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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용량성 센싱 디바이스들에 대한 멀티-센서 터치 통합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구성

(57) 요 약
본 개시의 실시형태들은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신호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한
통합 입력 디바이스 내에 배치되는 센서 전극에 용량성 센싱 신호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통합 제어기를 갖는 통
합 제어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내부 및/또는 외부 신호 라우팅 구성들은 종래 디바이스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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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통상 확인된 신호 라우팅 복잡도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통합 제어 시스템 내의 디스플레이 라우팅, 용량
성 센싱 라우팅 및/또는 다른 컴포넌트들 사이에 형성된 용량성 커플링에 의해 생성된 전기적 간섭의 영향을 감
소시키도록 적응될 수 있다.
실시형태들은 또한, 통합 제어 시스템 내에서 수신된, 송신된 및 프로세싱된
디스플레이 및 터치 센싱 신호들 상의 전자기 간섭 (EMI) 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52) CPC특허분류
G06F 3/0416 (2019.05)
G09G 3/20 (2013.01)
G09G 5/00 (2013.01)
G09G 2300/0426 (2013.01)
G09G 2310/0275 (2013.01)
G09G 2330/06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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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센싱 디바이스와 통합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통합 입력 디바이스에서의 사용을 위한 통합 제어 시
스템으로서,
통합 제어기를 포함하며, 상기 통합 제어기는:
복수의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에 커플링된 디스플레이 회로부로서, 상기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
들은 상기 입력 디바이스 내의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신호를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상기 디스플레
이 회로부; 및
상기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용량성 센싱 동작 동안 용량성 센싱 신호들을 전송하도록 구성되
는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에 커플링된 용량성 센싱 회로부
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및 상기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의 각각은 제 1 방향으로 순서대로 배열되
고, 그 순서는 상기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중, 2 개의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 사이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용량성 센싱 패드를 포함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은 절대 용량성 센싱을 위해 센서 전극들을 드라이빙하도록 구성된 상기 용량성
센싱 회로부의 부분에 커플링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은 트랜스용량성 센싱을 위해 제 1 센서 전극을 드라이빙하도록 구성된 상기 용
량성 센싱 회로부의 부분에 커플링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은 상기 용량성 센싱 회로부의 부분에 커플링되고, 상기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
드들의 각각은 센서 전극으로부터 결과의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용량성 센싱 패드는 트랜스용량성 센싱을 위해 센서 전극을 드라이빙하도록 구성되는 상기
용량성 센싱 회로부의 제 1 부분에 커플링되는 제 1 용량성 센싱 패드를 포함하고, 상기 통합 제어 시스템은:
트랜스용량성 센싱 프로세스 동안 결과의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상기 용량성 센싱 회로부의 제 2 부분에
커플링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 2 용량성 센싱 패드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용량성 센싱 패드는 제 1 및
제 2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 사이에 배치되지 않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용량성 센싱 패드를 더 포함
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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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용량성 센싱 패드들의 각각은 센서 전극에 선택적으로 커플링되고, 상기 센서 전극들의 적어도 부분은 상
기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팅하기 위해 상기 디스플레이 회로부에 의해 또한 사용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용량성 센싱 회로부는 또한, 상기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상기 용량성 센싱 동작 동안 상기 복수
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가딩 신호를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용량성 센싱 회로부는 또한,
상기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상기 용량성 센싱 동작 동안 상기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실딩 신호를 전달하거나, 또는 아니면,
센서 전극을 전기적으로 플로팅하도록
구성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은, 용량성 센싱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기 용량성 센싱 회로부의 부
분에 커플링되는 수신기 전극 트레이스에 각각 선택적으로 커플링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제어기는 복수의 수신기 전극 트레이스들의 제 1 수신기 전극 트레이스가 위에 배치되는 디퓨젼 영역
을 더 포함하고, 상기 디퓨젼 영역은 가딩 신호로 드라이빙되도록 구성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가딩 신호는 상기 용량성 센싱 신호와 동위상인 (in phase) 가딩 신호로 상기 디퓨젼 영역을 드라이빙하는
것을 포함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은, 용량성 센싱 신호를 상기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중 하나 이상에 전달
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기 용량성 센싱 회로부의 부분에 커플링되는 제 1 송신기 전극 트레이스에 각각 선택적으
로 커플링되고, 상기 통합 제어기는 복수의 송신기 전극 트레이스들의 제 1 송신기 전극 트레이스가 위에 배치
되는 디퓨젼 영역을 더 포함하고, 상기 디퓨젼 영역은 가딩 신호로 드라이빙되도록 구성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용량성 센싱 패드들의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센서 전극에 커플링되고, 상기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은
적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 전극에 각각 커플링되며, 상기 통합 제어기는:
제 1 기간 동안 입력 오브젝트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센서 전극 사이의 용량성 커플링에서의 변화를 획득하기
위해, 변조된 신호를 포함하는 상기 용량성 센싱 신호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센서 전극 상으로 드라이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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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제 1 기간 동안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센서 전극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 전극 사이의 커플링 커패
시턴스의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 전극을 가드 모드에서 동작시키도록
구성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 전극을 가드 모드에서 동작시키는 것은, 상기 변조된 신호와 동위상인 (in
phase) 가딩 신호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 전극을 드라이빙하는 것을 포함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용량성 센싱 회로부는 전자 시스템에 커플링되는 전하 축적기를 포함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제어기는:
상기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중 하나에 커플링되는 도전성 트레이스; 및
도전성 층을 포함하는 가딩 구조로서, 유전체 층이 상기 도전성 트레이스와 상기 도전성 층 사이에 배치되는,
상기 가딩 구조; 및
상기 도전성 층에 커플링되고 상기 도전성 층을 가딩 신호로 드라이빙하도록 구성되는 신호 생성기를 더 포함하
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제어기는:
상기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중 하나에 커플링되는 도전성 트레이스; 및
기판의 영역에서 형성된 디퓨젼 영역을 포함하는 가딩 구조로서, 상기 디퓨젼 영역과 상기 도전성 트레이스 사
이에 유전체 층이 배치되는, 상기 가딩 구조; 및
상기 디퓨젼 영역에 커플링되고 상기 도전성 트레이스를 가딩 신호로 드라이빙하도록 구성되는 신호 생성기를
더 포함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8
입력 디바이스로서,
통합 입력 디바이스의 제 1 층의 표면 상에 어레이로 배치된 복수의 센서 전극들; 및
상기 통합 입력 디바이스의 제 2 층에서의 복수의 도전성 라우팅 와이어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센서 전극들에
커플링된 통합 제어기
를 포함하고, 상기 통합 제어기는:
복수의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에 커플링된 디스플레이 회로부로서, 상기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
들은 상기 제 2 층에서의 복수의 도전성 라우팅 와이어들을 통해 상기 통합 입력 디바이스 내의 디스플레이 업
데이팅 컴포넌트들에 커플링되는, 상기 디스플레이 회로부; 및
상기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용량성 센싱 동작 동안 상기 복수의 센서 전극들에 용량성 센싱
신호들을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에 커플링된 용량성 센싱 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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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및 상기 복수의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의 각각은 제 1 방향으로 순서대로
배열되고, 그 순서는 상기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중, 2 개의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 사이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용량성 센싱 패드를 포함하는, 입력 디바이스.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용량성 센싱 패드들은:
트랜스용량성 센싱을 위해 센서 전극을 드라이빙하도록 구성된 상기 용량성 센싱 회로부의 부분에 선택적으로
커플링되고, 그리고/또는
절대 용량성 센싱을 위해 상기 센서 전극을 드라이빙하도록 구성된 상기 용량성 센싱 회로부의 부분에 선택적으
로 커플링되는, 입력 디바이스.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용량성 센싱 패드들은 적어도 하나의 센서 전극에 각각 커플링되고, 상기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은 적
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 픽셀 전극에 각각 커플링되며, 상기 통합 제어기는:
제 1 기간 동안 입력 오브젝트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센서 전극 사이의 용량성 커플링에서의 변화를 획득하기
위해, 변조된 신호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센서 전극 상으로 드라이빙하고, 그리고
상기 제 1 기간 동안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센서 전극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 전극 사이의 커플링 커패
시턴스의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 전극을 가드 모드에서 동작시키도록
구성되는, 입력 디바이스.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용량성 센싱 패드는 트랜스용량성 센싱을 위해 센서 전극을 드라이빙하도록 구성되는 상기
용량성 센싱 회로부의 제 1 부분에 커플링되는 제 1 용량성 센싱 패드를 포함하고, 통합 제어 시스템은:
트랜스용량성 센싱 프로세스 동안 결과의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상기 용량성 센싱 회로부의 제 2 부분에
커플링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 2 용량성 센싱 패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용량성 센싱 패드는 상기 2 개의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 사이에 배치되지 않는,
입력 디바이스.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의 실시형태들은 일반적으로 근접 센싱 디바이스의 센싱 영역 위의 입력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센싱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터치패드들 또는 터치 센서 디바이스들이라고도 흔히 불리는, 근접 센서 디바이스들을 포함한 입력 디바이스들
은 다양한 전자 시스템들에서 널리 사용된다.

근접 센서 디바이스는 통상 센싱 영역을 포함하며, 그 센싱

영역에서 근접 센서 디바이스는 손가락과 같은 하나 이상의 입력 오브젝트들의 존재, 위치 및/또는 모션을 결정
한다.

근접 센서 디바이스들은 전자 시스템에 대한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근접 센서 디바이스들은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들에 통합되거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불투명
터치패드들과 같은 보다 큰 컴퓨팅 시스템들에 대한 입력 디바이스들로서 종종 사용된다.

근접 센서 디바이

스들은 또한 셀룰러 폰들에 통합된 터치 스크린들과 같은 보다 작은 컴퓨팅 시스템들에서 종종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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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 센서 디바이스들은 통상, 전자 또는 컴퓨팅 시스템에서 확인된 디스플레이 또는 입력 디바이스들과 같은
다른 지원 컴포넌트들과 조합하여 사용된다.
[0003]

일부 구성들에서, 근접 센서 디바이스들은 원하는 조합된 기능을 제공하거나 또는 바람직한 완전한 디바이스 패
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 지원 컴포넌트들에 커플링된다.

많은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근접 센서 디바이

스들은 용량성 또는 저항성 센싱 기법과 같은, 입력 오브젝트의 존재, 위치 및/또는 모션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
의 전기적 기법을 이용한다.

통상, 용량성 센싱 타입의 근접 센서 디바이스는 입력 오브젝트의 존재, 위치

및/또는 모션을 검출하기 위해 트레이스들 및 센서 전극들의 어레이를 이용한다.

트레이스는 근접 센서 디

바이스에서 확인된 제어 전자기기에 센서 전극 내의 전극 영역을 접속하는 전자 컴포넌트이다.
[0004]

또한, 통상적으로 근접 센서 디바이스들은 데스크톱 컴퓨터들용 터치 스크린, 랩톱 컴퓨터용 터치 스크린, 넷북
컴퓨터들, 태블릿들, 웹 브라우저들, e-북 리더들,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PDA) 들, 스마트 폰들 및 다른 유사
한 전자 디바이스들과 같은, 터치 통합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형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생성 컴포넌트들과 통
합된다.

디스플레이 내의 픽셀들을 업데이팅하기 위해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회로부는 입력 오브젝트의 포지

션을 센싱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량성 센싱 회로부의 부분을 형성하는 트레이스들 및 센서 전극들을 통하여 흐르
는 신호들을 간섭할 전기 신호를 생성한다.

따라서, 이들 상이한 타입들의 회로들을 통하여 흐르는 신호들

의 전기적 간섭 및 인터랙션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회로부를 용량성 센싱 회로부로부터 물리적으로 분
리하는 것이 공통이다.
[0005]

그러나, 절대 및 트랜스용량성 센싱 기법들의 사용을 포함한 새로운 터치 센싱 기술들의 출현으로, 터치 센싱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센서 전극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또한 터치 센싱 디바이스 내의
제어 전자기기에 라우팅될 필요가 있는 트레이스들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용량성 센싱 회로부를 디스플

레이 업데이팅 회로부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용량성 센싱 회로부는 터치 센싱을 위
해 사용된 트레이스들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보더 영역 (즉, 사용불가능한 영역) 주위에 또는 그 내에 라우팅되
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이들 2 개의 타입들의 전기 회로들을 포함하는 임의의 집적 회로 (IC) 칩의 에지들에 통
상 배치될 것이다.

절대 및/또는 트랜스용량성 센싱 기법들을 위해 요구되는 많은 수의 라우팅 트레이스들

로 인해, 디스플레이의 보더들이 지나치게 커질 필요가 있다.

교대로, 일부 경우들에서 제조자들은 디스플

레이 업데이팅 회로부 및 용량성 센싱 회로부를 별개의 IC 칩들로 분리하는 것에 의지할 것이며, 이는 터치 센
싱 디바이스의 조각 부분 및 제조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따라서, 상기 설명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구성되는 근접 센싱 디바이스를 형성 및 사용하는 장치 및 방법에 대
한 필요성이 있다.

근접 센싱 디바이스는 또한 생산하기에 비싸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바람직하게 사이징된

전자 시스템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7]

본 개시의 실시형태들은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신호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한 입력 디바이스 내에 배치되는 센서 전극에 용량성 센싱 신호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통합 제어기를 갖는 통
합 제어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내부 및/또는 외부 신호 라우팅 구성들은 종래의 디바이

스들에서 통상 확인된 신호 라우팅 복잡도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통합 제어 시스템 내의 디스플레이 라우팅, 용
량성 센싱 라우팅 및/또는 다른 컴포넌트들 사이에 형성된 용량성 커플링에 의해 생성된 전기적 간섭의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적응될 수 있다.

실시형태들은 또한 통합 제어 시스템 내에서 수신된, 송신된 및 프로세싱된

디스플레이 및 터치 센싱 신호들 상의 전자기 간섭 (EMI) 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0008]

본 개시의 실시형태들은 입력 디바이스에서의 사용을 위한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며, 제어 시스템은 통합 제어기
를 포함하고, 그 통합 제어기는 복수의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에 커플링된 디스플레이 회로부로서, 소스 드
라이버 출력 패드들은 입력 디바이스 내의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팅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기 디스플레이 회로부,
및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된 용량성 센싱 동작 동안 용량성 센싱 신호를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복수의 용량
성 센싱 패드들에 커플링된 용량성 센싱 회로부를 포함하고,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중 적어도 하나는 2 개
의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 사이에 배치된다.

[0009]

본 개시의 실시형태는 입력 디바이스에서의 사용을 위한 통합 제어 시스템을 더 제공할 수도 있으며, 통합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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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통합 제어기를 포함하고, 그 통합 제어기는 복수의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에 커플링된 디스플레이
회로부로서,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은 입력 디바이스 내의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신호를 전송
하도록 구성되는, 상기 디스플레이 회로부, 및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된 용량성 센싱 동작 동안 용량성 센
싱 신호를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에 커플링된 용량성 센싱 회로부를 포함한다.

복

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및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은 제 1 방향으로 순서대로 배열될 수 있고, 그 순서는 복수
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중, 2 개의 제 2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 사이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용량성 센
싱 패드를 포함한다.
[0010]

본 개시의 실시형태들은 입력 디바이스에서의 사용을 위한 통합 제어 시스템을 더 제공할 수도 있으며, 통합 제
어 시스템은 통합 제어기를 포함하고, 그 통합 제어기는 복수의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에 커플링된 디스플
레이 회로부로서,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은 입력 디바이스 내의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신호를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상기 디스플레이 회로부, 및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된 용량성 센싱 동작 동안 용량성
센싱 신호를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에 커플링된 용량성 센싱 회로부를 포함한다.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및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은 제 1 방향으로 피치 길이를 갖는 피치를 갖는 패턴으로
배열될 수 있다.

패턴은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중, 제 1 방향으로 제 1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로부

터 1 피치 길이에 배치되고 제 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제 2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로부터 적어도 1 피치 길
이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용량성 센싱 패드를 포함할 수도 있다.
[0011]

본 발명의 실시형태는 입력 디바이스를 더 제공할 수도 있으며, 그 입력 디바이스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제
1 층의 표면 상에 어레이로 배치된 복수의 센서 전극들, 및 통합 입력 디바이스의 제 2 층에서의 복수의 도전성
라우팅 와이어들을 통해 복수의 센서 전극들에 커플링된 통합 제어기를 포함한다.

통합 제어기는 복수의 소

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에 커플링된 디스플레이 회로부로서,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은 제 2 층에서의 복수
의 도전성 라우팅 와이어들을 통해 통합 입력 디바이스 내의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컴포넌트들에 커플링되는, 상
기 디스플레이 회로부, 및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된 용량성 센싱 동작 동안 복수의 센서 전극들에 용량성
센싱 신호를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에 커플링된 용량성 센싱 회로부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및 복수의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들은 제 1 방향으로 피치 길이를 갖는

피치를 갖는 패턴으로 배열될 수 있다.

패턴은 복수의 용량성 센싱 패드들 중, 제 1 방향으로 제 1 소스 드

라이버 출력 패드로부터 1 피치 길이에 배치되고 제 1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제 2 소스 드라이버 출력 패드로부
터 적어도 1 피치 길이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용량성 센싱 패드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2]

본 발명의 상기 언급된 특징들이 상세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기 간략하게 요약된 본 발명의 더욱 특정한 설명
이 실시형태들을 참조하여 행해질 수도 있고, 그 일부는 첨부된 도면들에 예시된다.

그러나, 첨부된 도면들

은 본 발명의 대표적인 실시형태들만을 예시하며, 따라서 본 발명이 다른 동일하게 효과적인 실시형태들을 인정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도 1 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들에 따른, 예시적인 입력 디바이스의 개략적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2a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실시형태들의 하나 이상에 따른, 입력 디바이스를 예시하는 개략적 다이어그램
이다.
도 2b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실시형태들의 하나 이상에 따른, 입력 디바이스의 부분을 예시하는 개략적 다이
어그램이다.
도 2c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실시형태들의 하나 이상에 따른, 입력 디바이스의 부분을 예시하는 개략적 다이
어그램이다.
도 3 은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하나의 실시형태에 따른, 2 개의 서브-픽셀들 사이의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을 공
유하는 디스플레이 회로부의 부분을 예시하는 개략적 다이어그램이다.
도 4a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하나의 실시형태에 따른, 센싱 영역을 가진 통합 입력 디바이스를 예시한다.
도 4b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하나의 실시형태에 따른, 통합 입력 디바이스의 부분의 개략적 부분 측단면도이
다.
도 5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하나의 실시형태에 따른,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및 용량성 센싱을 수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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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입력 디바이스 내에 배치된 하나 이상의 통합 제어기들을 갖는 통합 입력 디바이스를 예시한다.
도 6a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실시형태들의 하나 이상에 따른, 통합 제어기의 개략적 평면도이다.
도 6b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실시형태들의 하나 이상에 따른, 도 6a 에 예시된 통합 제어기의 부분의 개략적
평면도이다.
도 6c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실시형태들의 하나 이상에 따른, 도 6a 에 예시된 통합 제어기의 부분의 개략적
평면도이다.
도 7a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하나의 실시형태에 따른, 통합 제어기의 부분의 개략적 부분 측단면도이다.
도 7b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하나의 실시형태에 따른, 통합 제어기의 부분의 개략적 부분 측단면도이다.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면들에 공통인 동일한 엘리먼트들을 지정하기 위해 가능한 곳에 동일한 참조 부
호들이 사용되었다.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개시된 엘리먼트들은 특정 기재 없이 다른 실시형태들에 대해 유

익하게 이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참조된 도면들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일정 비

율로 그려진 것으로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고 상세들 또는 컴포넌트들이 생략된다.

또한, 제시 및 설명의 명료함을 위해 도면들은 종종 단순화되
도면들 및 논의는 이하에 논의된 원리들을 설명하도록 기능하며,

여기서 동일한 명칭들은 동일한 엘리먼트들을 나타낸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3]

다음의 상세한 설명은 사실상 예시적일 뿐이며 발명 또는 발명의 적용 및 용도들을 제한하도록 의도되지
않는다.

더욱이, 선행하는 기술분야, 배경, 간단한 개요 또는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서 제시된 임의의 표현

된 또는 암시된 이론에 속박하려는 의도는 없다.
[0014]

일반 개관

[0015]

본 명세서에서 제공된 본 개시의 실시형태들은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내의 디스플레이 픽셀 내에 배
치된 디스플레이 전극들에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신호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한 입력 디바이스 내에 배치되는
센서 전극에 용량성 센싱 신호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통합 제어기를 갖는 통합 제어 시스템을 제공한다.
통합 제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통합 용량성 센싱 및 디스플레이 애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어, 인-셀 디
스플레이 디바이스 구성들, 온-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성들 또는 임의의 다른 유사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성들과 함께 작동하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내부 및/또는 외부 신호 라우팅 구성들의 사용에 의해, 통합

제어 시스템은 종래의 디바이스들에서 통상 확인된 신호 라우팅 복잡도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통합 제어 시스템
내의 디스플레이 라우팅, 용량성 센싱 라우팅 및/또는 다른 컴포넌트들 사이의 용량성 커플링의 영향을 감소시
키도록 적응된다.

실시형태들은 또한 통합 제어 시스템 내에서 수신된, 송신된 및 프로세싱된 디스플레이

및 터치 센싱 신호들 상의 전자기 간섭 (EMI) 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통합 제어 시스템은 따

라서 시스템 복잡도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입력 디바이스의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0016]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들, 터치 패드들 및 다른 유사한 디바이스들의 사이즈들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 비용 및 사
이즈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도 터치 센싱 정확도를 유지 또는 심지어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한 통합 제어 시스
템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본 개시의 실시형태들은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팅하고 그리고

입력 디바이스 내에서 절대 및 트랜스용량성 센싱 기법들 양자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통합 제어 시스템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형태들은 기존의 통합 제어 시스템 설계들의 사이즈 및 비용을 감

소시키고 그리고 차세대 디바이스들을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이즈 및 비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0017]
[0018]

시스템 개관
도 1 은 본 기술의 실시형태들에 따른, 예시적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160) 에 통합된 입력 디바이스 (100)
의 개략적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수도 있다.

입력 디바이스 (100) 는 전자 시스템 (150) 에 입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될

이 문서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용어 "전자 시스템" (또는 "전자 디바이스") 은 대체로 정보를

전자적으로 프로세싱하는 것이 가능한 임의의 시스템을 지칭한다.

전자 시스템들의 일부 비-제한적인 예들

은 모든 사이즈들 및 형상들의 개인용 컴퓨터들, 이를 테면 데스크톱 컴퓨터들, 랩톱 컴퓨터들, 넷북 컴퓨터들,
태블릿들, 웹 브라우저들, e-북 리더들, 및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PDA) 들을 포함한다.

추가적인 예의 전

자 시스템들은 별개의 조이스틱들 또는 키 스위치들 및 입력 디바이스 (100) 를 포함하는 물리적 키보드들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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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복합 입력 디바이스들을 포함한다.

추가 예의 전자 시스템들은 주변기기들, 이를 테면 데이터 입력 디

바이스들 (원격 제어들 및 마우스들을 포함), 및 데이터 출력 디바이스들 (디스플레이 스크린들 및 프린터들을
포함) 을 포함한다.

다른 예들은 원격 단말기들, 키오스크들, 및 비디오 게임 머신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 콘솔들, 휴대용 게이밍 디바이스들 등) 을 포함한다.

다른 예들은 통신 디바이스들 (셀룰러 폰들, 이

를 테면 스마트 폰들을 포함), 및 미디어 디바이스들 (레코더들, 에디터들, 및 플레이어들, 이를 테면 텔레비전
들, 셋-톱 박스들, 뮤직 플레이어들, 디지털 포토 프레임들, 및 디지털 카메라들을 포함) 을 포함한다.

추

가적으로, 전자 시스템은 입력 디바이스에 대한 호스트 또는 슬레이브일 수 있다.
[0019]

입력 디바이스 (100) 는 전자 시스템 (150) 의 물리적 부분으로서 구현될 수 있고, 또는 전자 시스템 (150) 으
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적절하게, 입력 디바이스 (100) 는 다음 중 임의의 하나 이상을 사용하

여 전자 시스템 (150) 의 부분들과 통신할 수도 있다 : 버스들, 네트워크들, 및 다른 유선 또는 무선 상호접속
들.
[0020]

예들은 I2C, SPI, PS/2, USB (Universal Serial Bus), 블루투스, RF, 및 IRDA 를 포함한다.

도 1 에서, 입력 디바이스 (100) 는 센싱 영역 (170) 에서 하나 이상의 입력 오브젝트들 (140) 에 의해 제공된
입력을 센싱하도록 구성된 근접 센서 디바이스 (종종 "터치패드" 또는 "터치 센서 디바이스" 로도 지칭됨) 로서
도시된다.

[0021]

예의 입력 오브젝트들은 도 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손가락들 및 스타일러스들을 포함한다.

센싱 영역 (170) 은 입력 디바이스 (100) 가 사용자 입력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입력 오브젝트들 (140) 에
의해 제공된 사용자 입력) 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한 입력 디바이스 (100) 의 위, 주위, 내 및/또는 근방의 임의
의 공간을 망라한다.
도 있다.

특정한 센싱 영역들의 사이즈들, 형상들, 및 위치들은 실시형태마다 폭넓게 가변할 수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센싱 영역 (170) 은 신호-대-잡음 비들이 충분히 정확한 오브젝트 검출을

막을 때까지 입력 디바이스 (100) 의 표면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방향들에서 공간으로 연장된다.

이 센싱 영

역 (170) 이 특정한 방향으로 연장하는 거리는, 다양한 실시형태들에서, 대략 밀리미터 미만, 밀리미터들, 센티
미터들,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사용된 센싱 기술의 타입 및 원하는 정확도에 따라 상당히 가변할 수도 있
다.

따라서, 일부 실시형태들은 입력 디바이스 (100) 의 임의의 표면들과의 비접촉, 입력 디바이스 (100)

의 입력 표면 (예를 들어, 터치 표면) 과의 접촉, 일부 양의 인가된 힘 또는 압력과 커플링된 입력 디바이스
(100) 의 입력 표면과의 접촉, 및/또는 그 조합을 포함하는 입력을 센싱한다.

다양한 실시형태들에서, 입력

표면들은 센서 전극들이 상주하는 케이싱들의 표면에 의해, 센서 전극들 위에 제공된 페이스 시트들 또는 임의
의 케이싱들 등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다.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센싱 영역 (170) 은 입력 디바이스 (100)

의 입력 표면 상으로 프로젝팅될 때 직사각형 형상을 갖는다.
[0022]

입력 디바이스 (100) 는 센싱 영역 (170) 에서 사용자 입력을 검출하기 위해 센서 컴포넌트들 및 센싱 기술들의
임의의 조합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입력 디바이스 (100) 는 사용자 입력을 검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센서

전극들 (120) 을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센싱 엘리먼트들 (121) 을 포함하며, 이들은 이하 추가 논의된다.
하나의 예에서, 센싱 엘리먼트들 (121) 각각은 도 2a 에 예시한 바와 같이, 2 개 이상의 센싱 전극들 (120) 을
포함한다.

다른 예에서, 센싱 엘리먼트들 (121) 각각은 단일의 센싱 전극 (120) 을 포함한다.

여러 비-

제한적인 예들로서, 입력 디바이스 (100) 는 용량성, 탄성, 저항성, 유도성, 자기 음향, 초음파, 및/또는 광 기
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도록 구성된다.
[0023]

일부 구현들은 1, 2, 3, 또는 더 고차원 공간들에 걸쳐 있는 이미지들을 제공하

일부 구현들은 특정한 축들 또는 평면들을 따라 입력의 프로젝션들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입력 디바이스 (100) 의 일부 저항성 구현들에서, 가요성 및 도전성 제 1 층은 도전성 제 2 층으로부터 하나 이
상의 스페이서 엘리먼트들만큼 분리된다.

동작 동안, 하나 이상의 전압 구배들이 층들에 걸쳐 생성된다.

가요성 제 1 층을 가압하면 층들 사이에서 전기적 접촉을 생성하기에 충분할 만큼 편향하여, 그 층들 사이의
접촉 포인트(들)를 반영하는 전압 출력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들 전압 출력들은 포지션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0024]

입력 디바이스 (100) 의 일부 유도성 구현들에서, 하나 이상의 센싱 엘리먼트들 (121) 은 공명 코일 또는 코일
들의 쌍에 의해 유도된 루프 전류들을 픽업한다.

전류들의 크기 (magnitude), 위상, 및 주파수의 일부 조합

이 그 후 포지션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0025]

입력 디바이스 (100) 의 일부 용량성 구현들에서, 전압 또는 전류가 전기장을 생성하기 위해 인가된다.

인

근의 입력 오브젝트들은 전기장의 변화들을 야기하고, 그리고 전압, 전류 등의 변화들로서 검출될 수도 있는 용
량성 커플링의 검출가능한 변화들을 생성한다.
[0026]

일부 용량성 구현들에서의 센싱 엘리먼트들 (121) 은 센싱 엘리먼트(들) (121) 위의 입력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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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싱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장들을 생성하기 위해 용량성 센싱 전극들 (120) 의 어레이들 또는 다른 규칙적이
거나 또는 불규칙적인 패턴들을 이용한다.

일부 용량성 구현들에서, 별개의 센싱 전극들 (120) 은 더 큰 센

서 전극들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오믹 쇼트될 (ohmically shorted) 수도 있다.

일부 용량성 구현들은 균일

하게 저항성일 수도 있는 저항성 시트들을 이용한다.
[0027]

상기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용량성 구현들은 센서 전극들 (120) 과 입력 오브젝트 사이의 용량성 커플링의 변
화들에 기초한 "셀프 커패시턴스" (또는 "절대 커패시턴스") 센싱 방법들을 이용한다.

다양한 실시형태들에

서, 센싱 전극들 (120) 근방의 입력 오브젝트는 센서 전극들 (120) 근방의 전기장을 변경시키며, 따라서 측정된
용량성 커플링을 변화시킨다.

하나의 구현에서, 도 2c 에 예시한 바와 같이, 절대 커패시턴스 센싱 방법은

변조된 신호를 사용하여 레퍼런스 전압 (예를 들어, 시스템 그라운드) 에 대하여 센서 전극들 (120) 을 변조하
는 것에 의해, 그리고 센서 전극들 (120) 과 입력 오브젝트들 (140) 사이의 용량성 커플링을 검출하는 것에 의
해 동작한다.
[0028]

추가적으로 상기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용량성 구현들은 센서 전극들 (120) 사이의 용량성 커플링의 변화들에
기초한 "상호 커패시턴스" (또는 "트랜스커패시턴스") 센싱 방법들을 이용한다.

다양한 실시형태들에서, 센

서 전극들 (120) 근방의 입력 오브젝트 (140) 는 센서 전극들 (120) 사이의 전기장을 변경시키며, 따라서 측정
된 용량성 커플링을 변화시킨다.

하나의 구현에서, 도 2b 에 예시한 바와 같이, 트랜스용량성 센싱 방법은

이하 추가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송신기 센서 전극들 (또한 "송신기 전극들") 과 하나 이상의 수신기
센서 전극들 (또한 "수신기 전극들") 사이의 용량성 커플링을 검출하는 것에 의해 동작한다.

송신기 센서

전극들은 송신기 신호를 송신하기 위해 레퍼런스 전압 (예를 들어, 시스템 그라운드) 에 대해 변조될 수도
있다.

수신기 센서 전극들은 결과의 신호들의 수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레퍼런스 전압에 대해 실질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

결과의 신호는 하나 이상의 송신기 신호들에, 및/또는 환경적 간섭의 하나 이

상의 소스들 (예를 들어, 다른 전자기 신호들) 에 대응하는 영향(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센서 전극들

(120) 은 전용 송신기 전극들 또는 수신기 전극들일 수도 있고, 또는 송신 및 수신 모두를 행하도록 구성될 수
도 있다.
[0029]

도 1 에서,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입력 디바이스 (100) 의 부분으로서 도시된다.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센싱 영역 (170) 에서 입력을 검출하기 위해 입력 디바이스 (100) 의 하드웨어를 동작하도록
구성된다.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하나 이상의 집적 회로들 (IC들) 및/또는 다른 회로부 컴포넌트들의

부분들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호 커패시턴스 센서 디바이스에 대한 프로세싱 시스템은 송신

기 센서 전극들로 신호들을 송신하도록 구성된 송신기 회로부, 및/또는 수신기 센서 전극들로 신호들을 수신하
도록 구성된 수신기 회로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또한 펌

웨어 코드, 소프트웨어 코드 등과 같은 전자적 판독가능 명령들을 포함한다.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프로세

싱 시스템 (110) 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은 이를 테면 입력 디바이스 (100) 의 센싱 엘리먼트들 (121) 에서 확
인된 센싱 전극들 (120) 근방에 함께 위치된다.

다른 실시형태들에서,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의 컴포넌트

들은 입력 디바이스 (100) 의 센싱 전극들 (120) 에 가까운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들, 및 다른 곳의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예를 들어, 입력 디바이스 (100) 는 데스크톱 컴퓨터에 커플링된 주변

기기일 수도 있고,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데스크톱 컴퓨터의 중앙 프로세싱 유닛 및 그 중앙 프로세싱 유닛
으로부터 분리된 하나 이상의 IC들 (아마도 연관된 펌웨어를 가짐) 상에서 실행하도록 구성된 소프트웨어를 포
함할 수도 있다.

다른 예로서, 입력 디바이스 (100) 는 폰에 물리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고, 프로세싱 시스

템 (110) 은 그 폰의 메인 프로세서의 부분인 회로들 및 펌웨어를 포함할 수도 있다.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입력 디바이스 (100) 를 구현하는 것으로 전용된다.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다른 실시형태들에서, 프로

세싱 시스템 (110) 은 또한 다른 기능들, 이를 테면 디스플레이 스크린들을 동작시키는 것, 햅틱 액추에이터들
을 드라이빙하는 것 등을 수행한다.
[0030]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의 상이한 기능들을 다루는 모듈들의 세트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각각의 모듈은 프로세싱 시스템 (110), 펌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그 조합의 부분인 회로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다양한 실시형태들에서, 모듈들의 상이한 조합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예의 모듈들은 센서

전극들 및 디스플레이 스크린들과 같은 하드웨어를 동작하기 위한 하드웨어 동작 모듈들, 센서 신호들 및 포지
션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들, 및 정보를 레포팅하기 위한 레포팅 모듈
들을 포함한다.

추가 예의 모듈들은 입력을 검출하기 위해 센싱 엘리먼트들 (121) 을 동작하도록 구성된 센

서 동작 모듈들, 모드 변화 제스처들과 같은 제스처들을 식별하도록 구성된 식별 모듈들, 및 동작 모드들을 변
화시키기 위한 모드 변화 모듈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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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하나 이상의 액션들을 야기하는 것에 의해 직접 센싱 영역
(170) 에서의 사용자 입력 (또는 사용자 입력 없음) 에 응답한다.

예의 액션들은 GUI 액션들, 이를 테면 커

서 이동, 선택, 메뉴 내비게이션 및 다른 기능들뿐만 아니라 동작 모드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일

부 실시형태들에서,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입력 (또는 입력 없음) 에 관한 정보를 전자 시스템의 일부 부분
에 (예를 들어, 별개의 중앙 프로세싱 프로세싱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프로세싱 시스템 (110) 으로부터 분리된
전자 시스템의 이러한 중앙 프로세싱 시스템에) 제공한다.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전자 시스템의 일부 부분

은 사용자 입력에 대해 작용하기 위해, 이를 테면 모드 변화 액션들 및 GUI 액션들을 포함한 전체 범위의 액션
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프로세싱 시스템 (110) 으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프로세싱한다.
[0032]

예를 들어,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센싱 영역 (170) 에서 입력 (또는 입력 없음) 을
나타내는 전기 신호들을 생성하기 위해 입력 디바이스 (100) 의 센싱 엘리먼트들 (121) 을 동작한다.

프로

세싱 시스템 (110) 은 전자 시스템에 제공된 정보를 생성함에 있어서 전기 신호들에 대해 임의의 적절한 양의
프로세싱을 수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센싱 엘리먼트들 (121) 로부터 획득된

아날로그 전기 신호들을 디지털화할 수도 있다.
신호 컨디셔닝을 수행할 수도 있다.

다른 예로서,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필터링 또는 다른

또 다른 예로서,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정보가 전기 신호들과 베이

스라인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베이스라인을 빼거나 또는 다르게는 고려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추가 예

들로서,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포지션 정보를 결정하고, 입력들을 커맨드들로서 인식하고, 필적을 인식하는
등을 행할 수도 있다.
[0033]

"포지션 정보" 는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대체로 절대 포지션, 상대 포지션, 속도, 가속도, 및 다른
타입들의 공간 정보를 망라한다.
보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0-차원" 포지션 정보는 근/원 (near/far) 또는 접촉/비접촉 정

예시적인 "1-차원"

포지션 정보는 축을 따르는 포지션들을 포함한다.

원" 포지션 정보는 평면에서의 모션들을 포함한다.
평균 속도들을 포함한다.

예시적인 "2-차

예시적인 "3-차원" 포지션 정보는 공간에서의 순간 또는

추가 예들은 공간 정보의 다른 표현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시간 경과에

따른 포지션, 모션, 또는 순간 속도를 추적하는 이력 데이터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타입들의 포지션 정보에 관
한 이력 데이터가 또한 결정 및/또는 저장될 수도 있다.
[0034]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입력 디바이스 (100) 는 프로세싱 시스템 (110) 에 의해 또는 일부 다른 프로세싱 시스템
에 의해 동작되는 추가적인 입력 컴포넌트들로 구현된다.

이들 추가적인 입력 컴포넌트들은 센싱 영역

(170) 에서의 입력에 대한 리던던트 기능성, 또는 일부 다른 기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도 1 은 입력 디

바이스 (100) 를 사용하여 아이템들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센싱 영역 (170) 근방의 버튼
들 (130) 을 도시한다.
포함한다.

다른 타입들의 추가적인 입력 컴포넌트들은 슬라이더들, 볼들, 휠들, 스위치들 등을

반대로,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입력 디바이스 (100) 는 다른 입력 컴포넌트들 없이 구현될 수도

있다.
[0035]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입력 디바이스 (100) 는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센싱 영역 (170) 은 디스플
레이 디바이스 (160) 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액티브 영역의 적어도 부분을 오버랩핑한다.

예를 들어, 입력

디바이스 (100) 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오버레이하는 실질적으로 투명한 센싱 전극들 (120) 을 포함하고 연관
된 전자 시스템에 대한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사용자에게 시각

적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한 임의의 타입의 동적 디스플레이일 수도 있고, 임의의 타입의 발광
다이오드

(LED),

유기

LED

(OLED),

음극선관

(CRT),

액정

디스플레이

(electroluminescence; EL),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을 포함할 수도 있다.
스플레이 디바이스 (160) 는 물리적 엘리먼트들을 공유할 수도 있다.

(LCD),

플라즈마,

전계발광

입력 디바이스 (100) 및 디

예를 들어, 일부 실시형태들은 디스플

레이 및 센싱을 위해 동일한 전기적 컴포넌트들 중 일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다른 예로서, 디스플레이 디

바이스 (160) 는 프로세싱 시스템 (110) 에 의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동작될 수도 있다.
[0036]

본 기술의 많은 실시형태들이 완전히 기능하는 장치의 맥락에서 설명되지만, 본 기술의 메커니즘들은 다양한 형
태들의 프로그램 제품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으로서 분포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

를 들어, 본 기술의 메커니즘들은 전자 프로세서들에 의해 판독가능한 정보 베어링 매체들 (예를 들어, 프로세
싱 시스템 (110) 에 의해 판독가능한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및/또는 레코딩가능/기록가능 정보 베어링 매체
들) 상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 구현 및 분포될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본 기술의 실시형태들은 분포

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한 타입의 매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일시적, 전자적 판독가능

매체들의 예들은 다양한 디스크들, 메모리 스틱들, 메모리 카드들, 메모리 모듈들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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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가능 매체들은 플래시, 광, 자기, 홀로그램, 또는 임의의 다른 저장 기술에 기초할 수도 있다.
[0037]

도 2a 는 본 명세서에서 제공된 개시에 따른 도 1 에 예시된 입력 디바이스 (100) 의 부분의 개략적 블록 다이
어그램이다.

입력 디바이스 (100) 의 예시된 부분은 접속 (240) 을 통해 프로세싱 시스템 (110) 내에 형성

되는 통합 제어 시스템 (201) 에 커플링되는 센싱 전극들 (120) 의 어레이를 포함한다.

도 2a 는 일부 실시

형태들에 따른, 패턴과 연관된 센싱 영역 (170) 에서 센싱하도록 구성된 센싱 전극들 (120) 의 예시적인 패턴의
부분을 도시한다.

예시 및 설명의 명료함을 위해, 센서 전극들 (120) 은 단순 직사각형들의 패턴으로 예시

되고 다양한 다른 컴포넌트들을 도시하지 않는다.

예시적인 패턴은 X 컬럼 (column) 들 및 Y 로우 (row) 들

로 배열된 센서 전극들 (120X,Y) (센서 전극들 (120) 로 통칭됨) 의 어레이를 포함하며, X 및 Y 는 양의 정수들
이다.

센싱 전극들 (120) 의 패턴은 다른 구성들, 이를 테면 폴라 어레이 (polar array) 들, 반복 패턴들,

비-반복 패턴들, 비균일 어레이들, 단일의 로우 또는 컬럼, 또는 다른 적합한 어레인지먼트를 갖는 복수의 센서
전극들 (120) 을 포함할 수도 있다.

게다가, 센서 전극들 (120) 은 임의의 형상, 이를 테면 원형,

직사각형, 다이아몬드, 별, 정사각형, 비볼록 (non-convex), 볼록, 비오목 (non-concave), 오목 등일 수도
있다.

센서 전극들 (120) 은 프로세싱 시스템 (110) 에 커플링되고 센싱 영역 (170) 에서 입력 오브젝트

(140) 의 존재 (또는 그 부재) 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절연된다.

센서 전극들 (120) 은 통상 서로 오믹

즉, 하나 이상의 절연체들은 센서 전극들 (120) 을 분리하고 그들이 서로 전기적으로 쇼트하는

것을 막는다.
[0038]

하나의 동작 모드, 또는 제 1 동작 모드에서, 센서 전극들 (120) (예를 들어, 센서 전극들 (1201-1, 1201-2,
1201-3, ... 120X-Y)) 의 어레인지먼트의 적어도 부분은 절대 센싱 기법들을 통해 입력 오브젝트의 존재를 검출하
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즉,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변조된 신호로 각각의 센서 전극 (120) 을 드라

이빙하고 그리고 입력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결정하기 위해 프로세싱 시스템 (110) 또는 다른 프로세서에 의해
이용되는 변조된 신호에 기초하여 전극 (120) 과 입력 오브젝트 (예를 들어, 자유 공간 또는 어스 그라운드) 사
이의 커패시턴스를 측정하도록 구성된다.
[0039]

다른 동작 모드, 또는 제 2 동작 모드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의 적어도 부분은 트랜스용량성 센싱 기법들을
통해 입력 오브젝트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해 이용된 송신기 및 수신기 전극들의 그룹들로 스플리팅될 수도
있다.

즉,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센서 전극들 (120) 의 제 1 그룹을 송신기 신호로 드라이빙하고 센서

전극들 (120) 의 제 2 그룹으로 결과의 신호들을 수신하고, 결과의 신호는 송신기 신호에 대응하는 영향들을 포
함한다.

결과의 신호는 입력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결정하기 위해 프로세싱 시스템 (110) 또는 다른 프로세

서에 의해 이용된다.

센서 전극들 (120) 의 그룹들은 따라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160) 의 하나 이상의 층

들 내에 배치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송신기 전극들 및 하나 이상의 수신기 전극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센싱 엘
리먼트들 (121) 을 형성한다.
예시된다.

도면의 명료성을 이유로, 센싱 엘리먼트 (121) 의 단 하나의 예가 도 2a 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160) 의 하나의 구성에서, 센싱 엘리먼트들 (121) 의 각각은 하나 이상의

수신기 전극들에 가장 가깝게 배치되는 하나 이상의 송신기 전극들을 포함한다.

하나의 예에서, 단일 층 센

서 전극 설계를 사용한 트랜스용량성 센싱 방법은 상기 유사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드라이빙된 송신기 센서 전
극들 중 하나 이상과 수신기 전극들 중 하나 이상 사이의 용량성 커플링의 변화를 검출하는 것에 의해 동작할
수도 있다.
[0040]

입력 디바이스 (100) 는 상기 설명된 모드들 중 임의의 하나의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입

력 디바이스 (100) 는 또한 상기 설명된 모드들 중 임의의 2 개 이상의 모드들 사이에서 동작을 스위칭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0041]

로컬화된 커패시턴스 (용량성 커플링) 의 영역들은 "용량성 픽셀들" 이라 불릴 수도 있다.

용량성 픽셀들은

제 1 동작 모드에서의 그라운드와 센싱 엘리먼트 (121) 내의 개개의 센서 전극 (120) 사이에 그리고 제 2 동작
모드에서의 송신기 및 수신기 전극들로서 사용된 센싱 엘리먼트 (121) 내의 센서 전극들 (120) 의 그룹들 사이
에 형성될 수도 있다.

용량성 커플링은 센싱 엘리먼트들 (121) 과 연관된 센싱 영역 (170) 에서의 입력 오

브젝트들 (140) 의 근접도 및 모션에 따라 변화하며, 따라서 입력 디바이스 (100) 의 센싱 영역에서의 입력 오
브젝트의 존재의 표시자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용량성 픽셀들로부터의 측정들의 세트는 픽셀들에서의 용량

성 커플링들을 나타내는 "용량성 이미지" (또한 "용량성 프레임") 를 형성한다.
[0042]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은 이들 용량성 커플링들을 결정하기 위해 "스캐닝" 된다.

즉, 하

나의 실시형태에서, 특정한 시간 간격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의 하나의 서브세트가 드라이빙되고, 상이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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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간격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의 제 2 서브세트가 드라이빙된다.

제 2 동작 모드에서, 송신기들은 하나의

송신기 전극이 한번에 송신하거나, 또는 다수의 송신기 전극들이 동시에 송신하도록 동작될 수도 있다.

다

수의 송신기 전극들이 동시에 송신하는 경우, 다수의 송신기 전극들은 동일한 송신기 신호를 송신하고 효과적으
로 더 큰 송신기 전극을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다.
신호들을 송신할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다수의 송신기 전극들은 상이한 송신기

예를 들어, 다수의 송신기 전극들은 수신기 전극들의 결과의 신호들에 대한 그

들의 조합된 영향들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 이상의 코딩 스킴들에 따라 상이한 송신기
신호들을 송신할 수도 있다.
[0043]

수신기 센서 전극들로서 구성된 센서 전극들 (120) 은 결과의 신호들을 취득하기 위해 단일로 또는 다수로 동작
될 수도 있다.

결과의 신호들은 용량성 픽셀들에서의 용량성 커플링들의 측정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도 있다.
[0044]

다른 실시형태들에서, 이들 용량성 커플링들을 결정하기 위해 센서 전극들 (120) 을 "스캐닝하는 것" 은 변조된
신호로 드라이빙하는 것 및 센서 전극들 중 하나 이상의 센서 전극들의 절대 커패시턴스를 측정하는 것을 포함
한다.
도 있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센서 전극들은 하나보다 더 많은 센서 전극이 한번에 드라이빙되도록 동작될 수
이러한 실시형태들에서, 절대 용량성 측정은 하나 이상의 센서 전극들 (120) 의 각각으로부터 동

시에 획득될 수도 있다.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입력 디바이스 (100) 는 동시에 복수의 센서 전극들 (120)

을 드라이빙하고 그리고 동일한 센싱 사이클에서 드라이빙된 전극들 (120) 의 각각에 대한 절대 용량성 측정을
측정한다.

다양한 실시형태들에서,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센서 전극들 (120) 의 부분으로 선택적으로

드라이빙 및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센서 전극들은 호스트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는 애

플리케이션, 입력 디바이스의 상태, 센싱 디바이스의 동작 모드 및 입력 오브젝트의 결정된 위치에 기초하여 선
택될 수도 있지만, 이들에 제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
[0045]

일부 터치 스크린 실시형태들에서, 센서 전극들 (120) 중 하나 이상은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디스플레이를 업데
이팅하는데 있어서 사용된 하나 이상의 디스플레이 전극들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실시형태에서, 디스플

레이 전극들은 Vcom 전극 (공통 전극들), 소스 드라이브 라인, 게이트 라인, 애노드 전극, 캐소드 전극, 또는
임의의 다른 디스플레이 엘리먼트의 하나 이상의 세그먼트들을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스크린 기판 상에 배치될 수도 있다.

이들 디스플레이 전극들은 적절한

예를 들어, 공통 전극들은 일부 디스플레이 스크린들 (예

를 들어, IPS (In Plane Switching) 또는 PLS (Plane to Line Switching)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에서의
투명 기판 (유리 기판, TFT 유리, 또는 임의의 다른 투명 재료) 상에, 일부 디스플레이 스크린들 (예를 들어,
PVA (Patterned Vertical Alignment) 또는 MVA (Multi-domain Vertical Alignment)) 의 컬러 필터 유리의 바닥
상에, 발광층 (OLED) 위에 또는 아래에 등등에 배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시형태들에서, 공통 전극은 그

것이 다수의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합 전극 (combination electrode)" 으로 또한 지칭될 수 있다.
다양한 실시형태들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의 각각은 하나 이상의 공통 전극들을 포함한다.
[0046]

계속 도 2a 를 참조하면, 센싱 전극들 (120) 에 커플링된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용량성 센싱 회로부 (204)
및 디스플레이 회로부 (210) 를 포함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 (201) 을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용량

성 센싱 회로부 (204) 는 입력 센싱이 요망되는 주기들 동안 센싱 전극들 (120) 중 하나 이상 위로 송신기 신호
들 또는 변조된 신호들을 드라이빙하고 그리고 센싱 전극들 (120) 중 하나 이상으로 결과의 신호들을 수신하도
록 구성된 회로부를 포함하는 터치 센싱 모듈 (207) 을 포함한다.

하나의 구성에서, 터치 센싱 모듈 (207)

은 절대 센싱 및/또는 트랜스용량성 센싱 프로세스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엘리먼트들을 포함한다.
[0047]

통합 제어 시스템 (201) 의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용량성 센싱 회로부 (204) 는 입력 센싱이 요망되는 주기들
동안 센싱 전극들 (120) 위로 송신기 신호를 드라이빙하도록 구성된 회로부를 포함하는 송신기 모듈 (205) (도
2b) 을 포함한다.

송신기 신호는 일반적으로 변조되고 입력 센싱을 위해 할당된 시간 주기에 걸쳐 하나 이

상의 버스트들을 포함한다.

송신기 신호는 센싱 영역 (170) 에서의 입력 오브젝트의 더 강건한 위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변화될 수도 있는 진폭, 주파수 및 전압을 가질 수도 있다.

절대 용량성 센싱에서 사용되는

변조된 신호는 트랜스용량성 센싱에서 사용되는 송신기 신호와 동일하거나 또는 상이할 수도 있다.
센싱 회로부 (204) 는 센서 전극들 (120) 중 하나 이상에 선택적으로 커플링될 수도 있다.

용량성

예를 들어, 용량

성 센싱 회로부 (204) 는 센싱 영역 (170) 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의 선택된 부분들에 또는 전부에
커플링되고, 절대 또는 트랜스용량성 센싱 모드 중 어느 하나로 동작할 수도 있다.
[0048]

다양한 실시형태들에서, 용량성 센싱 회로부 (204) 는 센싱 전극들 (120) 로 결과의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회로부를 포함하는 수신기 모듈 (206) (도 2b) 을 포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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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입력 센싱이 요망되는 주기들 동안 송신기 전극에 의해 생성된 송신기 신호에 대응하는 영향들을 포함한
다.

하나 이상의 실시형태들에서, 수신기 모듈 (206) 은 도 2c 와 함께 이하 추가 논의한 바와 같이, 센서

전극 (120) 위로 변조된 신호를 드라이빙하고 그리고 변조된 신호에 대응하는 결과의 신호를 수신하여 센서 전
극 (120) 의 절대 커패시턴스의 변화들을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수신기 모듈 (206) 은 센싱 영역 (170) 에

서 입력 오브젝트 (140) 의 포지션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결과의 신호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한 신호를 센
싱 영역 (170) 에서 입력 오브젝트 (140) 의 포지션을 결정하기 위한, 다른 모듈 또는 프로세서, 예를 들어, 전
자 시스템 (150) (즉, 호스트 프로세서) 의 결정 모듈 또는 프로세서에 제공할 수도 있다.

하나 이상의 실

시형태들에서, 수신기 모듈 (206) 은 AFE (analog front end) 의 부분을 형성하는 복수의 수신기들을 포함한다.
[0049]

도 2b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실시형태들의 하나 이상에 따른, 제 2 동작 모드 (예를 들어, 트랜스커패시턴스
모드) 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의 부분의 개략도이다.

하나의 구성에서, 프로세

싱 시스템 (110) 은 입력 센싱 데이터를 결정 모듈 (290) 에 및/또는 전자 시스템 (150) 에 제공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송신기 모듈 (205) 및 수신기 모듈 (206) 을 포함한다.
(110) 의 부분 및/또는 전자 시스템 (150) 의 부분일 수도 있다.

결정 모듈 (290) 은 프로세싱 시스템
다양한 실시형태들에서, 결정 모듈 (290)

은 수신기 전극에 커플링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신기 채널로부터 수신된 수신기 채널 출력 신호(들)를 프로세싱
하고, 또한 전자 시스템 (150) 의 다른 부분들에 프로세싱된 신호들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접속되는 디지털 신
호 프로세싱 엘리먼트들 및/또는 다른 유용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회로 엘리먼트들을 포함할 것이다.

전자

시스템 (150) 은 그 후 프로세싱된 신호들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에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자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에 의해 생성된 명령들에 기초하여 일부 계산 또는 소프트웨
어 관련 태스크를 수행하고 및/또는 일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의 일부 양
태를 제어할 수 있다.
[0050]

제 2 동작 모드에서 동작하는 동안, 송신기 모듈 (205) 및 수신기 모듈 (206) 은 일반적으로 결정 모듈 (290)
및/또는 전자 시스템 (150) 에 수신기 채널 출력 신호들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작동할 것이다.

상기 논의한

바와 같이, 입력 오브젝트 (140) (도 1) 의 포지션 정보는 송신기 전극들 (예를 들어, 센서 전극들 (1201,1,
1201,2, ... 120X-1,Y)) 및 수신기 전극들 (예를 들어, 센서 전극들 (1202,1, 1202,2, ... 120X,Y)) 각각 사이에서
측정된 커패시턴스 (Cs) (예를 들어, 커패시턴스 (CS1, CS2, ... CSN)) 에 기초하여 도출되며, 여기서 N 은 양의
정수이다.
[0051]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도 2b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송신기 모듈 (205) 은 송신기 전극들을 드라이빙하도록 적응
되는 하나 이상의 드라이버들 (228) 을 포함한다.

하나의 구성에서, 각각의 드라이버 (228) 는 송신기 전극

들에 송신기 신호(들)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정사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사인형, 가우시안 또는 다른 형
상화된 파형들을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전력 공급 및 신호 생성기 (220) 를 포함할 수도 있다.

하나의 구성

에서, 신호 생성기 (220) 는 낮은 디스플레이 전압 레벨과 전력 공급의 출력 레벨 사이에 트랜지션하는 송신기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전기적 디바이스, 또는 심플 스위치를 포함한다.
호 생성기 (220) 는 발진기를 포함할 수도 있다.

다양한 실시형태들에서, 신

일부 구성들에서, 신호 생성기 (220) 는 한번에 송신기 전

극들 중 하나 이상에 송신기 신호들을 순차적으로 전달하도록 적응되는 하나 이상의 시프트 레지스터들
(미도시) 및/또는 스위치들 (미도시) 을 포함하는 드라이버 (222) 에 통합된다.
[0052]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수신기 모듈 (206) (또는 본 명세서에서 AFE (analog front end) 로 또한 지칭됨) 은 복
수의 수신기 채널들 (275) (예를 들어, 수신기 채널들 (2751, 2752, ... 275N)) 을 포함하고, 그 복수의 수신기
채널들 (275)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수신기 전극 (예를 들어, 센서 전극들 (1202,1, 1202,2, ... 120X,Y)) 로 수신
된 결과의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제 1 입력 포트 (241) (예를 들어, 포트들 (2411, 2412, ... 241N)), 라
인 (225) 을 통하여 전달된 레퍼런스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제 2 입력 포트 (예를 들어, 포트들 (2421,
2422, ... 242N)), 및 결정 모듈 (290) 및 전자 시스템 (150) 에 커플링된 출력 포트를 갖는다.
들에서, 라인 (225) 은 가상 그라운드를 형성하기 위해 원하는 전위로 바이어싱될 수 있다.
수신기 채널 (275) 은 단일의 수신기 전극에 커플링된다.

일부 구성
통상, 각각의

복수의 수신기 채널들 (275) 의 각각은 전하 축적

기 (276) (예를 들어, 전하 축적기들 (2761, 2762, ... 276N)), 지원 컴포넌트들 (271) (예를 들어, 컴포넌트들
(2711, 2712, ... 271N)), 이를 테면 복조기 회로부, 로우 패스 필터, 샘플 및 유지 회로부, 다른 유용한 전자
컴포넌트들, 필터들 및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들 (ADC들)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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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 는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고 그리고 결정 모듈 (290) 에 디지털 신호 (수신기 채널 출력 신호) 를 전달
하도록 적응되는 예를 들어, 표준 8, 12 또는 16 비트 ADC 또는 연속 근사 ADC, 시그마-델타 ADC, 알고리즘 ADC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하나의 구성에서, 각각의 전하 축적기 (276) 는 디바이스의 출력과 인버팅 입력 사

이에 커플링되는 통합 커패시턴스 (integrating capacitance) (Cfb) 를 갖는 인테그레이터 타입 연산 증폭기
(예를 들어, Op Amp들 (A1 내지 AN)) 를 포함한다.
[0053]

도 2c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실시형태들의 하나 이상에 따른, 제 1 동작 모드 (예를 들어, 절대 커패시턴스
모드) 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의 부분의 개략도이다.

하나의 구성에서, 프로세

싱 시스템 (110) 은 절대 센싱 타입 터치 센싱 데이터를 결정 모듈 (290) 및 전자 시스템 (150) 에 제공하기 위
해 센서 전극들 (120) 을 간접적으로 드라이빙하도록 구성되는 드라이버 (228) 를 포함하는 수신기 모듈 (206)
을 포함한다.

하나의 예에서, 절대 커패시턴스를 측정할 때, 입력 포트 (241) (예를 들어, 트레이스들

(2411 내지 241N)) 는 센서 전극들 (120) (예를 들어, 트레이스들 (1201,1 내지 120X,Y)) 중 하나에 커플링될 수
도 있다.

센싱 사이클 동안, 수신기 모듈 (206) 에서의 인테그레이터 (예를 들어, 전하 축적기 (2761 내지

276N)) 상의 양의 단자는 변조된 신호로 드라이빙될 수도 있다.

인테그레이터 상의 음의 단자는 입력 포트

(241) 에 그리고 피드백 커패시터를 통하여 인테그레이터의 피드백 루프에 커플링될 수도 있다.

양의 단자

를 변조하는 것에 기초하여, 수신기 모듈 (206) 은 입력 포트 (241) 에 커플링된 센서 전극 (120) 과 입력 오브
젝트 (140) 사이의 커패시턴스를 측정한다.

이 측정을 사용하면, 터치 센싱 모듈 (207) 은 입력 오브젝트

(140) 가 센서 전극 (120) 에 가장 가까운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다양한 실시형태들에서, 결정 모듈 (290)

은 센서 전극 (120) 에 커플링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신기 채널로부터 수신된 수신기 채널 출력 신호(들)를 프로
세싱하기 위해 함께 접속되고, 그리고 또한 프로세싱된 신호들을 전자 시스템 (150) 의 다른 부분들에 제공할
수도 있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엘리먼트들 및/또는 다른 유용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회로 엘리먼트들을 포함
할 것이다.

전자 시스템 (150) 은 그 후 프로세싱된 신호들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전자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에 의해 생성된 명령들에 기초하여
일부 계산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 및/또는 일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프로세
싱 시스템 (110) 의 일부 양태를 제어할 수 있다.
[0054]

제 1 동작 모드에서 동작하는 동안, 입력 오브젝트 (140) (도 1) 의 포지션 정보는 수신기 전극들 (120) (예를
들어, 센서 전극들 (1201,2)) 근방의 입력 오브젝트 (140) 의 존재에 의해 생성된 커패시턴스 (CF) 의 증가로 인
따라서, 측정된 커패시턴스 (CF) 는 다른 센서

해, 회로를 통하여 흐르는 전하의 양에 기초하여 도출된다.

전극들과 그라운드 사이에 형성된 부유 커패시턴스 (C∞) 와는 상이한 측정 값을 가질 것이다.
[0055]

동작 동안, 하나 이상의 실시형태들에서, 용량성 센싱 (또는 입력 센싱) 및 디스플레이 업데이팅은 적어도 부분
적으로 오버랩핑하는 주기들 동안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통 전극이 디스플레이 업데이팅을 위해

드라이빙됨에 따라, 상이한 공통 전극이 또한 용량성 센싱을 위해 드라이빙될 수도 있다.

다른 실시형태에

서, 용량성 센싱 및 디스플레이 업데이팅은 비-디스플레이 업데이트 주기들로도 또한 지칭되는 비-오버랩핑 주
기들 동안 일어날 수도 있다.

다양한 실시형태들에서, 비-디스플레이 업데이트 주기들은 디스플레이 프레임

의 2 개의 디스플레이 라인들에 대한 디스플레이 라인 업데이트 주기들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고 적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 라인 업데이트 주기만큼 시간이 길 수도 있다.

이러한 실시형태에서, 비-디스플레이 업데이트

주기는 긴 수평 귀선 (blanking) 주기, 긴 h-귀선 주기 또는 분포된 귀선 주기로 지칭될 수도 있다.

다른

실시형태들에서, 비-디스플레이 업데이트 주기는 수평 귀선 주기들 및 수직 귀선 주기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상이한 비-디스플레이 업데이트 시간들 중 임의의 하나 이상 또는 그 임의의 조합
동안 용량성 센싱을 위해 센서 전극들 (120) 을 드라이빙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0056]

도 2a 를 다시 참조하면, 디스플레이 회로부 (210) 는 비-센싱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주기들 동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160) 의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이미지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회로부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모듈 (208) 을 포함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모듈 (208) 은 용량

성 센싱 회로부 (204) 와 함께 포함되거나 또는 용량성 센싱 회로부 (204) 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다.

하나

의 실시형태에서, 프로세싱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모듈 (208) 및 용량성 센싱 회로부 (204) (즉, 송신
기 모듈 (205) 및/또는 수신기 모듈 (206)) 의 적어도 부분을 포함한 제 1 통합 제어기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프로세싱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모듈 (208) 을 포함한 제 1 통합 제어기 및 용량성 센싱
회로부 (204) 를 포함한 제 2 통합 제어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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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라이버 모듈 (208) 및 송신기 모듈 또는 수신기 모듈 중 하나를 포함한 제 1 통합 제어기 및 송신기 모듈
및 수신기 모듈 중 다른 하나를 포함한 제 2 통합 제어기를 포함한다.
[0057]
[0058]

듀얼-게이트 라인 라우팅
도 3 은 2 개의 서브-픽셀들 (310) 이 동일한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315) 을 공유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를 예시한다.

하나의 예에서,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의 컴포넌트들은 LCD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또는 OLED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바와 같

이, 픽셀 (305) 은 픽셀 (305) 의 조합된 컬러를 정의하기 위해 조합되는 단색 서브-픽셀들 (310) (예를 들어,
적색, 녹색 및 청색) 의 조합이다.

따라서, 도 3 에 예시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의 부분은 3 개의

서브-픽셀들 (310) 을 각각 포함하는 4 개의 픽셀들 (305) 을 포함한다.

서브-픽셀들 (310) 의 컬러를 변화

시키고 따라서 픽셀 (305) 의 컬러를 변화시키기 위해,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에서의 특정한 로우에서의 서브-픽셀들 (310) 중 하나 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이트 라인들
(320) 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는 활성화된 게이트 라인 (320) 에 접속되는 로

우에서의 스위칭 엘리먼트들 (325)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들) 만을 활성화하는 게이트 라인들 (320) 중의 하나
를 한번에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활성화할 수도 있다.

동시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는 서브-픽셀

들 (310) 에 대한 원하는 전압을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위로 드라이빙할 수도 있다.

서브-픽셀들은

그라운드에 커플링되는 것으로 도시되지만, 이것은 서브-픽셀들 (310) 양단에 걸린 전압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
된 임의의 레퍼런스 전압 (예를 들어, Vcom) 일 수도 있다.

다른 게이트 라인들 (320) 이 그들이 커플링되

는 스위칭 엘리먼트들 (325) 을 비활성화하기 때문에,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상의 전압들은 비활성화된
스위치들 (325) 에 커플링된 서브-픽셀들 (310)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0059]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에서,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의 일부 또는 전부는 동일한 로우 상의 적어도
2 개의 서브-픽셀들 (310) 상의 전압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은 서브-픽셀 (G0 및 B0) 상의 전압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315B)

그렇게 함으로써,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는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이 동일한 로우에서의 서브-픽셀들 (310) 에 의해 공유되지 않은 경우에 필요로 하는 동일
한 양의 시간에서 로우를 업데이팅하기 위하여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을 2 배 빨리 드라이빙할 수도 있
다.

이 기법은 2 개의 게이트 라인들 (320) 이 로우에서의 매 다른 서브-픽셀 (310) 마다 교대로 활성화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듀얼-게이트 어레인지먼트로 본 명세서에 지칭된다.

디스플레이 로우 업데이트의 제 1

절반 동안, 제 1 게이트 라인 (320) 은 대응하는 서브-픽셀들 (310) (예를 들어, 서브-픽셀들 (G0, R1 및 B1)
은 소스 라인들 (315B, 315C, 및 315D) 에 전기적으로 커플링된다) 을 업데이팅하기 위해 로우에서의 매 다른
스위칭 엘리먼트 (325) 를 활성화한다.

디스플레이 로우 업데이트의 제 2 절반 동안, 제 2 게이트 라인

(320) 은 나머지 서브-픽셀들 (310) (예를 들어, 서브-픽셀들 (R0, B0, 및 G1) 은 소스 라인들 (315A, 315B,
및 315C) 에 전기적으로 커플링된다) 을 업데이팅하기 위해 로우에서의 스위칭 엘리먼트들 (325) 의 나머지 다
른 절반을 활성화한다.

이 방식으로, 게이트 라인들 (320) 및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은 정확한 전

압들이 서브-픽셀들 (310) 위로 드라이빙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동기화될 수도 있다.

듀얼-게이트 어레인지

먼트는 동일한 디스플레이 레이트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스 및 게이트 라인들 (315, 320) 을 2 배 빨리 드라이빙
할 수도 있지만,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드라이버들의 수는 절반이 된다.
[0060]

듀얼-게이트 어레인지먼트를 사용하여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라우팅 채널들
(330) 을 자유화 (free up) 한다.

즉, 듀얼-게이트 어레인지먼트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들 라우팅 채널들

(330) 은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에 의해 점유될 것이다.

대신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는 라

우팅 채널들 (330) 에 도전성 라우팅 트레이스들 (335) 을 배치할 수도 있다.
플레이 디바이스 (300) 는 복수의 상이한 층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추후 논의될 바와 같이, 디스

즉, 픽셀들 (305), 게이트 라인들

(320),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및 스위칭 엘리먼트들 (325) 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를 형성하기
위해 스택되는 2 개 이상의 상이한 층들 상에 위치될 수도 있다.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을 포함하

는 층은 이제 자유 라우팅 채널들 (330) 을 갖기 때문에, 이들 자유 영역들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에 트
레이스들 (335) 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120) 에 커플링될 수도 있다.

트레이스들 (335) 은 도 2a 에서 논의된 센서 전극들

구체적으로, 트레이스들 (335) 은 센서 전극들 (120) 에 그리고 센서 전극들

(120) 로부터 용량성 센싱 신호들 (예를 들어, 절대 용량성 센싱을 수행하는 경우 변조된 신호 또는 트랜스용량
성 센싱을 수행하는 경우 송신기/결과의 신호들) 을 반송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신호

들의 이 라우팅은 자유 채널 영역들 (330) 내에서 수행되고, 따라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에 상이한 층을
추가하는 것을 회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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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1]
[0062]

센서 전극 어레인지먼트 예들
도 4a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하나의 실시형태에 따른, 센싱 영역 (170) 을 가진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를 예시한다.

도 4b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하나의 실시형태에 따른, LCD 타입의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의 부분의 개략적 부분 측단면도이다.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는 상기 논의되는, 입력 디바이스

(100) 및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내에서 확인된 컴포넌트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

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일한 참조 부호들은 이들 도면들과 다음에 오는 것들 간에 공통인 동일한 엘리먼트
들을 지정하기 위해 가능한 곳에 사용되었다.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는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의

외부층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는 제 1 기판 (405) 을 포함한다.

제 1 기판 (405) 은 유리 재료, 플라스틱 재

료 또는 폴리머 재료와 같은 투명 재료로 형성될 수도 있다.
합 입력 디바이스 (400) 의 보호 상부층일 수도 있다.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제 1 기판 (405) 은 통

도시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층들이 통합 입력 디바

이스를 제조할 때 제 1 기판 (405) 위에 추가될 수도 있다.
[0063]

층 (410) 은 센싱 영역 (170) 내의 입력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투명 센서 전극들 (120)
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로써,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대한 입력 오브젝트의 근접도를 검출하기 위해 사

용된 용량성 센싱 엘리먼트들이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의 부분 내에 통합되거나 또는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위에 배치될 수도 있다.

층 (410) 은 제 1 기판 (405) 바로 아래에 있을 수도 있거나 또는 하나 이상

의 층들이 도 4b 와 함께 이하 추가 논의된 바와 같이,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내의 층 (410) 과 제 1 기판
(405) 을 분리할 수도 있다.
[0064]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층 (410) 은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팅할 때 및 용량성 센싱을 수행할 때 사용될 수도 있다
- 즉, 센싱 전극들 (120) 은 상기 설명한 같이 공통 전극들이다.
은 층 (410) 에서 모든 공통 전극들을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센싱 전극들 (120)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동안, 전극들 (120) 은 서브-픽셀들

(310) 양단에 걸린 전압을 설정할 때 레퍼런스 전압 (예를 들어, 그라운드 또는 Vcom) 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도
3 에 도시된 서브-픽셀들 (310) 에 커플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용량성 센싱 동안, 용량성 센싱 신호들은

입력 오브젝트들을 검출하기 위하여 전극들 (120) 위로 드라이빙될 수도 있다.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층

(410) 은 상기 설명된 듀얼 목적을 서빙하기 위하여 전극들 (120) 에 패터닝되는 Vcom 층일 수도 있다.

다

른 실시형태들에서, 전극들 (120) 은 예를 들어, 게이트 전극들을 형성하는 층과 같은,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의 다른 층들에 통합될 수도 있다.
[0065]

도 4a 에 도시하지 않았지만,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는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층 (415) 상의 트레이스들
(335) 을 층 (410) 에서의 전극들 (120) 중 하나에 커플링하는 각각의 비아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하나의

예에서,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및 트레이스들 (335) 은 서브-층들 중 하나 이상을 통하여 연장하는 복
수의 도전성 비아들을 사용하여 LCD 디스플레이 엘리먼트들 (480) (도 4b) 중 하나 이상에 접속될 수 있다.
하나의 예에서, TFT 회로들 및 디스플레이 픽셀들 (305) 은 TFT 층 (481D) (도 4b) 에 형성되고 제 1 서브-층
의 도전성 층 내에 포지셔닝되는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은 제 1 서브-층을 통하여 연장하는 도전성 비
아들을 사용하여 TFT 층 (481D) 엘리먼트들에 커플링된다.

도 4a 는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층 (415) 이 층

(410) 을 직접 접촉하는 것을 예시하지만, 이것이 요건은 아니다.

예를 들어, 비아들은 트레이스들 (335)

을 전극들 (120) 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다수의 층들을 통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
[0066]

하나의 구성에서, 도 3 과 함께 상기 논의한 바와 같이, 픽셀들, 서브픽셀들, 게이트 라인들,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및/또는 스위칭 엘리먼트들은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의 부분을 형성하기 위해 스택되는 제 3 기판
(485) (도 4b) 또는 TFT 기판의 2 개 이상의 상이한 층들 상에 위치될 수도 있다.

제 3 기판 (485) 은 절연

층과 도전성 층을 포함하는 복수의 서브-층들 (미도시) 을 포함하며, 본 명세서에 TFT 기판 (485) 으로 또한 지
칭된다.

도전성 층에서의 도전 재료는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및 트레이스들 (335) 과 같은, 하나

이상의 도전성 트레이스들을 형성하기 위해 패터닝될 수 있다.

일부 구성들에서,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는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에서의 서브픽셀들 위로 전압들을 드라이빙하기 위해 다양한 서브픽셀 데이터 라
인들 (315) 을 라우팅하는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층 (415) (도 4a) 을 포함한다.

따라서, 하나의 예에서,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층 (415) 은 TFT 층 (481D) 또는 제 3 기판 (485) 의 제 1 서브-층 내에 형성될 수도 있
다.

도시한 바와 같이,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층 (415) 은 또한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과 인터리빙

될 수도 있는 트레이스들 (335) 을 포함한다.
[0067]

도 4a 에 예시된, 디스플레이 재료 층 (420) 은 도 3 에 도시된 픽셀들 (305) 을 포함할 수도 있다.

즉, 서

브픽셀들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 (예를 들어, 액정, 전계 발광 (emissive electroluminescent)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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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층 (420) 상에 배치될 수도 있다.

이로써,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는 층 (420) 에서의 서브픽셀들을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층 (415) 에서의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에 커플링하는 비아들을 포함할 수도 있
다.
[0068]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는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을 디스플레이 재료 층 (420) 에서의 서브픽셀들에
전기적으로 커플링하기 위해 복수의 게이트 라인들 (320) 을 포함하는 게이트 라인 층 (425) 을 포함할 수도 있
다.

이로써,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는 서브-층들 중 하나 내에 형성될 수도 있는, 디스플레이 재료 층

(420) 에서의 스위칭 엘리먼트들 (미도시) 에 게이트 라인들 (320) 을 커플링하는 비아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더욱이, 도 4a 에 도시된, 다양한 층들은 물론 그들의 순서는 단지 예시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본 명세서에
서 제시된 실시형태들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는 상이한 통합 입력 디바이스들을 제한하도록 의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는 도시된 층들보다 더 많거나 또는 더 적은 층들을 포함할 수도 있거
나, 또는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는 층들을 상이하게 순서화할 수도 있다.
[0069]

이하의 설명은 도 4 를 주로 참조하여 일 타입의 LCD 디스플레이를 주로 논의하지만, 이 구성은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실시형태들 중 하나 이상이 또한 다른 타입들의 LCD 디바이스들 (예를 들어, IPS 디바이스들), 유기 발
광 다이오드 (OLED) 디스플레이 구성들 또는 다른 유사한 디스플레이 구성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발명의 범위에 제한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0070]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의 일부 실시형태들은 제 1 투명 기판, 제 2 투명 기판, 및 제 3 기판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제 1 투명 기판은 사용 중에 사용자들의 눈에 더 가깝게 위치되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일부 경우들

에서 렌즈일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창유리 (window glass) 로 지칭될 수도 있다.
투명 기판과 제 3 기판 사이에 위치된다.
수도 있다.

제 2 투명 기판은 제 1

제 3 기판은 전기장을 변화시키도록 구성된 액티브 층을 반송할

제 3 기판은 TFT 기판일 수도 있고 액티브 층은 TFT 층일 수도 있다.

통합 제어 시스템

(201) 은 제 3 기판에 통신적으로 커플링되고, 제 3 기판에 장착되고 및/또는 제 3 기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위치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도 4b 에 도시되지 않은 센서 전극들 (120) 은 통상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내의 포지션들 (A 내지 E) 중 하나 이상에 또는 그 근방에 배치된다.
[0071]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는 제 1 기판 (405), 광 엘리먼트 층 (450), 제 2 기판 (460),
LCD 디스플레이 엘리먼트들 (480), 제 3 투명 기판 (485) 및 백라이트 모듈 (490) 을 포함할 수도 있다.
LCD 디스플레이 엘리먼트들 (480) 은 컬러 필터 층 (481A), 옵션의 공통 전극 층 (481B), 액정 함유 층
(481C), TFT 층 (481D) 및 LCD 디스플레이 엘리먼트들 (480) 에서 확인된 다양한 층들을 캡슐화하는데 사용되는
개스킷 (481E) 을 포함할 수도 있다.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도 4b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1 기판 (405)

은 커버 기판이고, 제 2 기판 (460) 은 컬러 필터 기판이고, 제 3 기판 (485) 은 TFT 기판이고, 그리고 통합 제
어 시스템 (201) 은 제 3 기판 (485) 의 표면에 장착된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도 4b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1 기판 (405) 은 커버 기판이고, 제 2 기판 (460) 은 컬러 필터 기판이고, 제 3 기판 (485) 은 TFT
기판이고, 그리고 통합 제어 시스템 (201) 은 제 2 기판 (460) 의 표면에 장착된다.

하나의 구성에서, 광

엘리먼트 층 (450) 은 폴라라이저 필름 층 (451) 및 비산방지 층 (452) 을 포함한다.

백라이트 모듈 (490)

은 폴라라이징 층 (491A) 및 LCD 디스플레이 엘리먼트들 (480) 에 광을 전달하는 백라이트 디바이스 (491B) 로
구성될 수도 있다.
[0072]

본 명세서에 도시하지 않는 일부 구성에서,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는 별개의 공통 전극 층 (481B) 을 포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구성들에서, 공통 전극들은 TFT 층 (481D) 내에 배치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LCD 디스플레이 엘리먼트들 (480) 은 단지 컬러 필터 층 (481A), 액정 함유 층 (481C), TFT 층
(481D) 및 개스킷 (481E) 을 포함할 것이며, TFT 층 (481D) 은 공통 전극 층 (481B) 에서 이전에 확인된 공통
전극들 및 디스플레이 픽셀들 (305) 을 포함할 것이다.

이 타입의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구성은 IPS

(in-plane switching; IPS), 프린지 필드 스위칭 (fringe field switching; FFS) 또는 평면 라인 스위칭
(plane line switching; PLS) LCD 디바이스로 보통 알려져 있다.

다양한 실시형태들에서, 하나 이상의 센

서 전극들 (실질적으로 불투명한 재료를 포함할 수도 있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은 통합 입력 디바
이스 (예를 들어, 서브픽셀들) 의 루미넌스에 대한 패터닝된 센서 전극들의 시각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컬러 필터 유리 상에 패터닝 및 또는 회전 정렬될 수도 있다.
[0073]

입력 디바이스 (400) 의 일부 다른 구성들에서, 투명 도전성 산화물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TCO) 층
은 그보다 위의 층들에 대한 정전 방전 또는 축적된 표면 전하들의 영향들을 완화시키는 목적을 위해 제 2 기판
(460) 의 어느 하나의 표면 상에 성막 (deposite)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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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세그먼트화 및 사용될 수 있다.
[0074]
[0075]

디스플레이 및 센서 전극 구성 예들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의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은 동일한 기판의 상이한 측면들 상에
배열될 수도 있다.

도 4b 를 참조하면, 일부 구성들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은 제 1 기판 (405) 상에서 포

지션들 (A 및/또는 B) 에 포지셔닝되거나 또는 제 2 기판 (460) 상에서 포지션들 (C 및/또는 D) 에 포지셔닝될
수도 있다.

센서 전극(들) (120) 의 각각은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내에 배치된 기판의 표면들 중 하나

를 가로질러 길이방향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게다가 여전히, 기판의 하나의 측면 상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은 제 1 방향으로 연장할 수도 있지만, 기판의 다른 측면 상에서는, 센서 전극들 (120) 은 제 1 방향에
병렬이거나, 수직이거나 또는 비스듬하거나 한 제 2 방향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센서 전극들

(120) 은 기판의 하나의 측면 상의 전극들 (120) 이 기판의 대향 측면 상의 센서 전극들 (120) 에 수직인 방향
으로 연장하는 바 (bar) 들 또는 스트라이프 (stripe) 들로서 형상화될 수도 있다.
[0076]

하나의 구성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은 또한 후에 함께 라미네이팅되는 상이한 기판들 상에 형성될 수도 있다.
하나의 예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의 제 1 부분은 제 1 기판 (405) 상에서 포지션들 (A 또는 B) 에 포지셔
닝될 수도 있고 센서 전극들 (120) 의 제 2 부분은 제 2 기판 (460) 상에서 포지션들 (C 또는 D) 에 포지셔닝될
수도 있다.

다른 예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의 제 1 부분은 제 2 기판 (460) 상에서 포지션들 (C 또는 D)

에 포지셔닝될 수도 있고 제 2 전극들 (120) 의 제 2 부분은 제 3 기판 (485) 상에서 포지션 (E) 에 포지셔닝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의 제 1 부분은 제 2 기판 (460) 상에서 포지션들 (A, B, C

또는 D) 에 포지셔닝될 수도 있고 센서 전극들 (120) 의 제 2 부분은 제 3 기판 (485) 상에서 포지션 (E) 에 포
지셔닝될 수도 있다.

동작 동안, 기판들 중 하나 상에 배치된 제 1 복수의 센서 전극들 (120) 은 센싱 신호

를 송신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 한편 (즉, 송신기 전극들), 다른 기판 상에 배치된 제 2 복수의 센서 전극
들 (120) 은 결과의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수신기 전극들).

다른 실시형태들에서, 제 1 및

/또는 제 2 복수의 센서 전극들은 절대 용량성 센서 전극들로서 드라이빙될 수도 있다.
[0077]

다른 구성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은 모두 공통 기판의 동일한 측면 또는 표면 상에 위치된다.

하나의 예

에서, 제 1 복수의 센서 전극들은 제 1 복수의 센서 전극들이 제 2 복수의 센서 전극들을 크로스오버하는 영역
들에 점퍼들을 포함하고, 여기서 점퍼들은 제 2 복수의 센서 전극들로부터 절연된다.

도 4b 를 참조하면,

일부 구성들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의 전부는 제 1 기판 (405) 상에서 포지션들 (A 또는 B) 에 포지셔닝되거
나, 제 2 기판 (460) 상에서 포지션들 (C 또는 D) 에 포지셔닝되거나 또는 제 3 기판 (485) 상에서 포지션 (E)
에 포지셔닝될 수도 있다.

하나의 예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은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의 제 2 기판

(예를 들어, 컬러 필터 유리) 과 제 3 기판 (485) (즉, TFT 기판) 사이에 배치될 수도 있다.

하나의 실시형

태에서, 제 1 복수의 센서 전극들은 각각이 하나 이상의 공통 전극들을 포함하는 TFT 기판 상에 배치되고 제 2
복수의 센서 전극들은 컬러 필터 유리와 TFT 기판 사이에 배치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수신기 전극들은

컬러 필터 유리 상에, 컬러 필터 층 (481A) 의 부분일 수도 있는 블랙 마스크 내에 라우팅될 수도 있다.

다

른 실시형태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의 전부는 하나 이상의 공통 전극들을 포함한다.

센서 전극들 (120)

은 전극들의 어레이로서 컬러 필터 유리 또는 TFT 기판 상에 완전히 위치될 수도 있다.

상기 논의한 바와

같이, 센서 전극들 (120) 의 일부는 점퍼들을 사용하여 어레이에서 함께 커플링될 수도 있거나 또는 모든 전극
들 (120) 은 어레이에서 전기적으로 절연되고 센서 전극들 (120) 을 실딩 (shielding) 또는 가딩 (guarding)
하기 위해 그리드 전극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나 더의 실시형태에서, 그리드 전극들은 존재 시 하나 이

상의 공통 전극들을 포함한다.
[0078]

다른 실시형태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은 모두 공통 기판의 동일한 측면 또는 표면 상에 위치된다.
실시형태들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은 서로 전기적으로 절연된다.

이러한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전극들 (120) 은

각각의 센서 전극 (120) 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이즈 및/또는 형상인 매트릭스 어레이로 배치된다.
실시형태에서, 센서 전극들 (120) 은 매트릭스 센서 전극으로 지칭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일부 경우들에서, 절대 센

싱 모드에서 사용될 때, 매트릭스 어레이의 각각의 센서 전극은 용량성 이미지의 픽셀에 대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측정된 결과의 신호를 통해 절대 커패시턴스의 변화
들을 결정하기 위해 변조된 신호로 센서 전극들 (120) 을 드라이빙하도록 구성된다.

교대로, 일부 경우들에

서,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은 또한 센서 전극들 (120) 중 제 1 센서 전극 위로 송신기 신호를 드라이빙하고 센
서 전극들 (120) 중 제 2 센서 전극으로 결과의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드라이빙된 센서 전극 (120)

및 수신 센서 전극은 이 경우에 용량성 이미지의 픽셀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된다.

트랜스용량성 및 절

대 센싱 모드들에서의 송신된 신호(들) 및 변조된 신호(들)는 형상, 진폭, 주파수 및 위상 중 적어도 하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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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유사할 수도 있다.

다양한 실시형태들에서, 송신기 신호(들) 및 변조된 신호(들)는 동일한 신호이다.

다양한 실시형태들에서, 하나 이상의 그리드 전극들은 기판들 중 하나 이상 상에 그리고 센서 전극들 (120)
사이에 배치될 수도 있으며, 여기서 그리드 전극(들)은 센서 전극들을 실딩 및 가딩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0079]
[0080]

통합 제어기 구성 예들
도 5 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하나의 실시형태에 따른,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및 용량성 센싱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의 통합 제어 시스템 (201) 내에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통합 제어기들 (500) 을 갖는
입력 디바이스 (100) 의 개략도이다.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통합 제어기들 (500) 은 통합 제어 시스템

(201) 의 부분인 디스플레이 회로부 및 용량성 센싱 회로부를 포함한다.

하나의 구성에서, 통합 제어기

(500) 는 통합 제어 시스템 (201) 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이산 반도체 디바이스들을 형성하기 위해 반
도체 기판 (예를 들어, 결정질 (crystalline) 실리콘 기판) 상에 형성되는 패터닝된 도전성 및 유전체 층들의
다수의 층들을 포함하는 IC 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스 (400) 의 부분에 직접 장착될 수도 있다.

하나 이상의 통합 제어기들 (500) 은 통합 입력 디바이

예를 들어, 통합 제어기들 (500) 은 도 4a 에 도시된 제 1 기

판 (405) 또는 도 4b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3 기판 (485) 에 부착될 수도 있다.

입력 디바이스 (400) 가

다수의 통합 제어기들 (500) 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단 하나의 통합 제어기 (500) 가 사
용될 수도 있다.
[0081]

통합 제어기 (500) 는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의 디스플레이 및 용량성 센싱 영역 (520) 에서의 픽셀들
(305) 양단에 저장된 전압을 업데이팅하기 위해 소스들 라인들 (315) 을 드라이빙하기 위해 사용된 디스플레이
회로부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505) 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및 용량성 센싱 영역 (520) 은 일

반적으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160) 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액티브 영역의 적어도 부분과 오버랩핑하는 센싱
영역 (170) 을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505) 는 고속 시리얼 접속을 통해 타

이밍 제어기 (550) 로부터 디지털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수신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505) 는

그 후 데이터를 디-시리얼라이즈하고 복수의 디지털-투-아날로그 컨버터들 (DAC들) 을 사용하여 소스 라인들
(315) 상에서 각각의 아날로그 전압들을 송신할 수도 있다.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505) 는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의 각각 상에서 동시에 원하는 전압을 출력할 수도 있다.

원하는

전압들은 다른 서브픽셀들 (즉, 그 서브픽셀들은 동일한 컬러를 갖는다) 상에서 드라이빙되는 전압들에 특유하
거나 또는 유사할 수도 있다.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은 그 후 사용자에게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픽셀들 (305) 양단에 걸린 전압들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505) 는 통합 제

어기들 (500) 의 내부 영역 (613) 내에 배치된 소스 라인들 (315) 의 부분에 커플링되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 (604) 를 통하여 소스 라인들 (315) 의 각각 상에서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신호를 전달하도록 구성된
다.

통상, 각각의 접속 패드 (604) 는 각각의 접속 패드를 별개의 라우팅 층 (예를 들어,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층 (415)) 에서의 소스 라인들 (315) 에 접속하는 비아들에 커플링되는 TFT 기판 (485) 상에 형성된 도전
성 트레이스 (예를 들어, 패터닝된 투명 도전성 산화물 (TCO) 또는 금속 층의 부분) 와 통신하고 있다.
[0082]

통합 제어기들 (500) 은 또한 송신기 모듈 (205) (도 2a)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송신기들 (510) 을 포함할 수
도 있으며, 이는 상기 논의된다.

송신기들 (510) 은 통합 제어기 (500) 의 내부 영역 (613) 내에 배치되는

트레이스들 (335) 의 부분에 커플링되는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 (602) 를 통하여 트레이스들 (335) 중 하나
상에서 용량성 센싱을 위해 송신기 신호들을 생성하는, 용량성 센싱 회로부의 부분인 드라이버들일 수도 있다.
결국, 트레이스들 (335) 은 센서 전극들 (120) 중 하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송신기 신호에 대한 신호 경로
를 제공한다.

통상, 각각의 접속 패드 (602) 는 별개의 라우팅 층 (예를 들어,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층

(415)) 에서의 트레이스들 (335) 에 각각의 접속 패드 (602) 를 접속하는 비아들에 커플링되는 TFT 기판 (485)
상에 형성된 도전성 트레이스 (예를 들어, 패터닝된 TCO 또는 금속 층의 부분) 와 통신하고 있다.
[0083]

하나의 구성에서, 수신기들 (515) 은 수신기 모듈 (206) 에서 확인된 컴포넌트들 중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며,
이는 상기 논의된다.

전극 (120) 과 연관된 커패시턴스를 측정하기 위해, 스위칭 엘리먼트 (525) 는 수신기

들 (515) 에 통합 제어기들 (500) 의 내부 영역 (613) 내에 형성된 트레이스들 (335) 을 전기적으로 커플링할
수도 있다.

하나의 예에서, 트레이스 (335) 는 절대 센싱 기법이 입력 오브젝트가 센서 전극 (120) 에 가장

가까운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신기들 (515) 중 하나 내에 배치된 전하 축적기 (276) (도 2b)
에 스위치 엘리먼트 (525) 를 통하여 커플링될 수도 있다.
[0084]

트랜스커패시턴스 센싱을 수행할 때, 제 1 도전성 라우팅 트레이스 (335) 는 송신기 (510) 에 커플링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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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제 2 도전성 라우팅 트레이스 (335) 는 수신기 (515) 에 커플링된다.

하나의 예에서, 스위칭 엘리

먼트 (525) 는 적어도 제 1 도전성 라우팅 트레이스 (335) 를 통해 하나 이상의 제 1 센서 전극들에 커플링되는
수신기들 (515) 을 선택하도록 포지셔닝되고, 제 1 센서 전극들은 트랜스용량성 터치 센싱 프로세스의 수행을
허용하기 위해 스위칭 엘리먼트 (525) 를 통해 송신기 (510) 에 커플링되는 제 2 도전성 라우팅 트레이스 (335)
에 접속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 2 센서 전극에 인접하게 포지셔닝된다.

제 1 도전성 라우팅 트레이스 (335)

는 하나의 센서 전극 (120) 에 송신기 신호를 제공하지만, 제 2 도전성 라우팅 트레이스 (335) 는 2 개의 센서
전극들 (120) 사이의 커플링 커패시턴스를 나타내는 결과의 신호를 수신기 (515) 에 제공한다.

이

방식으로, 트레이스들 (335) 은 송신기 (510) 로부터 센서 전극 (120) 으로 변조된 또는 송신기 신호들을 반송
하는 것은 물론 센서 전극 (120) 으로부터 수신기 (515) 로 결과의 신호를 반송하는 것 모두를 행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0085]

수신기들 (515) 은 도 2b 및 도 2c 와 함께 상기 논의한 바와 같이, 측정된 커패시턴스를 디지털 신호로 컨버팅
하기 위한 아날로그-투-디지털 컨버터 (ADC) 를 포함할 수도 있다.

통합 제어기 (500) 는 타이밍 제어기

(550) 에 위치된 터치 제어기 (560) 에 이 데이터를 포워딩할 수도 있다.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통합 제어

기는 각각의 ADC들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즈하고 터치 제어기 (560) 에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 고속 시리얼 접속을 사용할 수도 있다.

도시하지 않았지만, 송신기들 (510), 수신기들 (515), 및 스위

칭 엘리먼트들 (525) 은 터치 제어기 (560) 에 의해 수신된 신호들에 의해 제어될 수도 있다.

즉, 터치 제

어기 (560) 는 용량성 센싱 기법 (예를 들어, 절대 용량성 센싱, 또는 트랜스용량성 센싱, 또는 양자) 을 수행
하기 위해 통합 제어기들 (500) 에서 용량성 센싱 컴포넌트들을 드라이빙하기 위한 로직을 포함할 수도 있다.
[0086]

프로세싱 시스템 (110) 의 부분인 타이밍 제어기 (550) 는 센싱 영역에서 입력 오브젝트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
해 통합 제어기 (500) 에 의해 제공된 센싱 데이터를 사용하는 터치 제어기 (560) 를 포함한다.

그러나, 데

이터 프로세서로서 타이밍 제어기 (550) 를 사용하는 대신에, 센싱 데이터는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예를
들어, CPU) 의 프로세싱 시스템 (110) 에서의 다른 프로세싱 엘리먼트들에 송신될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통합 제어기 (500) 는 별개의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 (예를 들어, 타이밍 제어기 (550) 또는 CPU) 에 센싱 데이
터를 송신하기 보다는 센싱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통합 터치 모듈을 포함할 수도 있다.
[0087]
[0088]

통합 제어기 구성들
도 6a 는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 실시형태에 따른 주요 디스플레이 회로부, 용량성 센싱 회로부 및 상호접속 컴
포넌트들 중 일부를 예시하는 통합 제어기 (500) 의 개략적 평면도이다.

하나의 구성에서, 통합 제어기

(500) 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모듈 (208) 의 부분인 소스 드라이버 회로부 블록 (616) 및 Vcom 드라이버 블록
(626) 및 터치 센싱 모듈 (207) 의 부분인 AFE (analog front end) 블록 (617) 및 터치 제어기 블록 (618) 을
포함할 수도 있다.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AFE 블록 (617) 은 수신기 모듈 (206) 내에서 확인된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들 및/또는 송신기 모듈 (205) 내에서 확인된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AFE 블록 (617) 은 수신기 (515) 내에 각각 배치되고, 결과의 신호를 수신하고 그리고 출력 신호
를 결정 모듈 (290) 및/또는 전자 시스템 (150) 에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복수의 수신기 채널들 (275) (도 2b 및
도 2c) 을 포함한다.

터치 제어기 블록 (618) 은 일반적으로 터치 센싱 프로세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통합

제어기 (500) 내에 형성된 다양한 터치 센싱 컴포넌트들을 제어 및 동기화하도록 구성되는 회로 컴포넌트들을
포함한다.

터치 제어기 블록 (618) 은 상기 설명되는 터치 제어기 (560) 의 부분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일부 구성들에서, 터치 제어기 (618) 는 AFE 블록 (617) 을 다수의 센서 전극들 (120) 에 접속 패드들 (602) 을
통하여 접속하는 스위칭 엘리먼트들 (525) 및/또는 멀티플렉서들 (MUX들) (미도시) 을 제어하도록 구성되는 적
어도 하나 이상의 회로 엘리먼트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0089]

소스 드라이버 회로부 (616) 및 Vcom 드라이버 (626) 는 일반적으로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내에 디스플레이
를 제어 및 업데이팅하도록 구성되는 회로 컴포넌트들을 포함한다.

일부 구성들에서, 소스 드라이버 회로부

(616) 는 도 3 에 관하여 상기 논의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00) 에서의 컴포넌트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
할 수도 있다.
[0090]

통합 제어기 (500) 의 하나의 구성에서, 통합 제어기 (500) 의 외부 표면은 제 1 측면 (695), 제 2 측면 (696),
제 3 측면 (697), 제 4 측면 (698), 상측면 (694) (도 4b) 및 하측면 (699) (도 4b) 을 갖는 평행육면체 형상
또는 직사각형 프리즘 형상으로 형성된다.

통합 제어기 (500) 의 일부 구성들에서, 제 1 측면 (695) 은 제

3 측면 (697) 에 대향하고, 제 2 측면 (696) 은 제 4 측면 (698) 에 대향하고, 그리고 제 1 측면 (695) 대 제
2 측면 (696) 의 길이들의 비율은 1 보다 더 크다.

이 예에서, 제 1 측면 (695) 의 길이 (691) 는 제 2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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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96) 의 길이 (692) 보다 더 크다.
[0091]

통합 제어기 (500) 는 또한 다양한 디스플레이 회로부 및 용량성 센싱 회로부 엘리먼트들을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내에서 확인된 다른 전기적 컴포넌트들에 접속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수의 상호접속 엘리먼트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대체로 패드 (예를 들어, 패드들 (602, 604, 612, 614, 622 등)) 인 것으로 이하 설명되는 상

호접속 엘리먼트들은 통합 제어기 (500) 의 하나 이상의 측면들 상에 형성되는 전기 접속 인터페이스들이고 통
합 제어기 (500) 내에 형성된 다양한 전기적 컴포넌트들 사이에 형성되는 내부 영역 (613) 내의 라우팅 트레이
스들의 내부 부분들을 통합 제어기 (500) 의 외부에 있는 전기적 엘리먼트들 (예를 들어, 센서 전극들 (120),
디스플레이 픽셀들 (305) 등) 에 접속되는 라우팅 트레이스들의 외부 부분들 (611) 과 접속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호접속 엘리먼트들은 통합 제어기 (500) 의 하측면 (699) 상과 같은 통합 제어기 (500) 의 측면들 중 임의
의 하나의 측면 상에 형성될 수 있다.

하나의 예에서, 적어도 패드들 (602 및 604) 은 제 3 기판 (485) (도

4b) 의 표면에 인접한 통합 제어기 (500) 의 하측면 (699) 상에 배치된다.

상호접속 엘리먼트들은 이방성-

도전성-필름 (anisotropic-conductive-film; ACF) 층 (미도시) 을 사용하여 제 3 기판 (485) 상에 형성된 하나
이상의 도전성 트레이스들에 전기적으로 커플링될 수도 있다.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패드들 (예를 들어, 패

드들 (602, 604, 612, 614, 622 등)) 은 약 10 내지 70㎛ 의 피치에서 통합 제어기의 표면을 따라 원하는 패턴
으로 스페이싱되는 복수의 이산 금속 영역들을 포함한다.
[0092]

통합 제어기 (500) 내의 전자 컴포넌트들 또는 엘리먼트들은 조합된 소스 드라이버 및 터치 센싱 인터페이스
(615), 터치 센싱 인터페이스들 (625), 수신기 채널 인터페이스 (628), GLS 신호 인터페이스들 (627), 가요성
상호접속 신호 인터페이스 (629) 및 다른 제어 인터페이스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터치 센싱 인터페이스들

(625) 각각은 통상, 터치 제어기 (618) 와 커플링되는 적어도 하나의 송신기 신호 접속 패드 (612) 및 AFE 블록
(617) 에 커플링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신기 신호 접속 패드 (614) 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영역 (620) 을 포함
한다.

수신기 채널 인터페이스 (628) 는 AFE 블록 (617) 에 커플링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신기 신호 접속 패

드 (614) 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영역 (650) 을 포함할 수도 있다.

게이트 레벨-시프터 신호 (GLS) 인터페

이스들 (627) 은 TFT 회로부에 제어 신호들을 제공하도록 적응되는 적어도 하나의 GLS 신호 접속 패드 (632) 를
각각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영역 (640 또는 670) 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일부 구성들에서, 가요성 상호접속

신호 인터페이스 (629), 및 다른 관련 제어 인터페이스들은 프로세싱 시스템 (110) 내에서 확인된 하나 이상의
외부 컴포넌트들로부터 터치 센싱 및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태스크들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 제어기 (500) 에 의
해 요구되는 전력, 그라운드, 및 다른 유용한 통신 신호들을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상호접속 패드들
(652) 및/또는 접속 인터페이스 패드들 (682) 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영역 (660) 을 포함할 수도 있다.
GLS 인터페이스들 (627) 에 의해 제공된 GLS 신호들은 일반적으로 유리 (예를 들어, 제 3 기판 (485)) 의 하나
이상의 에지들을 따라 위치되는 온-글래스 회로부를 제어한다.
들 (696 및 698) 에 병렬인 유리 에지들을 따라 위치된다.

일부 구성들에서, 온-글래스 회로부는 측면
따라서, GLS 신호 접속 패드 (632) 의 포지션은

유리의 표면 상에 또한 라우팅되는 이들 라인들에서의 전기적 간섭을 생성하지 않도록, GLS 신호 라인들 (미도
시) 이 다른 신호 라인들 (예를 들어, 소스 드라이버 및 터치 신호들) 을 크로스오버하지 않도록 제약될 수도
있다.
[0093]

조합된 소스 드라이버 및 터치 센싱 인터페이스 (615) 는 통상, AFE 블록 (617) 및/또는 터치 제어기 블록
(618) 에 커플링되는 적어도 하나의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 (602) 및 소스 드라이버 회로부 (616) 에 커플링
되는 적어도 2 개의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영역 (610) 을 포함한다.
이하 추가 논의되는 하나 이상의 가딩 기법들의 사용에 의해, 터치 센싱 신호들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신
호들은 양자가 모두, 터치 센싱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신호들 양자를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도전성 엘리먼트들
의 보다 콤팩트한 라우팅이 터치 센싱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프로세스들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적어
도 하나의 인터페이스 영역 (610) 으로 전해질 수 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의 제어기들은 신호들

의 전기적 인터랙션을 막고 및/또는 통합 제어기 (500) 를 통하여 흐르는 이들 타입들의 신호들의 각각의 무결
성 (integrity) 을 유지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들과 터치 센싱 신호 접속들을 산재시키는 것을 회
피하였다.

AFE 블록 (617) 컴포넌트들을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회로 엘리먼트들에서 떨어져 있는 통합 제어

기 (500) 의 인접한 영역에서 함께 유지하는 것이 통상 바람직하지만,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 프로세스들 또는
하드웨어 구성들 중 하나 이상의 사용에 의해, 통합 제어기 (500) 의 원하는 영역 내에 AFE 블록 (617) 회로 컴
포넌트들을 포지셔닝하고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 (602) 를 통하여 전달된 터치 센싱 신호들 (예를 들어, 드
라이빙된 터치 센싱 신호 및/또는 결과의 신호들) 을 반송하기 위해 사용된 도전성 트레이스들이 디스플레이 드
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을 통하여 전달된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신호들을 반송하기 위해 사용된 도전성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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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들과 아주 근접하여 있거나 또는 오버랩핑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0094]

따라서,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도 6b 및 도 6c 에 예시한 바와 같이,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및 디
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은 제 3 기판 (485) 의 표면 상에 배치되는 하측면 (699) 과 같은, 통합
제어기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 상에 인터리빙된 패턴으로 형성된다.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의 인터리빙된 패턴은 터치 센싱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신호들 양자
의 그들 각각의 외부 회로 엘리먼트들에의 상호접속 및 보다 콤팩트한 라우팅이 터치 센싱 및 디스플레이 드라
이빙 프로세스들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0095]

도 6b 는 통합 제어기 (500) 의 하측면 상에 형성된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레이아웃의 상측면 평면도이다.

이 구성에서,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및 디

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은 X-방향으로 인터리빙되고 (예를 들어,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및 트레이스들 (335) 의 적어도 부분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사이에 배치된다) Y-방향
으로 스태거링되는 (예를 들어, 패드들의 로우들은 떨어져 스페이싱된다) 2 개의 로우들에서 형성된다.

X-

방향으로 정렬되는 패드들의 로우들은 도 6b 에 예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타입의 접속 패드를 각각 포함할 수도
있거나, 또는 각각의 로우는 도 6c 에 예시한 바와 같이 양자의 타입들의 접속 패드들 (602 및 604) 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한다.

그러나, 공간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이 조합된 소스 드라이버 및 터치 센싱 인

터페이스 (615) 내에서 생성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은 디스플레이 드
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의 적어도 일부 사이에 산재된다.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및 디스플

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의 인터리빙된 배향은 제 3 기판 (485) 의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층 (415) 내
에 병렬 배향으로 형성되는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및 터치 센서 트레이스들 (335) 에 대한 그들 각각의
접속들을 허용한다.

하나의 예에서,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모듈 (208) 내에 듀

얼 게이트 구성 (도 3) 을 포함하고, 따라서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은 트레이스들 (335) 을 통해
센서 전극들 (120) 과 커플링될 수 있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은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과 커플링될 수 있다.

TFT 디바이스 내에서 확인된 통상의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층 (415) 에서, 서

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의 피치 (즉, 인치 당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의 수), 및 그에 따른 요구된 디스플
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의 수는 통상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에서의 센서 전극들 (120) 에 접속되
는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을 위해 요구되는 통상의 수보다 100 배 이상 더 크다.

따라서, 듀얼

게이트 타입의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에서의 요구된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의 수의 감소로 인해,
트레이스들 (335) 에 대해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층 (415) 에서 이용가능한 스페이스들, 또는 미사용된 라인들
의 수는 심지어 새로운 듀얼 기능 터치 센싱 엘리먼트 설계들을 위해 통상 요구되는 것보다 더 크다.

따라

서, 도 6b 및 도 6c 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대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간에 1-

대-1 또는 2-대-1 상관을 예시하지만, 이 구성은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범위에 제한하는 것으로 의도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산재, 인터리빙 및/또는 스태거링되는 조합된 소스 드라이버 및 터치 센싱 인터

페이스 (615) 에서의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은 적어도
하나의 방향으로 순서대로, 또는 시퀀스로 배열된다.

하나의 예에서, 도 6b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양의 X-

방향으로의 조합된 소스 드라이버 및 터치 센싱 인터페이스 (615) 에서의 접속 패드들 (602, 604) 의 순서에 후
속하여, 패드들의 순서는 패드 (604)/패드 (602)/패드 (604)/패드 (602)/.../패드 (604) 일 것이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적어도 하나의 방향에서의 순서는 1-대-1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 이상의 제 1 타입
의 패드들, 하나 이상의 제 2 타입의 패드들 그리고 그 후 하나 이상의 제 1 타입의 패드들을 갖는 그룹을 그
그룹의 하나 이상의 반복 시퀀스들로 포함하는 순서를 가질 수 있다.
[0096]

도 6a 및 도 6b 에 개략적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은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의 외부 영역 (611) 에서 확인된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및 트레이스들 (335) 과 같은, 통합 제어기 (500) 외부에 있는 상호접속 구조에서 확인된 상호접속 엘리
먼트들에 각각 커플링된다.

도 6a 및 도 6b 에 예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상호접속 엘리먼트

들 (예를 들어,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트레이스들 (335)) 은 피치 길이 (601) 를 갖는 X-방향의 규칙
적인 피치를 갖는다.

이 구성에서,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은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또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중 적어도 하나가 상
호접속 엘리먼트들 중 하나에 접속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X-방향으로 배열된다.

따라서, 산재된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은 각각 X-방향으로 서로 피치 길이 떨어져
스페이싱된다.

도 6a 및 도 6b 는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이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의 외부 영역 (611) 에서의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층 (415) 에서 확인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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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및 트레이스들 (335) 에 직접 접속되거나, 또는 위에 배치되는 구성을 개략적으로
예시하지만, 이 구성은 패드들 (602, 604) 이 직접 접속되는 상호접속 구조가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층 (415)
접속 엘리먼트들의 특성들에 의해 제한될 필요가 없고, 도 5 와 함께 상기 논의한 바와 같이,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및 트레이스들 (335) 과 커플링되는 제 3 기판 (485) 의 표면 상에 형성된 도전 재료의 패터닝된
층에 직접 접속하도록 또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범위에 제한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도전 재료, 또는 도전성 트레이스들의 패터닝된 층은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층 (415) 에

형성된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및 트레이스들 (335) 의 피치와는 상이한 상호접속 피치를 가질 수도 있
다.
[0097]

도 6c 는 통합 제어기 (500) 의 하측면 상에 형성된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레이아웃의 상측면 평면도이다.

이 구성에서,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및 디

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은 X-방향으로 인터리빙되고 Y-방향으로 스태거링되는 3 개의 로우들에서
형성된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구성에서,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 (602) 는 패드들의 인터리빙된

배향으로 인해, 2 개의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사이에 배치된다.

하나의 예에서, 터치 센

싱 신호 접속 패드 (602) 는 X-방향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 (604) 및 인접한 복
수의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예를 들어, 2 개의 인접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이 도시된다) 사이에 배치된다.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조합된 소스 드라이버 및 터치 센싱 인터페이

스 (615) 는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을 포함하는 2 개
이상의 로우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하나의 구성에서, 조합된 소스 드라이버 및 터치 센싱 인터페이스

(615) 는 제 3 기판 (485) 의 층 내에 병렬 배향으로 형성되는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및 트레이스들 및 통합
제어기 (500) 를 가진 디스플레이 및 용량성 센싱 회로부 사이의 상호접속을 허용하기 위해 스태거링된 배향으
로 포지셔닝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접속 패드들 (604) 및 터치 센싱 신호 접속 패드들 (602) 을 포함하는 2 개
이상의 로우들을 포함한다.
[0098]

도 5 및 도 6a 를 다시 참조하면, 터치 센싱 모듈 (207) 에서 확인된 용량성 센싱 회로부 및/또는 드라이버 모
듈 (208) 에서 확인된 디스플레이 회로부의 부분들을 그룹화함으로써 통상 얻어진 이익들로 인해, 통합 제어기
(500) 의 내부 영역 (613) 내의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및 트레이스들 (335) 과 같은, 전기적 라인들이
원하는 그룹의 회로 엘리먼트들로부터 원하는 접속 인터페이스까지 긴 거리 연장하는 것이 공통이다.

내부

영역 (313) 에서의 트레이스들 (335) 의 긴 라우팅에 대한 필요성은 AFE 블록 (617) 에서 확인된 터치 센싱 회
로의 부분들이 터치 센싱 프로세스 동안 상이한 시간에 상이한 센서 전극들 (120) 에 터치 센싱 신호들을 수신
및/또는 송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AFE 블록 (617) 과 상이한 접속 패드들 (602) 사이에 배치
된 멀티플렉서들 (MUX들) 을 갖는 통합 제어기 구성들에서 또한 공통이다.

AFE 블록 (617) 을 조합된 소스

드라이버 및 터치 센싱 인터페이스 (615) 에 접속하는 전기적 라인들 (617A) 은 따라서 그들을 통합 제어기
(500) 내에 형성된 다른 전기적 컴포넌트들로부터의 전기적 간섭에 민감하게 만드는, 통합 제어기 (500) 를 가
로질러 큰 거리 연장하도록 강요된다.

전기적 간섭은 통합 제어기 (500) 의 내부 영역 (613) 내에 배치된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및 트레이스들 (335) 사이에 생성된 용량성 커플링 (CTD) (예를 들어, 커패시턴스
들 (CTD1, CTD2 ... CTDN)) 및/또는 통합 제어기 (500) 내에 형성된 트레이스들 (335) 과 다른 전기적 컴포넌트들
(521) 사이에 생성된 용량성 커플링 (CTS) (예를 들어, 커패시턴스들 (CTS1, CTS2 ... CTSN)) 으로 인해 생성될 수
도 있다.

전기적 간섭은 용량성 센싱 및/또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회로들을 통하여 흐르는 신호들에 영향

을 줌으로써, 용량성 센싱 신호 무결성 및 심지어 통합 제어기 (500) 의, 센싱 영역 (170) 위에 배치된 입력 오
브젝트 (140) 의 포지션을 센싱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전기적 라인들 (617A) 에 의해 이동

된 긴 거리들은 또한 커패시턴스 (CTD) 및/또는 커패시턴스 (CTS) 의 값들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심지어 전기
적 간섭의 부재 시에도 터치 센싱 검출 동작 동안 터치 센싱 노드들의 세틀링 시간을 늦출 것이다.

커패시

턴스 (CTD) 및/또는 커패시턴스 (CTS) 의 값들의 증가는 또한 수신기 노드들의 총 커패시턴스 (백그라운드 커패시
턴스) 를 증가시키며, 이는 그 후 수신기 회로부 엘리먼트들의 동적 범위에 영향을 주고/주거나 이를 초과할 수
도 있다.
[0099]
[0100]

가딩 신호들
터치 센싱 모듈 (207) 에서 확인된 용량성 센싱 회로부와 같은, 통합 제어기 (500) 내에 형성된 전기 회로들 중
하나 이상 내에서 생성된 전기적 간섭의 영향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전기적 가딩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가딩은 제 2 회로 엘리먼트와 제 3 회로 엘리먼트들 사이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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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성 커플링을 막기 위해 제 2 드라이빙된 회로 엘리먼트를 변조하는 신호와 진폭 및 위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 1 회로 엘리먼트 (예를 들어, 트레이스, 센서 전극 등) 위로 가변하는 전압 신호를 드라이빙하는 것
을 지칭한다.

그에 반해, 실딩은 드라이빙된 회로 엘리먼트 상의 가변하는 신호가 실딩된 회로 엘리먼트

(예를 들어, 송신기 트레이스, 송신기 전극, 수신기 트레이스 또는 수신기 전극) 를 통하여 흐르는 신호에 영향
을 주는 것을 차단 또는 막기 위해 실딩 타입 회로 엘리먼트 (예를 들어, 트레이스, 센서 전극 등) 위로 정전압
을 유지하는 것을 지칭한다.
에 커플링하는 것이다.

전기적 컴포넌트를 실딩하는 단순 형태는 실딩 타입 회로 엘리먼트를 그라운드
회로 엘리먼트를 전기적으로 플로팅하는 것은 패시브 및 드라이빙된 회로 엘리먼트

들 사이의 용량성 커플링으로 인해, 드라이빙된 회로 엘리먼트에 적용된 드라이빙된 신호의 전체 프로파일이 가
변함에 따라 "플로팅" 되는 패시브 회로 엘리먼트 상에서 그라운딩하기 위한 전위 또는 전하의 양이 패시브로
가변하는 대안의 구성이다.

전기적 플로팅 경우에서, 드라이빙된 회로 엘리먼트에 대하여 플로팅되는 패시

브 회로 엘리먼트 상의 레퍼런스 레벨 (예를 들어, 그라운드) 에의 전위 또는 전하의 양은 패시브 및 드라이빙
된 회로 엘리먼트들 사이에 형성된 용량성 커플링의 양 및 드라이빙된 신호의 프로파일이 가변함에 따라 가변할
것이며, 이로써 패시브 회로 엘리먼트가 패시브 회로 엘리먼트와 드라이빙된 회로 엘리먼트 사이에 배치될 때,
제 1 회로 엘리먼트 내에서 유도될 전기적 간섭의 양을 감소시킬 것이다.
[0101]

도 5 를 다시 참조하면, 일부 구성들에서, 통합 제어기 (500) 는 터치 센싱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프로세스들
내에서 원하는 시간에 터치 센싱 모듈 (207) 에서 확인된 용량성 센싱 회로부 및/또는 드라이버 모듈 (208) 에
서 확인된 디스플레이 회로부에서의 미-드라이빙된 컴포넌트들에 원하는 신호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신호 생
성기들 (541 및 542) 과 같은 하나 이상의 신호 생성기들을 포함할 수도 있는 가딩 어셈블리 (543) 를 포함할
수도 있다.

원하는 신호의 전달은 터치 트레이스들 (335) 및 터치 센싱 전극들 (120) 사이에 형성된 임의의

커패시턴스의 통합 입력 디바이스 (400) 내의 다른 구조들과의 영향들을 감소시킬 것이다.

원하는 신호는

통상 터치 제어기 (618) 로부터 전송된 커맨드들에 기초하여 원하는 시간에 용량성 센싱 회로부 및/또는 디스플
레이 회로부에 가딩 신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지만, 원한다면 상이한 시간에 디바이스에서의 하나 이상
의 컴포넌트들을 실딩 또는 플로팅하는 것을 또한 포함할 수도 있다.

일부 실시형태들에서, 서브픽셀 데이

터 라인들 및/또는 게이트 라인들은 그들의 기생 커패시턴스 영향들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가딩
신호로 드라이빙될 수도 있다.

게다가, 공통 전극들은 또한 그들의 커패시턴스들이 용량성 센싱을 위해 드

라이빙되고 있는 센서 전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딩 신호로 드라이빙될 수도 있다.

직접 가딩되지 않는

디스플레이 전극들은 그들이 인접한 가딩된 전극들과 그들의 커패시턴스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딩되도록 전
기적으로 플로팅될 수도 있다.

그에 반해서, 통상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들은 터치 측정 간격 동안 소스 및

게이트 라인들 상에서 DC 전압을 드라이빙할 수도 있다.

그에 반해서, 디스플레이 전극들 중 적어도 하나

위로 가딩 신호들을 드라이빙하는 것은 커플링 커패시턴스들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

게다가, 게이트 라인들 및/또는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의 전부는 또한 게이트 라인들 및 센서 전극

들 및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및 센서 전극들 사이의 기생 커패시턴스 영향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딩 신호로
드라이빙되거나 또는 전기적으로 플로팅될 수도 있다.
[0102]

신호 생성기들 (541 및 542) 은 각각 이들 컴포넌트들 사이의 용량성 커플링을 감소시키기 위해 통합 제어기
(500) 에서의 다른 컴포넌트를 통하여 흐르는 신호에 매칭하도록 구성되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사인
형, 가우시안 또는 다른 형상화된 파형을 전달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하나의 구성에서, 신호 생성기들

(541 및 542) 은 원하는 출력 레벨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전기적 디바이스, 또는 심플 스위치를 포
함한다.
[0103]

신호 생성기 (542) 는 통상 드라이버 모듈 (208) 에서 확인된 디스플레이 회로부에 커플링되고, 따라서 통상 디
스플레이 드라이버 (505) 에서 확인된 디스플레이 회로부 컴포넌트들에 접속된다.

신호 생성기 (542) 는 터

치 제어기 (618) 로부터 커맨드들을 수신하고 그 후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또는 터치 센싱 프로세스들 내에서 원
하는 시간에 내부 영역 (613) 에서의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상에서 각각의 아날로그 전압들을 송신할
수도 있다.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신호 생성기 (542) 는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들 (315) 의 각각 상에서 동

시에 원하는 전압 신호를 출력할 수도 있다.
[0104]

신호 생성기 (541) 는 통상 용량성 센싱 회로부 (543) 의 부분에 커플링된다.

제 1 컴포넌트는 통합 제어기

(500) 의 내부 영역 (613) 에서 확인된 서브픽셀 데이터 라인 (315) 일 수도 있고 제 2 컴포넌트는 통합 제어기
(500) 의 내부 영역 (613) 에서 확인된 하나 이상의 트레이스들 (335) 일 수도 있다.

신호 생성기 (541) 는

터치 제어기 (618) 로부터 커맨드들을 수신하고 그 후 디스플레이 업데이팅 또는 터치 센싱 프로세스들 내에서
원하는 시간에 트레이스들 (335) 상에서 각각의 아날로그 전압들을 송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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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등록특허 10-2151837
실시형태에서, 신호 생성기 (541) 는 다르게 미드라이빙된 트레이스들 (335) 의 각각 상에서 동시에 원하는 전
압 신호를 출력할 수도 있다.
[0105]

다른 구성에서, 도 5 에 예시한 바와 같이, 신호 생성기 (541) 는 가딩, 실딩 또는 플로팅될 제 1 컴포넌트와
제 2 컴포넌트 사이의 용량성 커플링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지셔닝되는 가딩 구조 (543) 에 가딩 신호를 전달하
도록 구성된다.

이 경우에, 신호 생성기 (541) 는 통합 제어기 (500) 의 내부 영역 (613) 에서 확인된 라우

팅 간에 형성된 용량성 커플링 (CTS) 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포지셔닝되는 가딩 구조 (543) 에 가딩 신호
를 전달하도록 구성된다.

도 7a 및 도 7b 는 형성된 통합 제어기의 하나 이상의 층들 내에 형성될 수도 있

는, 신호 도전 트레이스 (724) 에 대하여 포지셔닝되는 가딩 구조들 (543) 의 예들을 예시한다.
[0106]

도 7a 는 신호 도전 트레이스 (724) 를 통과하는 신호들이 신호 도전 트레이스 (724) 와 통합 제어기 (500) 내
의 다른 전기적 컴포넌트들 사이에 형성된 용량성 커플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딩 구조 (543) 에 대하
여 포지셔닝되는 신호 도전 트레이스 (724) 를 갖는 통합 제어기 (500) 의 부분의 측단면도이다.

하나의 예

에서, 신호 도전 트레이스 (724) 는 제 1 유전체 층 (721) 과 제 2 유전체 층 (722) 사이에 포지셔닝되는 서브
픽셀 데이터 라인 (315) 또는 트레이스 (335) 의 부분일 수도 있다.

제 1 및 제 2 유전체 층들 (721, 722)

은 실리콘 기판 위로 배치된 2 개의 실리콘 이산화물 층들과 같은 기판 (701) 의 표면 위에 배치되는 유전체 재
료를 포함할 수도 있다.
[0107]

하나의 구성에서, 가딩 구조 (543) 는 통합 제어기 (500) 의 반도체 기판 (701) 의 부분 내에 형성되는, 바이어
싱 엘리먼트 (710) 및 디퓨젼 영역 (720) 을 포함한다.
것과 반대 도펀트 타입을 갖는 엘리먼트로 도핑된다.

디퓨젼 영역 (720) 은 통상 기판 (701) 에 도핑되는
예를 들어, 디퓨젼 영역 (720) 은 기판이 p-타입 도펀

트로 도핑된다면 n-타입 도펀트로 보다 과중하게 도핑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역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바이

어싱 엘리먼트 (710) 는 공핍 영역 (720A) 이 신호 도전 트레이스 (724) 와 기판 (701) 사이의 용량성 커플링을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해 바이어싱 동작 동안 형성되도록, 가딩 신호로 기판 (701) 에 대하여 디퓨젼 영역
(720) 을 리버스 바이어싱하도록 구성되는 신호 생성기 (541) 를 포함한다.

가딩 동작 동안, 가변하는 전압

을 갖는 드라이빙 신호가 신호 도전 트레이스 (724) 에 제공될 때, 가변하는 위상과 동위상이고, 동일한 극성
및 유사한 진폭을 갖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신호가 신호 생성기 (541) 를 사용하여 기판 접속 (726) 에 대하여
도전 엘리먼트 (725) (예를 들어, 금속 함유 비아) 및 디퓨젼 영역 (720) 을 바이어싱하는 것을 통해, 디퓨젼
영역 (720) 에 전달된다.
[0108]

도 7b 는 교번의 타입의 가딩 구조 (543) 근방에 포지셔닝한 신호 도전 트레이스 (724) 를 갖는 통합 제어기
(500) 의 부분의 측단면도이다.
리먼트 (710) 를 포함한다.

이 구성에서, 가딩 구조 (543) 는 도전성 층 (731) 및 옵션적 바이어싱 엘
도전성 층 (731) 은 통상 신호 도전 트레이스 (724) 에의 용량성 커플링의 영향

들을 최소화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신호 도전 트레이스 (724) 에 대하여 포지셔닝되는 금속 또는 TCO 재료를 포
함한다.

가딩 동작 동안, 가변하는 전압을 갖는 드라이빙 신호가 신호 도전 트레이스 (724) 에 제공될 때,

가변하는 전압과 동위상이고 유사한 극성 및 진폭을 갖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신호가 신호 생성기 (541) 를 사용
하여 기판 접속 (726) 에 대하여 도전성 층 (731) 을 바이어싱하는 것을 통해 도전성 층 (731) 에 적용된다.
도전성 층 (731) 에 적용된 가딩 신호가 신호 도전 트레이스 (724) 를 통하여 전달된 신호와 크기, 극성 및
타이밍에 있어서 유사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이즈의 커패시턴스가 신호 도전 트레이스 (724) 와 다른
외부 전기적 컴포넌트들 (예를 들어, 기판 (701)) 사이에, 만약 도전성 층이 그들 사이에 배치되면,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0109]

추가 실시형태에서, 트랜스용량성 센싱 프로세스 동안, 제 1 센서 전극은 송신기 신호로 드라이빙될 수도 있는
한편 송신기 신호에 대응하는 영향들을 포함한 결과의 신호는 제 2 센서 전극으로 수신된다.

상기 설명한

바와 유사한 스킴들이 제 1 센서 전극 및/또는 제 2 센서 전극에 가장 가까운 디스플레이 전극들에 적용될 수도
있다.
[0110]

본 명세서에서 기재된 실시형태들 및 예들은 본 기술 및 그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최적으로 설명하여 당업자들이
본 기술을 실시 및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지 예시 및 예의 목적들을 위해 제시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로 또는 본 기술을 개시된 정밀한 형태로 제한하도록 의도되지 않는다.

당업자들은 전술한 설명 및 예들이 단
기재한 바와 같은 설명은 포괄적인 것으
전술한 것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들

에 관련되지만, 본 발명의 다른 및 추가 실시형태들이 그 기본 범위로부터 벗어남 없이 고안될 수도 있고, 그
범위는 다음에 오는 청구항들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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