tracing simulation

결과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개의 메탈 그리드

를 제작하였다. 하나는 Fig. 1(a)와 같이 간격 160µm,

폭 10µm를 갖는 TSP용 square Cu grid와 다른 하나는

Fig. 1(b)와 같이 LCD 모니터의 rectangular sub-pixel

과 비슷한 구조(폭 10µm, 크기 190µm×70µm)를 갖는

rectangular Ag grid를 유리기판과 PET 기판상에 각각

제작하였다. Square Cu grid는 스퍼터링 공정으로 막

을 형성한 후 photolithography 공정으로 패터닝하여

제작하였으며 520nm에서 투과도 81.7%를 보인다.

Rectangular Ag grid는 Gravure offset 장비를 이용하여

인쇄공정을 통해 제작하였으며 같은 파장에서 투과도

75%를 보인다. Moiré를 관찰하기 위해 BM에 해당하

는 rectangular Ag grid 필름(하부)과, TSP에 해당하는

square Cu grid 기판(상부)을 포개고 Cu grid 기판을

회전시켰다. Fig. 2는 TSP 기판을 1도 회전시켰을 때

3 cm x 3 cm 영역에서 나타나는 moiré 패턴을 보여준

다. 그림에서 보듯이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 쪽으로

일정한 간격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는

moiré 패턴 구분이 용이하지만 카메라로 아주 깨끗한

moiré 이미지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삽화에서처럼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를 표시하였다. 이렇게 주

기적인 메탈 메쉬에 의해 나타나는 moiré 현상은

Section 3에서 보여주듯이 random metal mesh에 의해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starburst 현상을 실험적으로 관찰하기 위

해 두 개의 metal mesh를 제작하였다. PET 필름에 실

버(Ag) 페이스트를 이용해 Fig. 3의 (a), (b)와 같이 메

탈 폭이 5 µm, 한 변의 길이가 340 µm인 정사각형

metal mesh와 메탈 폭 5 µm, 한 변의 길이가 245 µm

인 정육각형 metal mesh를 각각 제작하였다. Starburst

현상은 metal mesh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에 의해 나타

나는 현상이므로 촬영이 가능한 각도 내에서 가능한

기판에 수직이 되도록 직진성이 강한 레이저 빛(red

laser pointer)을 쏘고 반대편에 반사되어 맺히는 상을

관찰했다. 정사각형 metal mesh에 레이저 빛을 쏘았을

때는 Fig. 4(a)와 같이 십자가 형태의 starburst 현상이

관찰되었고 육각형 metal mesh에 레이저 빛을 쏘았을

Fig. 1. Image of (a) square Cu grid and (b) rectangular

Ag grid measured by optical microscope. 

Fig. 2. Moiré patterns captured within the active area of

3 cm × 3 cm by a camera when those Ag and Cu

grids are overlapped at the crossing angle of 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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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Fig. 4(b)와 같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60도 간격으

로 빛이 직진 산란하는 형태(별표, asterisk)를 갖는

starburst 현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starburst

패턴은 metal mesh의 형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늘고 긴 실 같은 패턴은 patterned metal

mesh의 가장자리 부근의 완만한 경사면에서 빛이 반사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starburst 현상도 Section 3에서

보여주듯이 random metal mesh에 의해 최소화할 수

있다.   

3. Ray Tracing 결과

3.1. Moiré 현상 전산모사

전산모사를 위해 사용된 ray tracing model의 정확도

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실험적으로 관찰된 moiré와

starburst 이미지를 ray tracing을 통해 재현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Fig. 2의 moiré 현상을 재현하기 위

해 먼저 Fig.1의 metal mesh를 simulation tool에서 드

로잉 한다. Fig. 5는 ray tracing model에서 simulation

을 위한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다수의 ray들이 면

광원 형태의 light source를 통해 방사하여 BM과

metal mesh를 통과한 후 receiver에서 검출된다. 여러

moiré 패턴들을 캡쳐하면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계산영역을 3 cm × 3 cm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앞서

Fig. 2의 실험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1 : 1비율로 직

접 비교할 수 있다. 전산모사를 위해 광원에서 사용한

ray의 수는 5,000만 개이며, receiver는 600 × 600 bins

(cells)로 나누었으며 각 receiver cell은 입사하는 ray를

검출하고 검출된 ray 수에 비례하여 밝고 어두움을

display한다. 즉 검출된 ray 수가 많으면 백색, 적으면

청색으로 display되며 이렇게 계산영역에서 형성된 이

미지를 통해 moiré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 

Fig. 6은 교차각이 1도인 경우 ray tracing을 통해 얻

어진 moiré 패턴을 보여준다. 실험적으로 관찰된

Fig. 3. Image of (a) square and (b) hexagonal Ag grids

measured by optical microscope. 

Fig. 4. Image of starburst generated by (a) square and

(b) hexagonal Ag grids in Fig. 3.

Fig. 5. Schematic view of layer structure in ray tracing

model for simulations of moiré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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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의 moiré 패턴과 아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확대 관찰한 결과 moiré 패턴 간격이 약

120 µm로 측정되었고, 전산 모사에 의한 패턴 간격은

Fig. 6과 같이 약 125 µm로 확인되었다. Ray tracing

결과를 더 검증하기 위해 Eq. 1을 이용하여 moiré 주

기를 이론적으로 계산하였다. 

(1)

Tm은 moiré 주기, TL은 회전된 하부 구조의 메탈간

간격, TU는 회전된 상부 구조의 메탈간 간격, αU는 상

부 구조의 회전각, αL는 하부구조의 회전각을 나타낸

다[7,8]. Eq. 1을 통해 계산된 주기는 124 µm로 ray

tracing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Ray tracing 결과가

이론치 및 실험결과와 거의 일치함으로 ray tracing

model을 이용하여 정확한 metal mesh 설계가 가능함

을 알 수 있다.

3.2. Starburst 현상 전산 모사

Ray tracing simulation을 통해 실험적으로 관찰된

starburst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 Fig. 3와 동일한 metal

mesh 구조를 ray tracing model에서 드로잉하였다.

Light source는 지름 2 mm의 원형으로 설정되었고,

metal mesh는 2 mm × 2 mm의 사각형으로 설계되어

light source에서 발산하는 전체 ray가 모두 전극을 통

과하거나 반사된다. Receiver는 metal mesh에 의해 넓

게 퍼지는 ray까지 검출하기 위해 metal mesh로부터

높이 3 mm인 위치에 20 mm × 20 mm 크기로 설정되

었다. 전산모사를 위해 Fig. 7과 같이 metal mesh 위에

light source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 receiver를 배치했다.

광원에서 사용한 ray의 수는2,000만개, receiver의 해상

도는 500 × 500로 설정하였다. Light source에서 발산

하는 빛은 전극 표면에서 반사되어 receiver에서 검출

되는데, 이때 light source는 100% 투과율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receiver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ig. 8은 정사각형과 정육각형 Ag grid에 의한

starburst 현상 전산모사 결과를 보여준다. Fig. 4의 실

험결과와 아주 유사하게 정사각형 그리드에 의한 십자

가와 정육각형 그리드에 의한 별표 모양의 starburst 패

턴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metal mesh의 형상에

따라 변하는 starburst 패턴을 ray tracing simulation을

통해 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metal mesh 형상 및 여러 design parameter에

따른 moiré와 starburst 현상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

해서는 실제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정량화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마다 eye sensitivity가 다

르기 때문에 실제 나타나는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정량

Tm

TL TU⋅

TL

 2
TU

 2
2TL–+ TU cos αU αL–( )⋅ ⋅

-------------------------------------------------------------------------=

Fig. 6. Simulation result of moiré patterns when the

crossing angle is 1o.

Fig. 7. Schematic view of layer structure in ray tracing

model for simulations of starburst phenomenon. 

Fig. 8. Simulation results of starburst patterns from (a)

square and (b) hexagonal Ag g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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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전사모사를 통해 얻어진

receiver의 이미지 데이터(검출된 ray 분포)로부터 정량

화가 가능하다. Receiver를 가로지르는 임의의 한 축을

정하고 해당 축을 따라 ray 데이터를 추출한 뒤 이를

그래프화 시키면 이미지를 정량화 할 수 있게 된다. 그

래프에서 굴곡이 심하게 나타나면 moiré 현상이 강하

게 나타나는 경우이며 굴곡이 적게 나타나면 moiré 현

상이 약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정량화 지표로 ray 분

포의 표준편차를 이용하면 moiré 현상이 강할 경우 표

준편차가 크게, moiré 현상이 약할 경우 표준편차가 작

게 나타난다.

3.3. Random metal mesh 전산모사

앞서 보았듯이 moiré 현상은 일정한 패턴이 주기적

으로 반복되는 성질에 의해 나타나고, starburst 현상

역시 metal mesh의 형태에 따라 빛이 퍼지는 경로가

결정된다. 이 두 현상 모두 일정한 형태라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 일정한 형태를 제거하면 두 현상

을 제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random metal

mesh를 적용하였다. 하부의 BM 구조는 그대로 사용하

고 상부의 TSP 필름 metal mesh를 Fig. 9(a)와 같은

random 구조로 변경하여 simulation하였다. 

전산모사에서 사용되는 random grid는 기존과 동일

하게 10 µm 폭을 가지며 기존에 사용된 셀 크기

(160 µm × 160 µm)와 유사한 개구율이 형성되도록

random metal mesh를 설계하였다. 주로 오각형과 육각

형의 조합으로 생성되었으며 평균적으로 한 변의 길이

가 120 µm 정도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Random metal

mesh를 적용함에 있어 설계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기

존의 3 cm × 3 cm 계산영역에서 형성하지 않고 1 cm ×

1 cm로 축소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각 구

조물들의 크기 또한 기존의 3 cm × 3 cm에서 모두

1 cm × 1 cm로 축소 되었다. 또한 metal mesh 면적이

기존 면적 대비 1/9로 감소 했기 때문에 사용한 ray 수

도 1/9로 감소시킨 555만개를 사용했다. Receiver 의

해상도도 면적대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1 cm2 당 200 × 200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기존 정사각

형 metal mesh에 의한 전산모사 결과(Fig. 9(b), Fig. 6

로부터 1 cm × 1 cm영역만 추출)와 비교했을 때

random metal mesh를 사용하게 되면 moiré 현상이 많

이 억제됨을 알 수 있다(Fig. 9(c)). 정량적 비교를 위해

receiver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세로축을 정해 ray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Fig. 10과 같이 그래프화 시켰

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정사각형 metal mesh의 경우

moiré 패턴에 해당되는 주기적인 peaks 가 보인 반면

random metal mesh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peaks가 비주기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11은 metal mesh를 45도 회전할 경우 나타나는

ray 분포를 보여준다. Square metal mesh 경우 45도 회

전시 Fig. 6에서처럼 나타나던 moiré 현상이 상당히 감

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45도 회전각도에서 상부

metal mesh와 하부 BM이 서로 평행한 정도가 적기 때

Fig. 9. (a) The structure of random metal mesh drawn in

the model, (b) moiré patterns from Fig. 6, and (c)

simulation results of ray distribution over the

computational area of 1 cm × 1 cm.

Fig. 10. Simulation results of ray distribution for different

grid configurations extracted along the vertical

direction at the center of the receiver when the

crossing angle is 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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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moiré 패턴 형성이 억제된다. 이와 달리 random

metal mesh를 사용할 경우 군데군데 얼룩이 진 것과

같은 모양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Fig. 9(c)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random metal mesh가

가지는 point defect로써 뚜렷한 moiré pattern을 찾을

수 없는 대신 일부 영역에 metal coverage(픽셀을 가리

는 메탈 면적)가 높아 검출된 ray 수가 적고 (dark

cells)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metal coverage가 낮아 검

출되는 ray 수가 많아 (light cells) 생기는 현상이다. 즉

random metal mesh를 사용할 경우 하부 BM과 평행한

정도 또한 random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회전각(교차각)에 따른 moiré 현상 변화를 좀 더 면

밀히 분석하기 위해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moiré 현상

을 정량화하였다. Fig. 12에서 보듯이 square metal

mesh를 사용한 경우 회전각이 증가할수록 표준편차(즉

moiré 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면 random metal

mesh의 경우 표준편차가 회전각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metal mesh의 랜덤 특성이 회

전각이 증가하더라도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random metal mesh 적용에 따른 starburst 현

상 변화를 조사하였다. 먼저 실험을 통해 starburst 현

상을 관찰하기 위해 Fig. 13(a)와 같이 폭 5 µm의

random metal mesh를 PET 필름위에 제작하였다. 앞서

실험과 동일하게 레이저 빛을 metal mesh에 비춘 후

반대편에 맺히는 상을 관찰했다. Fig. 13(b)는 random

metal mesh를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실제 starburst

이미지를 보여준다. Fig. 4에서 나타나던 십자가 또는

별표 모양의 starburst 패턴이 완전히 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random metal mesh가 사각형, 육각형과 다

르게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

로 빛이 분산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다. 

Fig. 11. Simulation results of ray distribution from (a)

square and (b) random metal meshes when the

crossing angle is 45o.

Fig. 12. Standard deviation as a function of crossing

angles for different metal meshes.

Fig. 13. Image of (a) random Ag grids measured by optical

microscope and (b) starburst generated by the

random Ag grid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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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metal mesh에 의한 starburst 현상을 정량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ray tracing 기법을 이용하여 전산

모사를 수행하였다. 전산모사에 사용된 random metal

mesh는 Fig. 14(a)와 같이 전극 폭 5 µm를 가지며 개

구율은 앞서 전산모사에서 진행 된 사각형, 육각형과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설계되었다. Fig. 14(b)는

ray tracing simulation을 통해 얻어진 starburst 이미지

로 실험결과(Fig. 13)와 유사하게 random metal mesh

에 의해 빛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starburst 현상이

현저히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Fig. 14(c)는 여러 metal mesh에 따른 정규화된 ray

분포를 보여준다. 전산모사로 얻어진 starburst 이미지

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가로축 ray 데이터를 추출하였

다. Metal mesh의 반사에 의해 대부분의 ray들이 중심

부에 몰려있음을 알 수 있으며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random metal mesh의 경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검출

되는 ray 수가 가장 급격히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정육

각형, 사각형 순이었다. 이는 random metal mesh가

starburst 현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험 및 ray tracing simulation을 통

해random metal mesh가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나는

moiré 및 starburst 현상을 동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억

제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사각형 형태의 metal

mesh는 BM과 교차각을 가짐으로써 moiré 현상을 최

소화할 수 있지만 가장 강한 starburst 현상을 초래한다.

Random metal mesh가 향후 TSP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point defect를 제거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random

mesh 생성 알고리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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