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9G 3/3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3월20일

10-0696693

2007년03월12일

(21) 출원번호 10-2005-0030661 (65) 공개번호 10-2006-0108920

(22) 출원일자 2005년04월13일 (43) 공개일자 2006년10월18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4월13일

(73) 특허권자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575

(72) 발명자 박용성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신코아아파트 1425호

마츠에다요지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428-5

최상무

서울 광진구 자양1동 612-43 3층 1호

(74) 대리인 유미특허법인

(56) 선행기술조사문헌

1020040103782 1020050030661 - 727230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천대식

전체 청구항 수 : 총 9 항

(54) 유기 발광 표시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유기 발광 표시 장치, 특히 화면을 표시하는 표시부와 표시부의 화소를 구동하는 주변 회로가 동일 기판 위에 형

성되는 유기 발광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유기 발광 표시 장치는 복수의 화소, 저항 래더부, 소정의 수의 전압 선택부 및 데이터 구동부가 동일한 기판위

에 형성된다. 저항 래더부는 최고 기준 전압과 최저 기준 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는 복수의 저항을 포함한다. 전압 선택

부는 저항 래더부와 복수의 접점을 통해 연결되는 복수의 스위치를 포함하며, 복수의 스위치 중 하나의 스위치를 통해 상

기 접점을 통해 입력되는 복수의 전압들 중에서 기준전압을 선택한다. 데이터 구동부는 화소에 대응하는 영상 신호의 계조

를 각각 상기 기준 전압에 기초하여 데이터 전압으로 변경하고, 상기 데이터 전압을 상기 화소로 전달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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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위에 형성되는 복수의 화소,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며, 최고 기준 전압과 최저 기준 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는 복수의 저항을 포함하는 저항 래더부,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며, 상기 저항 래더부와 복수의 접점을 통해 연결되는 복수의 스위치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스위

치 중 하나의 스위치를 통해 상기 접점을 통해 입력되는 복수의 전압들 중에서 기준전압을 선택하는 소정의 수의 전압 선

택부,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며, 상기 화소에 대응하는 영상 신호의 계조를 각각 상기 기준 전압에 기초하여 데이터 전압으로 변

경하고, 상기 데이터 전압을 상기 화소로 전달하는 데이터 구동부를 포함하며,

상기 기준 전압은 상기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영상 신호의 계조를 적어도 하나의 최상위 비트를 기준으로 복수의 그룹으로

분할하였을 때, 상기 각 그룹에 속하는 복수의 계조 중 특정 계조에 해당하는 데이터 전압인 유기 발광 표시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계조는 각 그룹의 경계에 해당하는 계조인 유기 발광 표시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동부는,

상기 소정의 수의 기준 전압 중 각각 두 개의 기준 전압을 선택하는 제1 디코더,

상기 선택된 두 개의 기준 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저항,

그리고

상기 영상 신호의 계조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비트로부터, 상기 직렬로 연결된 저항에 의해 형성

되는 복수의 접점 중 상기 영상 신호의 계조에 대응하는 접점을 선택하는 제2 디코더

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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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 래더부 및 소정의 수의 전압 선택부가,

상기 영상 신호의 제1 내지 제3 색상 별로 각각 포함되는 유기 발광 표시 장치.

청구항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 색상의 저항 래더부에 각각 인가되는 상기 제1 내지 제3 최고 기준 전압 및 상기 제1 내지 제3 최저 기

준 전압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는 유기 발광 표시 장치.

청구항 8.

기판 위에 형성되며, 각각의 색상을 가지는 복수의 부화소를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화소,

상기 기판 위에 저항 값을 갖는 배선으로 형성되며, 양단에 각각 제1 최고 기준 전압과 제1 최저 기준 전압이 인가되는 제1

저항부,

상기 기판 위에 저항 값을 갖는 배선으로 형성되며, 양단에 각각 제2 최고 기준 전압과 제2 최저 기준 전압이 인가되는 제2

저항부,

상기 기판 위에 저항 값을 갖는 배선으로 형성되며, 양단에 각각 제3 최고 기준 전압과 제3 최저 기준 전압이 인가되는 제3

저항부,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며, 상기 제1 저항부에 하나 이상의 제1 스위치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제1 스위치를 통해 제1 기준

전압을 선택하는 소정의 수의 제1 전압 선택부,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며, 상기 제2 저항부에 하나 이상의 제2 스위치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제2 스위치를 통해 제2 기준

전압을 선택하는 소정의 수의 제2 전압 선택부,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며, 상기 제3 저항부에 하나 이상의 제3 스위치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제3 스위치를 통해 제3 기준

전압을 선택하는 소정의 수의 제3 전압 선택부,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며, 상기 제1 내지 제3 색상의 부화소에 대응하는 영상 신호를 각각 상기 제1 내지 제3 기준 전압에

기초하여 데이터 전압으로 변경하고, 상기 데이터 전압을 상기 제1 내지 제3 색상의 부화소로 각각 전달하는 데이터 구동

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내지 제3 기준 전압은 상기 영상 신호의 계조를 적어도 하나의 최상위 비트를 기준으로 복수의 그룹으로 분할하

였을 때, 상기 각 그룹에 속하는 복수의 계조 중 특정 계조에 해당하는 데이터 전압인 유기 발광 표시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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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내지 제3 기준 전압은, 상기 제1 내지 제3 색상의 부화소에 각각 대응하는 상기 영상 신호의 소정 계조에 각각 해

당하는 데이터 전압인 유기 발광 표시 장치.

청구항 10.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동부는,

상기 복수의 제1 내지 제3 기준 전압 중 각각 두 개의 제1 내지 제3 기준 전압을 선택하는 제1 디코더,

상기 선택된 두 개의 제1 기준 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제1 저항,

상기 선택된 두 개의 제2 기준 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제2 저항,

상기 선택된 두 개의 제1 기준 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제3 저항, 그리고

상기 영상 신호의 계조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비트로부터, 상기 직렬로 연결된 제1 내지 제3 저항

에 의해 형성되는 복수의 접점 중 상기 영상 신호의 계조에 대응하는 접점을 선택하는 제2 디코더

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 장치.

청구항 11.

제8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 최고 기준 전압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며, 상기 제1 내지 제3 최저 기준 전압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는 유

기 발광 표시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기 발광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구동부등 주변 회로와 표시 영역이 하나의 동일 기판 위에 형성되는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액정을 이용한 표시 장치, 유기 물질의 전계발광을 이용한 표시 장치 등의 평판 표시 장치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액정 표시 장치, 유기 발광 표시 장치 등은 능동 구동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능동 구동 방식은 능

동 소자를 이용하는 구동 방식을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능동 소자로서 절연 기판 위에 반도체 층을 증착하여, 형성되는 박막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루

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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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절연 기판 위에 박막 트랜지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절연 기판 상에 표시 영역 이외에, 구동부 등의 회로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절연 기판 위에 표시 영역과 구동부 등 주변 회로가 같이 형성된 패널 상 시스템을 특히 SOP(system

on panel) 라 한다.

한편, 표시장치에서는 영상신호가 입력되는 패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력되는 영상신호에 대하여 감마보정이 수행되

고 있다.

그런데, SOP 형 유기 발광 표시 장치의 경우는 LTPS(low temperature polysilicon) 공정으로 제조되어 서로 특성상 편차

가 있는 폴리 실리콘을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층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유기 발광 표시 장치에 필요한 감마 보

정 값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기 설정된 하나의 감마 보정 회로만을 사용하는 종래의 감마 보정 방법으로는 각 유

기 발광 표시 장치에 대해 최적의 감마 보정을 만족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한편, 발광 표시 장치의 화상 이미지는 주변 환경의 밝기에 따라, 가시성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변 환경이 밝은

경우, 발광 표시 장치는 더욱 밝은 화상 이미지를 출력해야, 우수한 가시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주변 환경이 어두운 경

우, 우수한 명암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두운 화상 이미지를 출력해야 한다. 이 처럼, 발광 표시 장치의 출력 화상

이미지는 주변 환경의 밝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조절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경우 각 색상에 대하여, 감마 보정을 다시 수

행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SOP에 대한 시도가 심화 되면서, 점차 구동부 외에도 많은 회로를 절연 기판상에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조

정 가능한 감마 보정 회로가 표시 영역과 동일한 절연기판상에 형성되는 SOP 타입 발광 표시 장치는 시도되지 못한 상태

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은 종래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하나의 동일한 기판 내에 표시 영역 및 조정 가능한 R, G, B 별

감마 보정 회로가 형성된 유기 발광 표시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주변 환경의 밝기의 변화에 적합한 휘도의 화상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유기 발광 표시 장치를 제공하고

자 한다.

발명의 구성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른 유기 발광 표시 장치는 복수의 화소, 저항 래더부, 소정의 수의 전

압 선택부 및 데이터 구동부가 동일한 기판위에 형성된다. 저항 래더부는 최고 기준 전압과 최저 기준 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는 복수의 저항을 포함한다. 전압 선택부는 저항 래더부와 복수의 접점을 통해 연결되는 복수의 스위치를 포함하며,

복수의 스위치 중 하나의 스위치를 통해 상기 접점을 통해 입력되는 복수의 전압들 중에서 기준전압을 선택한다. 데이터

구동부는 화소에 대응하는 영상 신호의 계조를 각각 상기 기준 전압에 기초하여 데이터 전압으로 변경하고, 상기 데이터

전압을 상기 화소로 전달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른 유기 발광 표시 장치는 복수의 화소, 제1 저항부, 제2 저항부, 제3 저항부, 제1 전압선택부,

제2 전압선택부, 제3 전압 선택부, 및 데이터 구동부가 동일한 기판위에 형성된다. 복수의 화소는 각각의 색상을 가지는 복

수의 부화소를 각각 포함한다. 제1 저항부는 저항 값을 갖는 배선으로 형성되며, 양단에 각각 제1 최고 기준 전압과 제1 최

저 기준 전압이 인가된다. 제2 저항부는 저항 값을 갖는 배선으로 형성되며, 양단에 각각 제2 최고 기준 전압과 제2 최저

기준 전압이 인가된다. 제3 저항부는 저항 값을 갖는 배선으로 형성되며, 양단에 각각 제3 최고 기준 전압과 제3 최저 기준

전압이 인가된다. 제1 전압선택부는 제1 저항부에 하나 이상의 제1 스위치를 통해 연결되며, 제1 스위치를 통해 제1 기준

전압을 선택한다. 제2 전압 선택부는 제2 저항부에 하나 이상의 제2 스위치를 통해 연결되며, 제2 스위치를 통해 제2 기준

전압을 선택한다. 제3 전압 선택부는 제3 저항부에 하나 이상의 제3 스위치를 통해 연결되며, 제3 스위치를 통해 제3 기준

전압을 선택한다. 데이터 구동부는 제1 내지 제3 색상의 부화소에 대응하는 영상 신호를 각각 제1 내지 제3 기준 전압에

기초하여 데이터 전압으로 변경하고, 데이터 전압을 제1 내지 제3 색상의 부화소로 각각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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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유기 발광 표시 장치에 대하여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유기 발광 표시 장치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유기 발광 표시 장치는 동일 기판 상에 형성된 표시부(100), 데이터 구

동부(200), 기준 전압 생성부(300), 시프트 레지스터(400), 레벨 시프터 및 출력 버퍼(500), 및 DC/DC 변환부(600)를 포

함한다. 여기서, 시프트 레지스터(400)와 레벨 시프터 및 출력 버퍼(500)는 주사 구동부로 통칭되기도 한다.

표시부(100)는 행 방향으로 뻗어 있는 복수의 주사선(S1∼Sn) 및 열 방향으로 뻗어 있는 복수의 데이터선(D1~Dm)을 포

함한다. 이때, 하나의 주사선(S1∼Sn)과 하나의 데이터선(D1~Dm)이 교차하는 지점에 부화소가 형성되는데, 부화소는 대

응하는 주사선과 데이터선에 연결된다. 이러한 부화소는 박막 트랜지스터 등으로 이루어지는 화소 구동 회로와 유기 발광

소자(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를 포함한다. 그리고 부화소는 대응하는 주사선로부터의 선택신호에 따라 선택

되어 데이터선으로부터의 데이터 신호을 화소 구동회로를 통해 기입하고, 데이터 신호에 대응하는 밝기로 OLED를 발광시

킨다. 그리고 R 색상을 발광하는 부화소, G 색상을 발광하는 부화소 및 B 색상을 발광하는 부화소가 하나의 화소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들 부화소는 표시부(100)에서 스트라이프 형태, 델타 형태 등으로 배열될 수 있다.

데이터 구동부(200)는 표시부(100)의 일측에 배치되어 데이터선(D1~Dm)으로 데이터 신호를 전달한다. 도 1에서는 데이

터 구동부(200)가 표시부(100)의 일측에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하였으나, 데이터 구동부(200)는 표시부(100)의 양

측에 각각 배치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영상 신호는 홀수 및 짝수 번째 영상 데이터로 분리되어 제1 데이터 구동부 및 제2

데이터 구동부로 각각 인가된다. 이 경우, 제1 데이터 구동부 및 제2 데이터 구동부는 각각 표시부(100)에 홀수 및 짝수 번

째 영상 데이터 신호를 전달한다.

기준 전압 생성부(300)는 데이터 구동부(200)의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부(digital to analog converter; 이하 'DAC'라 함)

에 적색(이하 'R' 이라 함), 녹색(이하 'G'라 함) 및 청색(이하 'B'라 함)별로 R 기준 전압, G 기준 전압 및 B 기준 전압을 각

각 생성하여 인가한다.

시프트 레지스터(400)는 선택 신호를 레벨 시프터 및 출력 버퍼(500)에 순차적으로 출력하고, 레벨 시프터 및 출력 버퍼

(500)는 시프트 레지스터(400)로부터의 선택 신호를 수신하여 선택 신호의 전압 레벨을 변경하여, 표시부(100)의 주사선

(S1∼Sn)으로 전달한다.

DC/DC 변환부(600)는 부극성 전압을 생성하여 레벨 시프터 및 출력 버퍼(500)로 전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표시부

(100)로 전달되는 선택 신호가 정극성 및 부극성 전압 사이를 스윙하는 펄스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화소 내부에는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은 화소 회로가 형성될 수 있다. 도 2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등가 회로의 한 예이다. 도 2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n번째 행의 주사선(Sn)과 m번째 열의 데이터선(Dm)에 연결된

화소 회로만을 도시하였으며, 도 2의 화소 회로는 데이터 신호로서 아날로그 전압(이하, 데이터 전압이라 함)을 사용한다.

그리고 도 2에서는 박막 트랜지스터를 PMOS 트랜지스터로 도시하였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소 회로는 2개의 박막 트랜지스터(SM, DM), 커패시터(Cst) 및 OLED를 포함한다. 스위칭 트

랜지스터(SM)는 게이트가 주사선(Sm)에 연결되고 소스가 데이터선(Dm)에 연결되어 있으며, 스위칭 트랜지스터(SM)의

드레인과 구동 트랜지스터(DM)의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다. 구동 트랜지스터는(DM)의 소스는 전원 전압(VDD)에 연결되

고, 커패시터(Cst)는 구동 트랜지스터(DM)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OLED의 애노드 전극은 구동

트랜지스터(DM)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OLED의 캐소드 전극은 전원 전압(VDD)보다 낮은 전압을 공급하는 전원 전압

(VSS)에 연결되어 있다.

다음, 도 2에 도시된 화소 회로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주사선(Sn)에 선택신호가 인가되어 스위칭 트랜지스

터(SM)가 턴온되면, 데이터 전압이 구동 트랜지스터(DM)의 게이트에 전달된다. 이때, 전원 전압(VDD)과 데이터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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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TA)의 차에 해당하는 전압이 커패시터(Cst)에 저장되어, 구동 트랜지스터(DM)의 게이트 및 소스간의 전압(VGS)이

일정 기간 유지된다. 그리고 구동 트랜지스터(DM)는 게이트 및 소스간의 전압(VGS)에 대응하는 전류(IOLED)를 OLED에

인가하여, OLED가 발광 하게 된다. 이때, OLED에 흐르는 전류(IOLED)는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1

여기서, VGS 구동 박막 트랜지스터(DM)의 게이트 및 소스 간의 전압, VTH는 구동 트랜지스터(DM)의 문턱 전압, VDATA

는 데이터 전압, β는 상수 값을 나타낸다.

수학식 1로부터, 유기 발광 소자(OLED)에 인가되는 전류(IOLED)의 양은 데이터 전압(VDATA)이 낮을수록 많고, 데이터 전

압(VDATA)이 높을수록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기 발광 표시 장치에서는 데이터 전압이 낮을수록 높은 계조의 화

상이 표시되고, 데이터 전압이 높을수록 낮은 계조의 화상이 표시된다. 다만, 상기 수학식 1 은 구동 트랜지스터(DM)이

PMOS인 경우이며, 구동 트랜지스터(DM)이 NMOS 인 경우에는 데이터 전압이 높을수록 높은 계조의 화상이 표시되고,

데이터 전압이 낮을수록 낮은 계조의 화상이 표시된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OP 형 유기 발광 표시 장치의 제조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절연 기판 상에,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 층 형성을 위한 비정질 실리콘층을 증착하고, 증착된 무정형 실리콘 층을

LTPS(low temperature polysilicon) 등의 공정을 통해 다결정 실리콘 층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폴리실리콘 층을 패턴하

여 모든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되는 반도체 채널층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표시부(100), 데

이터 구동부(200), 기준 전압 생성부(300), 시프트 레지스터(400) 및 레벨 시프터 및 출력 버퍼(500)에 포함되는 박막 트

랜지스터의 채널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형성된 채널에 절연막을 형성하고, 형성된 절연막 상에 게이트 전극 및 배선 용 금

속층을 형성하고, 형성된 금속 층에 절연 막을 형성한 뒤, 형성된 절연막 상에 드레인 및 소스 전극용 금속층 및 유기 발광

소자(OLED)의 애노드 전극 용 금속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다음으로, 유기 발광 소자(OLED)로서 R, G, B 별로 유기

물질층을 형성하고, 유기 물질층 상에 투명 캐소드 전극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SOP 형 유기 발광 표시 장치의 제조 과정은 게이트 전극이 채널층 위에 형성되는 탑 게이트 형 구조의 박막 트

랜지스터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나, 게이트 전극이 채널 층 아래에 형성되는 바텀 게이트 형 구조의 박막 트랜지스터 역

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바텀 게이트 형 구조의 박막 트랜지스터가 사용되는 SOP 형 유기 발광 표시 장치의 제조 과정

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기술자에 의해 상술한 탑 게이트 형 구조의 박막 트랜지스터가 사용되는 SOP 형 유기 발

광 표시 장치의 제조 과정으로부터 용이하게 구성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하, 도 3 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구동부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3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구동부의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구동부(200)는 시프트 레지스터(210), 샘플링 래치(220), 홀딩

래치(230), 레벨 시프터(240), DAC(250), 및 출력 버퍼(260) 를 포함한다.

시프트 레지스터(210)는 클록(DCLK, DCLKB)에 따라 시작 신호(DSP)로부터 샘플링 신호를 생성하고, 이 샘플링 신호를

클록(DCLK, DCLKB)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프트하여 출력한다.

샘플링 래치(220)는 복수의 샘플링 회로를 포함하며, 각 샘플링 회로는 시프트 레지스터(210)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샘플링 신호에 따라 입력되는 R, G, B 디지털 신호를 순차적으로 샘플링한다.

홀딩 래치(230)는 인에이블 신호(DENB)에 따라 샘플링 래치(220)에서 순차적으로 샘플링된 R, G, B 디지털 신호를 동시

에 출력한다.

레벨 시프터(240)는 입력 전압(LVDD)에 따라 홀딩 래치(230)에서 출력되는 R, G, B 디지털 신호의 전압 레벨을 DAC

(25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벨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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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250)는 입력되는 R, G, B 디지털 신호를 표시부(100)의 해당 R, G, B 부화소에 각각 인가되는 R, G, B 별 데이터 전

압으로 변환한다. 이때, DAC(250)는 기준 전압 생성부(300)로부터 생성되어 입력되는 R, G, B 별 기준 전압(VR0∼VR8,

VG0∼VG8, VB0∼VB8)을 이용하여 R, G, B 디지털 신호를 R, G, B 별 데이터 전압으로 변환한다.

출력 버퍼(260)는 DAC(250)에서 출력되는 R, G, B 별 데이터 전압을 버퍼링하여, 각 R, G, B 부화소로 출력한다.

다음, 도 4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R, G, B 부화소의 감마 특성과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를 감마 보정하여 기준 전압으로 변

경하는 기준 전압 생성부(300) 및 DAC(250)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 내지 도 9에서 입력 영상 데이터는 6비트

디지털 신호로 가정한다.

먼저,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R, G, B 부화소의 감마 특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4 내지 도 6은 각각 R, G, B 부화소의

감마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 내지 도 6에서 가로축은 입력 영상 데이터의 계조 레벨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입력

영상 데이터가 해당하는 계조 레벨로 표시되기 위해서 R, G, B 부화소에 인가되는 데이터 전압을 나타낸다.

도 4 내지 도 6을 보면, 동일한 계조에 대해서 R, G, B 부화소에 인가되는 데이터 전압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R, G, B 별 색상에 따른 감마 특성 차이는 R, G, B 별로 사용되는 유기 발광 재료의 특성이 달라서 발생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R, G, B별 감마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R, G, B별로 감마 보정을 하는데, 특히

DAC(250)에 공급되는 기준 전압을 R, G, B별로 결정한다.

먼저, 도 4 내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6비트 영상 데이터를 상위 3비트를 기준으로 8개의 구

간으로 분할하여 감마 보정을 한다. 그리고 기준 전압 생성부(300)는 각 구간의 최소 및 최고 계조에 각각 해당하는 전압을

기준 전압으로서 공급하며, 8개의 구간에서 이러한 기준 전압은 R, G, B별로 각각 9개가 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AC(250)의 개략적인 도면이며, 도 8은 도 7의 저항 래더부(254) 및 LSB 디코더(253)

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DAC(250)는 복수의 데이터선(D1~Dm)에 각각 대응되는 복수의 DAC 셀로 이루어지며, 도 7에

서는 설명의 편의상 3개의 데이터선(D1~D3)에 대응되는 DAC 셀만을 도시하였다. 그리고 3개의 데이터선(D1~D3)은 각

각 열 방향으로 뻗어 있는 R, G, B 부화소에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DAC(250)는 MSB(most significant bit) 디코더(251), 기준 전압 배선부(252), LSB(least

significant bit) 디코더(253) 및 저항 래더부(254)를 포함한다. 여기서, MSB 디코더(251)는 9개의 기준 전압(VR0~VR8)

중에서 연속하는 두 개의 기준 전압을 선택하며, 상위 3비트를 담당하고, LSB 디코더(253)는 하위 3비트를 담당한다.

기준 전압 배선부(252)에는, 기준 전압 생성부(300)로부터 입력되는 R 기준 전압(VR0~VR8)을 각각 전달하는 9개의 가

로 배선, G 기준 전압(VG0~VG8)을 각각 전달하는 9개의 가로 배선 및 B 기준 전압(VB0~VB8)을 각각 전달하는 9개의

가로 배선이 각각 가로 방향으로 뻗어 있다. 그리고 9개의 가로 배선에는 각각 세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세로 배선이 연결

되고, 이 세로 배선은 MSB 디코더(251)에 연결된다.

이하, MSB 디코더(251), 기준 전압 배선부(252), LSB 디코더(253) 및 저항 래더부(254)의 자세한 구조 및 동작을 R 디지

털 데이터를 R 데이터 전압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MSB 디코더(251)는 R 디지털 데이터의 상위 3비트에 따라 각각 9개의 가로 배선 중에서 2개의 연속되는 가로 배선을 선

택한다. 그리고 MSB 디코더(251)에서 선택된 2개의 가로 배선에 전달된 기준 전압(VRH, VRL)을 전달하기 위한 2개의

세로 배선이 세로 방향으로 뻗어서 저항 래더부(254)에 연결된다.

도 7 및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저항 래더부(254)는 MSB 디코더(251)의 2개의 기준 전압(VRH, VRL)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는 7개의 저항(R1~R7)을 포함하며, LSB 디코더(253)는 기준 전압(VRH)과 저항(R1)의 접점, 인접한 두 저항의 접

점 및 저항(R7)과 기준 전압(VRL)의 접점에 각각 연결되는 8개의 박막 트랜지스터(SW1~SW8)를 포함한다. 그리고 LSB

디코더(253)는 R 디지털 데이터의 하위 3비트에 따라 8개의 박막 트랜지스터(SW1~SW8) 중 하나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선택하여 R 데이터 전압으로 출력한다. 이상에서, MSB 디코더(251)의 자세한 구조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었으나, MSB 디

코더(251) 또한 LSB 디코더(253)에 대칭되도록 박막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하, DAC(250) 에 의한 R, G, B 별 데이터 전압 생성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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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DAC(250)는 기준 전압 생성부(300)로부터 감마 보정된 기준 전압을 입력받는다. 다음, DAC(250) 는 입력 영상 데

이터를 계조 레벨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분할한다. 앞에서 예시한 것처럼 입력 영상 데이터가 6비트인 경우, MSB 디코더

(251)에서 상위 3비트를 처리하고 LSB 디코더(253)에서 하위 3비트를 처리한다. 이때, 입력 영상 데이터는 먼저 상위 3

비트, 즉 8계조 간격으로 분할된다. 따라서 6비트 입력 영상 데이터는 8계조 간격으로 8개의 구간으로 분리된다. 이때, 인

접한 두 구간의 끝을 동일하게 하면, 8개의 구간에서 생기는 7개의 접점 및 처음과 마지막 구간의 2개의 끝점을 합해서 총

9개의 경계점이 형성된다. 이 9개의 경계점을 기준 전압 생성부(300)에서 DAC(250)로 입력되는 9개의 기준 전압

(VR0~VR8)으로 설정하고, 각 구간의 기울기를 9 개의 경계점의 전압 차로서 결정한다. 그러면 도 4 내지 6에 도시한 바

와 같이 8개의 구간으로 감마 보정 곡선에 근사한 그래프를 형성할 수 있다. 각 구간에서의 계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LSB 디코더(253)와 저항 래더부(254)를 이용하여 세분화하여 생성된다.

도 9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준 전압 생성부(300)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준 전압 생성부(300)는 R 저항 래더부(310), G 저항 래더부(320), B 저항 래더부(330), R 전

압 선택부(341 ~ 347), G 전압 선택부(351 ~ 357), 및 B 전압 선택부(361 ~ 367)를 포함한다.

R 저항 래더부(310), G 저항 래더부(320) 및 B 저항 래더부(330)는 각각 복수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형성되며, 도 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다. 한편, R 저항 래더부(310), G 저항 래더부(320) 및 B 저항 래더부(330)는

수평 방향으로 서로 겹쳐지도록 배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배열되는 경우, 회로의 배선은 복잡해 지나, 회

로 배선 공간이 절약될 수 있다. R 저항 래더부(310), G 저항 래더부(320) 및 B 저항 래더부(330)는 SOP 제조 공정중에

저항 물질을 첨가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저항 래더부는 복수의 저항들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값을 갖는 저

항 물질이 부가된 배선일 수 있다.

R 저항 래더부(310), G 저항 래더부(320) 및 B 저항 래더부(330)의 양단에 R, G, B 별 최고 기준 전압(VREFH-R,

VREFH-G, VREFH-B) 및 최저 기준 전압(VREFL-R, VREFL-G, VREFL-B)이 각각 인가된다. 여기서, 최고 기준 전압

(VREFH-R, VREFH-G, VREFH-B) 및 최저 기준 전압(VREFL-R, VREFL-G, VREFL-B)은 R, G, B 별 유기 발광 재료

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해지는 R, G, B 별 감마 특성에 따라 R, G, B 별로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R 전압 선택부(341 ~ 347), G 전압 선택부(351 ~ 357), 및 B 전압 선택부(361 ~ 367) 는 각각 R 저항 래더부(310), G 저

항 래더부(320), 및 B 저항 래더부(330)에 연결된다. R 전압 선택부(341 ~ 347), G 전압 선택부(351 ~ 357), 및 B 전압

선택부(361 ~ 367)는 각각 직렬로 연결된 저항열의 복수의 소정 지점에 복수의 접점을 통해 연결되어, 최고 기준 전압

(VREFH-R, VREFH-G, VREFH-B)과 최저 기준 전압(VREFL-R, VREFL-G, VREFL-B) 사이의 기준 전압을 출력한다.

각 전압 선택부는 내부에 각 저항 래더부와 연결되는 복수의 접점에 각각 대응되는 복수의 스위치를 포함하며, 복수의 스

위치를 이용하여 복수의 접점을 통해 입력되는 복수의 전압들 중에서 하나의 기준 전압을 선택한다.

R 저항 래더부(310), G 저항 래더부(320) 및 B 저항 래더부(330)의 저항열에 각각 연결되는 R 전압 선택부(341 ~ 347),

G 전압 선택부(351 ~ 357), 및 B 전압 선택부(361 ~ 367)의 위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력 영상 데이터를 계조 레벨

에 따라 분리한 경계점에 대응하도록 위치한다. R 전압 선택부(341 ~ 347), G 전압 선택부(351 ~ 357), 및 B 전압 선택부

(361 ~ 367)은 각각 R 저항 래더부(310), G 저항 래더부(320) 및 B 저항 래더부(330)를 복수의 저항값을 갖는 구간으로

분리한다.

앞에서 예시한 것과 같이 총 9 개의 경계점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기준 전압(VREFH-R, VREFH-G, VREFH-B)과 최저

기준 전압(VREFL-R, VREFL-G, VREFL-B)를 제외한 나머지 7 개의 기준 전압의 생성 위치에 R 전압 선택부(341 ~

347), G 전압 선택부(351 ~ 357), 및 B 전압 선택부(361 ~ 367)이 배치된다. R 전압 선택부(341 ~ 347), G 전압 선택부

(351 ~ 357), 및 B 전압 선택부(361 ~ 367)의 배치 위치는 상이한 기준 전압의 생성을 위해 각각 서로 상이한 저항 값을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 이때, 각 전압 선택부 내 스위치의 수가 3 개인 경우, R 전압 선택부(341 ~ 347), G 전압 선택부

(351 ~ 357), 및 B 전압 선택부(361 ~ 367)는 각각 입력되는 3 개의 전압들 중에서 하나의 전압을 기준 전압으로 선택하

여 출력하게 된다.

또한, R, G, B 별 기준 전압들은 R, G, B 별 최고 기준 전압 및 최소 기준전압으로부터 생성되므로, 기준 전압 생성부(300)

에 입력되는 R, G, B 별 최고 기준 전압 및 최소 기준전압을 조절함으로써, DAC(250)에서 표시부(100)로 출력되는 데이

터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R, G, B 별 최고 기준 전압 및 최소 기준전압를 높이는 경우, 표시부(100)에 인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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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압이 높아져서, 유기 발광 표시 장치에서 출력되는 화상 이미지의 휘도가 낮아진다. 반면에, R, G, B 별 최고 기

준 전압 및 최소 기준전압를 낮추는 경우, 데이터 전압이 낮아져서, 유기 발광 표시 장치에서 출력되는 화상 이미지의 휘도

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SOP 형 유기 발광 표시 장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박막 트랜지스터 형성을 위해 무정형 실리콘 층을

LTPS 공정을 통해 다결정 폴리 실리콘으로 변환하므로, 특성상 다소 편차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감마 보정 회로가

서로간 특성에 편차가 있는 모든 유기 발광 표시 장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OP 형

유기 발광 표시 장치의 기준 전압 생성부(300)는 내부에 R 전압 선택부(341 ~ 347), G 전압 선택부(351 ~ 357), 및 B 전

압 선택부(361 ~ 367)를 두어 감마 보정된 기준 전압을 각 색상별로 재차 선택하여 특성에 편차가 있는 유기 발광 표시 장

치라 하더라도 각각 최적화된 감마 보정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R, G, B 별 기준 전압들은 R, G, B 별 최고 기준 전압 및 최소 기준전압으로부터 생성되므로, 기준 전압 생성부(300)

에 입력되는 R, G, B 별 최고 기준 전압 및 최소 기준전압를 조절함으로써, DAC(250)에서 표시부(100)로 출력되는 데이

터 전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의 유기 발광 표시 장치는 R, G, B 별로 상이한 최고 기준 전압 및 최저 기준 전압을 사용함으로써,

표시부(100)에 사용되는 색상별 발광 재료의 특성에 적합한 최고 기준 전압 및 최저 기준 전압을 사용하여, 각 색상에 최적

화된 감마보정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유기 발광 표시 장치의 외부 환경의 밝기에 따라 기준 전압 생성부(300)에서 생성

되는 기준 전압을 변경함으로써, 본 발명의 실시예의 유기 발광 표시 장치는 외부 환경의 밝기에 적합한 화상 이미지를 출

력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유기 발광 표시 장치는 표시되는 각 색상에 따라 별개의 감마 보정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기 발광 표

시 장치에 사용되는 유기 발광 재료들이 그 색상별로 특성이 상이하여, 상이한 범위의 데이터 전압 및 색상별 감마 보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 발명의 유기 발광 표시 장치는 각 색상별로 사용되는 유기 발광 재료들의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최고

기준 전압 및 최저 기준 전압을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색상별로 감마 특성에 적합한 감마 보정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유기 발광 표시 장치는 R, G, B 별로 감마 보정 회로를 조정하여, 유기 발광 표시 장치에 최적화된 감마 보정 회

로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SOP 형 유기 발광 표시 장치의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반영하여 각 유기 발광 표

시 장치 마다 최적화된 감마 보정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유기 발광 표시 장치는 주변 환경의 밝기 변화에도 항상 적합한 가시성을 갖는 화상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외와 같이 밝기가 높은 환경의 경우 표시 이미지를 인지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 본 발명의 유기 발광 표

시 장치는 최고 기준 전압 및 최저 기준 전압을 하향 조절하여, 입력 계조 데이터 전압을 낮춰 화상 이미지의 휘도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어두운 실내와 같은 경우, 화상 이미지에 높은 명암 비가 요구되는데, 이 경우, 본 발명의 유기 발광 표시

장치는 최고 기준 전압 및 최저 기준 전압을 상향 조절하여, 입력 계조 데이터 전압을 높여 화상 이미지의 휘도를 낮출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유기 발광 표시 장치는 주변 환경의 밝기를 모니터링하여 동적으로 화상 이미지의 휘도를 조절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의 밝기에 따라, 화상 이미지의 휘도를 조절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높

은 가시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유기 발광 표시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도 2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등가 회로도이다.

도 3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구동부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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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는 적색 영상 신호의 계조 레벨에 대한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부의 출력 데이터 전압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도 5 는

녹색 영상 신호의 계조 레벨에 대한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부의 출력 데이터 전압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도 6 은 청색 영

상 신호의 계조 레벨에 대한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부의 출력 데이터 전압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7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부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8 은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부의 저항 래더 및 LSB 디코더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9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준 전압 생성부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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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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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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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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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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