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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능동 매트릭스 ＬＥＤ 디스플레이에서 노화를 감소시키기위한 구동

(57) 요약

구동기(DD, SD, PD1, PS1, PD2, PS2)는 프레임 율에서, 1보다 더 작은 제 1 듀티 사이클을 갖는 제 1 전류(I1)를 능동 매

트릭스 디스플레이(AMD)의 제 1 광 방출 요소(PL1)에 공급하고, 제 2 전류(I2)를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AMD)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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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 방출 요소(PL2)에 공급한다. 제 2 광 방출 요소(PL2)는 제 1 광 방출 요소(PL1)보다 더 짧은 수명을 갖는다. 구동기

(DD, SD, PD1, PS1, PD2, PS2)는 제 1 듀티 사이클보다 더 길게 제 2 듀티 사이클을 제어한다. 구동기는 또한 제 1 전류

(I2)보다 더 작게 제 2 전류(I2)를 제어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레임 율에서, 1보다 작은 제 1 듀티 사이클을 갖는 제 1 전류(I1)를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AMD)의 제 1 광 방출 요

소(PL1)에 공급하고, 제 2 듀티 사이클을 갖는 제 2 전류(I2)를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AMD)의 제 2 광 방출 요소

(PL2)에 공급하기 위한, 구동기(DD, SD, PD1, PS1, PD2, PS2)로서,

상기 제 2 광 방출 요소(PL2)는 상기 제 1 광 방출 요소(PL1)보다 더 짧은 수명을 갖고, 상기 구동기(DD, SD, PD1, PD2,

PS2)는 상기 제 2 광 방출 요소(PL2)의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기 제 1 듀티 사이클보다 더 길게 제 2 듀티 사이클을

제어하기 위해 배열되는, 구동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프레임 기간(Tf) 내의 제 1 시간 기간(T1) 동안 상기 제 1 전류(I1)를 단지 제공하기 위한 제 1 픽셀 스위

칭 회로(PS1)와, 상기 프레임 기간(Tf) 내의 제 2 시간 기간(T2) 동안 상기 제 2 전류(I2)를 단지 공급하기 위한 제 2 픽셀

스위칭 회로(PS2)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시간 기간(T2)의 최소 지속기간은 상기 제 1 시간 기간(T1)의 최소 지속기간보

다 더 긴, 구동기.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시간 기간(T1)은 상기 프레임 기간(Ts)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선택되는 반면, 상기 제 2 시간

기간(T2)은 상기 프레임 기간(Ts)의 절반보다 길게 선택되는, 구동기.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시간 기간(T2)은 프레임 기간(Tf)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선택되고, 상기 제 1 시간 기간(T1)

은 상기 프레임 기간(Tf)의 절반보다 더 짧게 선택되는, 구동기.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픽셀 스위칭 회로(PS1) 및 제 2 픽셀 스위칭 회로(PS2)는 서로에 대해 상기 제 1 시간 기간

(T1) 및 제 2 시간 기간(T2)에 실질적으로 중심을 두도록 배열되는, 구동기.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기(DD, SD, PD1, PS1, PD2, PS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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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전류(I1)를 상기 제 1 픽셀 스위칭 회로(PS1)에 공급하기 위한 제 1 픽셀 구동 회로(PD1)로서, 상기 제 1 전류

(I1)의 레벨은 제 1 데이터 신호(RD1)에 의해 결정되는, 제 1 픽셀 구동 회로(PD1)와;

상기 제 2 전류(I2)를 상기 제 2 픽셀 스위칭 회로(PS2)에 공급하기 위한 제 2 픽셀 구동 회로(PD2)로서, 상기 제 2 전류

(I2)의 레벨은 제 2 데이터 신호(BD1)에 의해 결정되고, 상기 제 1 시간 기간(T1) 및 제 2 시간 기간(T2)은 프레임 기간당

모션 블러(motion blur)의 예측된 양에 따라 프레임 기간당 미리 결정된 고정 지속기간을 갖는, 제 2 픽셀 구동 회로(PD2)

를

더 포함하는, 구동기.

청구항 7.

디스플레이 모듈로서, 제 1항에 기재된 제 1 광 방출 요소(PL1)와, 제 2 광 방출 요소(PL2)와, 구동기(DD, SD, PD1, PS1,

PD2, PS2)를 포함하는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AMD)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모듈.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광 방출 요소(PL1, PL2)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 디스플레이 모듈.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광 방출 요소(PL1)는 제 1 칼라를 갖는 광을 방출하기 위해 배열되고, 제 2 광 방출 요소(PL2)

는 상기 제 1 칼라와 다른 제 2 칼라를 갖는 광을 방출하기 위해 배열되는, 디스플레이 모듈.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칼라는 적색이고, 상기 제 2 칼라는 청색인, 디스플레이 모듈.

청구항 11.

제 8항에 기재된 디스플레이 모듈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2.

제 1 광 방출 요소(PL1) 및 제 2 광 방출 요소(PL2)를 포함하는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AMD)를 구동하는 방법으로서,

프레임 율에서, 1보다 작은 제 1 듀티 사이클을 갖는 제 1 전류(I1)를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AMD)의 제 1 광 방출 요

소(PL1)에 공급하고, 제 2 듀티 사이클을 갖는 제 2 전류(I2)를 상기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AMD)의 제 2 광 방출 요

소(PL2)에 공급하는 단계(DD, SD, PD1, PS1, PD2, PS2)로서, 상기 제 2 광 방출 요소(PL2)는 상기 제 1 광 방출 요소

(PL1)보다 더 짧은 수명을 갖는, 공급 단계(DD, SD, PD1, PS1, PD2, PS2)를 포함하고,

상기 공급 단계(DD, SD, PD1, PS1, PD2, PS2)는 상기 제 2 광 방출 요소(PL2)의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기 제 1 듀티

사이클보다 더 길게 상기 제 2 듀티 사이클을 제어하는,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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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 단계(DD, SD, PD1, PS1, PD2, PS2)는,

제 1 데이터 신호(RD1)에 의해 결정된 레벨을 갖는 제 1 전류(I1)를 공급하는 단계(PD1)와;

제 2 데이터 신호(BD1)에 의해 결정된 레벨을 갖는 제 2 전류(I2)를 공급하는 단계(PD2)와;

프레임 기간(Tf) 내의 제 1 시간 기간(T1) 동안에만 상기 제 1 전류(I1)를 상기 제 1 광 방출 요소(PL1)에 공급하는 단계

(PS1)와;

상기 프레임 기간(Tf) 내의 제 2 시간 기간(T2) 동안에만 상기 제 2 전류(I2)를 상기 제 2 광 방출 요소(PL2)에 공급하는

단계(PS2)로서, 상기 제 1 시간 기간(T1) 및 상기 제 2 시간 기간(T2)은 미리 결정된 고정 지속기간을 갖고, 상기 제 2 시

간 기간(T2)의 최소 지속기간은 상기 제 1 시간 기간(T1)의 최소 지속기간보다 더 긴, 공급 단계(PS2)를

포함하는,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용 구동기,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및 그러한 구동기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모듈,

디스플레이 모듈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및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구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US 6,583,775 B1은, 픽셀이 광 방출 요소에 공급된 전류의 양에 따라 밝기 레벨을 갖는 광 방출 요소를 포함하는 능동 매

트릭스 디스플레이를 기재한다. 광 방출 요소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이다. 스캐닝 라인 구동 회로는 하나

씩 픽셀의 행을 선택하는데, 각각은 행 선택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데이터 라인 구동 회로는 선택된 픽셀의 행에 평행하게

데이터 신호를 공급한다. 픽셀은 수신된 데이터에 따른 전류의 레벨을 결정하는 픽셀 구동 회로를 포함한다. 행 선택 기간

의 시작에, 광 방출 요소는 전류에 의해 결정된 밝기로 방출하기 시작한다. 행 선택 기간 이후에, 광 방출 요소는, 일반적으

로 스캐닝 기간 또는 프레임 기간 이후에 픽셀의 동일한 행이 다시 선택되고 새로운 데이터 신호가 수신될 때까지 이러한

밝기로 계속해서 방출한다.

US 6,583,775 B1은, 픽셀 구동 회로가 정지(stopping) 제어 라인을 통해 정지 신호(stop signal)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을

더 포함한다는 것을 기재한다. 정지 신호의 발생은 이러한 행이 다시 선택되기 전에 즉시 행의 연관된 광 방출 요소가 광을

방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한다. 듀티 사이클은 픽셀의 온-시간(on-time)과 프레임 기간 사이의 비율을 나타낸다. 모든

픽셀의 듀티 사이클을 조정함으로써, 디스플레이 밝기는 조정될 수 있다. 듀티 사이클이 1보다 더 작게, 예를 들어 모든 픽

셀에 대한 1/10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피크 전류를 증가시키고 각 픽셀에 포함된 능동 매트릭스에서의 박막 트랜지스터

의 채널 길이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듀티 사이클을 적합하게 선택함

으로써, 박막 트랜지스터를 설계하는 자유도는 증가한다.

적색, 녹색 및 청색 픽셀이 존재하는 칼라 디스플레이에서, 행의 모든 적색 픽셀은 정지 제어 라인 중 동일한 하나에 연결

되고, 모든 녹색 픽셀은 정지 제어 라인 중 다른 하나에 연결되고, 모든 청색 픽셀은 정지 제어 라인의 또 다른 하나에 연결

된다. 상이한 칼라를 갖는 픽셀의 광 방출은 상이한 순간에 정지될 수 있다. 이들 상이한 정지 순간은 간단한 방식으로 칼

라 평형(color balance)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더욱이, 모션 블러(motion blur)의 감소가 듀티 사이클을 약 50%로, 또는 바람직하게 25% 미만으로 설정함으로써 도달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된다.

그러나, 픽셀의 온-타임과 프레임 기간 사이의 비율이 더 작아질수록, 광 방출 요소를 통하는 전류가 동일한 휘도를 얻기

위해 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높은 전류는 광 방출 요소가 노화 기능(aging function)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더 빠르게 노화

되도록 한다. 그 비율은 또한 듀티 사이클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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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상이한 칼라를 갖는 광을 방출하는 광 방출 요소의 노화가 더 많이 동일한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용

구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1 양상은 제 1항에 청구된 구동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2 양상은 제 7항에 청구된 디스플레이 모듈을 제

공한다. 본 발명의 제 3 양상은 제 11항에 청구된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4 양상은 제 12항에 청구된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구동 방법을 제공한다. 유리한 실시예는 종속항에 한정된다.

제 1 양상에 따른 구동기는 제 1 전류를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제 1 광 방출 요소에 공급하고, 제 2 전류를 능동 매

트릭스 디스플레이의 제 2 광 방출 요소에 공급한다. 데이터가 프레임 율에서 리프레시(refreshed)되기 때문에, 또한 이들

전류는 프레임 율에서 발생한다. 제 2 광 방출 요소는, 동일한 듀티 사이클이 사용되는 경우 특정 휘도 출력에서 제 1 광 방

출 요소보다 더 빠르게 노화된다. 구동기는 제 1 광 방출 요소의 듀티 사이클보다 더 높은 값으로 제 2 광 방출 요소의 듀티

사이클을 선택한다. 이것은, 제 2 전류를 제 2 광 방출 요소의 듀티 사이클이 제 1 광 방출 요소의 듀티 사이클과 동일할 때

보다 비교적 더 낮은 최대값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제 2 광 방출 요소의 너무 빠른 노화는 제 2 광 방출 요소를 통과하는

전류를 한정함으로써 방지된다. 다른 한 편으로, 제 1 광 방출 요소의 듀티 사이클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모션 블러는 감소

할 것이다.

US 6,583,775 B1은, 밝기 제어, 모션 블러 감소, 및 박막 트랜지스터를 설계하기 위한 더 높은 자유도가 모든 픽셀의 듀티

사이클이 1보다 더 작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기재한다. 특수한 실시예에서, 상이한 채색 픽셀의 듀

티 사이클은 칼라 평형을 제어하도록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 기술은, 더 빠른 노화 픽셀(제 2 칼라를 가짐)의

듀티 사이클이 더 느린 노화 픽셀(제 1 칼라를 가짐)의 듀티 사이클보다 더 빠르게 제어된다는 것을 개시하지도 가르치지

도 않는다. 이것은 관련 문제가 없다: 칼라 평형 설정이 디스플레이의 원하는 디스플레이된 백색 포인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상이한 채색 물질의 효율 또는 시청자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노화 속도는 상이한 채색 물질의

노화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제 2항에 청구된 실시예에서, 가장 빠른 노화 광 방출 요소를 통과하는 전류의 값은, 가장 빠른 노화 광 방출 요소의 최소

듀티 사이클을 가장 느린 노화 광 방출 요소의 최소 듀티 사이클보다 더 높은 값으로 한정함으로써 가장 느린 노화 광 방출

요소를 통과하는 전류의 최대 값에 대해 한정된다. 가장 빠른 노화 광 방출 요소에 이용가능한 더 긴 듀티 사이클로 인해,

이러한 요소를 통하는 최대 전류는 더 낮은 값으로 한정되어, 노화는 느려질 것이다. 따라서, 상이한 광 방출 요소의 노화

는 더 많이 동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폴리머 물질의 수명(LT)이 휘도(LU)가 생성되는 시간(T)에 따르고, 다음 수학식,

LT∼LU-P/T(여기서 p는 물질 특성에 따른 제곱 인자이다)에 주어진다는 점으로 인한 것이다. 본 발명은 1보다 더 큰 인

자(p)로 전술한 작용을 나타내는 모든 광 방출 요소에 사용될 수 있다. 작은 분자 OLED 및 폴리머 OLED 물질은 그러한 작

용에 대해 알려져 있다. 2003년, SPIE의 회보, 볼륨 5214-6, Simone I.E. Vulto 등의 논문 "총 천연색 폴리머 광 방출 디

스플레이를 위한 기술 및 물질"은 폴리머 물질의 노화 작용을 논의한다.

제 3항에 청구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 가장 느린 노화 광 방출 요소가 광을 방출하는 제 1 시간 기간은 모션 블러를

허용가능 레벨로 감소시키기 위해 프레임 기간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선택된다(듀티 사이클은 0.5 이하이다). 그러나, 가

장 빠른 노화 광 방출 요소가 너무 빠르게 노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0.5보다 큰 듀티 사이클로 구동된다. 따라서, 이러

한 가장 빠른 노화 광 방출 요소의 동일한 광 출력이 얻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장 빠른 광 방출 요소를 통한 전류의

레벨은 이에 따라 감소된다.

광 방출 요소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해 비교적 큰 듀티 사이클로 구동되지만, 다른 하나는 비교적 작은 듀티 사이클로

구동되고, 전체 모션 블러는 감소한다. 이것은 특히 가장 빠른 노화 광 방출 요소가 픽셀의 휘도에 대한 가장 낮은 기여

(contribution)를 갖거나 모션 블러에 대한 영향이 가장 작은 칼라를 갖는 경우이다.

칼라 디스플레이의 실제 구현에서, 적색, 녹색 및 청색 칼라를 방출하는 3개의 상이한 광 방출 요소가 제공될 수 있다.

OLED 디스플레이에서, 일반적으로 청색 광을 방출하는 광 방출 요소는 가장 짧은 수명을 갖는다. 모션 블러의 가시도는,

적색 및 녹색 광 방출 요소의 듀티 사이클보다 더 긴 청색 광 방출 요소의 듀티 사이클을 선택함으로써 크게 영향을 받는

데, 이는 블러가 휘도에 대한 비교적 작은 기여를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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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청구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 가장 빠른 노화 광 방출 요소의 듀티 사이클은 이러한 광 방출 요소를 통해 가

능한 가장 낮은 전류를 얻기 위해 실질적으로 1이 되도록 선택되어, 수명은 최대가 된다. 가장 느린 노화 광 방출 요소의 듀

티 사이클은 모션 블러를 감소시키기 위해 1보다 더 작게 선택된다.

제 5항에 청구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 듀티 사이클이 1보다 더 작으면, 광 방출 요소가 광을 방출하는 시간 기간은,

어드레스 및 플래시(flash) 어드레싱 구성이 사용되는 경우 칼라 차단(break-up)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프레임 기간 내에

중심을 두고, 하나의 칼라의 모든 픽셀은 동시에 온 또는 오프된다. 다른 옵션은 행이 하나씩 어드레싱되고 광을 순차적으

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에, 광 생성 기간은 이제 행당 서로에 대해 중앙 정렬된다.

제 6항에 기재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 광 방출 요소를 통한 전류는 디스플레이될 이미지에 대응하는 데이터 신호에

의해 결정된다. 상이한 수명을 갖는 광 방출 요소에 대한 상이한 듀티 사이클은 프레임 기간당 상이한 고정 값을 갖도록 선

택된다. 프레임 기간당 상이한 고정 값은 예를 들어 전력 제한을 수행하기 위해 평균 이미지 컨텐츠에 따라 좌우될 수 있

다. 이 경우에, 상이한 칼라의 듀티 사이클 사이의 비율은 고정된다. 가장 빠른 노화 픽셀의 듀티 사이클과 다른 픽셀의 듀

티 사이클 사이의 비율은 다른 듀티 사이클 제어 메커니즘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커야 한다. 이것은, 가장 빠른 노화 픽셀

의 듀티 사이클이 가능한 한 큰데, 일반적으로 1인 반면, 다른 채색 픽셀의 듀티 사이클은 모션 블러의 가시도의 가능한 감

소만큼 크게 얻도록 가능한 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이한 채색 픽셀의 광 출력(전류와 곱해진 듀티 사이클) 사이의 비

율은 원하는 백색 포인트를 얻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각 칼라에 대한 최대 전류는 선택된 듀티 사이클로부터 자

동으로 후속하고, 또는 그 역으로도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 광 방출 요소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이다. 바람직하게, 상이한 광 방출 요소는 상이한 칼라를 갖는 광을

방출한다.

본 발명의 들 및 다른 양상은 이후에 설명된 실시예로부터 명백하고, 이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실시예

도 1은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의 개략도를 도시한다. 도시된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AMD)는 단지 3개의 픽셀

(1, 2 및 3)을 포함한다. 실제 실시예에서,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는 더 많은 픽셀을 포함한다.

각 픽셀(1, 2 및 3)은, PDi로 집합적으로 지칭되는 픽셀 구동 회로(PD1, PD2, 및 PD3)와, PSi로 집합적으로 지칭되는 픽

셀 스위치 회로(PS1, PS2, 및 PS3)와, PLi로 집합적으로 지칭되고 광(LI1, LI2, 및 LI3)을 각각 방출하는 광 방출 요소

(PL1, PL2, 및 PL3)의 직렬 배열을 포함한다. 픽셀 구동 회로(PDi) 중 각 하나는 전원 전압(VB)과, 데이터 신호(Di){각각

도시된 픽셀(1, 2, 3)에 대해 RD1, BD1, 및 GD1}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과, 행 선택 신호(RS)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과, 연

관된 픽셀 스위치 회로(PSi)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출력을 포함한다. 픽셀(1, 2, 3)은 집합적으로 Pi로 지칭된다.

픽셀 스위치 회로(PSi)의 각 하나는 연관된 픽셀 구동 회로(PDi) 및 듀티 사이클 신호(DCi){도시된 픽셀(Pi)에 대해 각각

DR, DB, 및 DG}로부터 전류를 수신하고, 전류(Ii){도시된 픽셀(Pi)에 대해 각각 I1, I2, 및 I3}를 연관된 광 방출 요소(PLi)

에 공급한다. 전류(Ii)는 듀티 사이클 신호(DCi)에 따른 듀티 사이클을 갖는 광 방출 요소(PLi)에 공급된다. 듀티 사이클은

프레임 기간(Tf) 및 프레임 기간(Tf)의 지속기간 동안 광 방출 요소(PLi)의 온-시간의 비율로서 정의된다.

전원 전압(VB)은 전원 장치(PS)에 의해 공급된다. 동일한 전원 전압(VB)은 모든 픽셀(Pi)에 공급될 수 있다. 선택 구동기

(SD)는 제어 신호(CR)를 수신하고, 행 선택 신호(RS)를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행 선택 신호(RS)(하나만 도시됨)는 픽셀

(Pi)을 하나씩 선택하기 위해 하나씩 활성화된다. 데이터 구동기(DD)는 제어 신호(CC) 및 입력 이미지 신호(IV)를 수신하

고, 선택된 픽셀(Pi)의 행에 평행하게 데이터 신호(Di)를 공급한다. 타이밍 회로(TC)는 입력 이미지 신호(IV)와 연관된 동

기 정보(SY)를 수신하고, 선택 구동기(SD) 및 데이터 구동기(DD)를 서로에 대해 그리고 입력 이미지 신호(IV)에 대해 동

기화하기 위해 제어 신호(CC 및 CR)를 공급한다. 도 1은, 선택 구동기(SD)가 듀티 사이클 신호(DCi)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을 도시한다. 듀티 사이클이 고정되면, 이것은 간단한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듀티 사이클이 변하면, 선택 구동기(SD)는

입력 신호(IV)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입력 신호(IV) 대신에, 선택 구동기(SD)는 데이터 구동기(DD)로부터 듀티 사이

클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듀티 사이클 신호(DCi)는 선택 구동기(SD) 대신에 데이터 구동기(DD)에 의해 공급

될 수 있다.

광 방출 요소(PLi)는 흐르는 전류(Ii)에 따른 휘도(LIi)로 광을 생성하는 임의의 요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광 방출 요소

(PLi)는 OLED로 추가로 지칭되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일 수 있다. 그러한 OLED의 높은 피크 휘도, 및 이에 따라 OLE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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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높은 전류(Ii)는 비선형 저하(degradation) 영향으로 인해 수명을 극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긴 듀티

사이클이 바람직한데, 이는 비교적 낮은 연관된 피크 전류가 특정한 원하는 휘도를 얻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

듀티 사이클은 모션 블러 결함을 야기한다. 광 방출 요소(PLi)는, 그 휘도의 쇠퇴가 동일한 전류가 공급되는 동일한 시간

기간 이후에 더 커지는 경우 다른 광 방출 요소보다 더 빠르게 노화된다.

현재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해, 상이한 칼라 광을 방출하는 상이한 OLED의 수명은 상이하다. 특히, 청색 OLED의 수명은

적색 및 녹색 OLED의 수명보다 상당히 더 단축된다. 수명과 모션 블러 결함 사이의 절충은 적색 및 녹색 OLED의 듀티 사

이클을 감소시킴으로써 가능한 한편, 청색 OLED의 듀티 사이클은 비교적 크게 유지된다. 이러한 절충에서, 모션 블러의

상당한 감소는, 청색 광이 이미지의 선명한 인상(sharpness impression)에 덜 기여함과 동시에, 청색 OLED의 노화가 최

소화됨으로써 달성된다.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AMD)는 픽셀(Pi)을 포함하도록 한정되는 디스플레이 패널로 종종 지칭된다. 실제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패널(AMD)은 구동기 회로(DD, SD 및 TC)의 전부 또는 일부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구동기 회로(DD, SD 및

TC) 및 디스플레이 패널(1)의 이러한 결합은 종종 디스플레이 모듈로 지칭된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모듈은 많은 디스플레

이 장치, 예를 들어 텔레비전,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 게임 콘솔, 또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또는 모바일 폰

과 같은 모바일 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

도 2는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도시한다. 도 2의 a 및 도 2의 c는 광 방출 요소(PL1)에 공급

된 전류(I1)를 도시한다. 도 2의 b는 광 방출 요소(PL1)보다 더 빠르게 노화하는 광 방출 요소(PL2)에 공급된 전류(I2)를

도시한다.

도 2의 a는, 광 방출 요소(PL1)를 통과하는 전류(I1)가 예로서 0.5의 듀티 사이클을 갖는 것을 도시한다. 광 방출 요소의

온-시간(T1)은 프레임 기간(Tf)의 절반의 지속기간을 갖는다. 순간(0)으로부터 순간(Tf)으로 지속하는 제 1 프레임 기간

(Tf) 동안, 전류(I1)는 최대 레벨(ML1)보다 더 낮은 레벨(L1)을 갖는다. 순간(Tf)으로부터 순간(2Tf)으로 지속하는 제 2

프레임 기간(Tf) 동안, 전류(I1)는 최대 레벨(ML1)을 갖는다.

도 2의 b는, 광 방출 요소(PL1)를 통과하는 전류(I2)가 예로서 1에 근접한 듀티 사이클을 갖는 것을 도시한다. 광 방출 요

소(PL2)의 온-시간(T2)은 거의 프레임 기간(Tf)의 지속기간을 갖는다. 순간(0)으로부터 순간(Tf)으로 지속하는 제 1 프

레임 기간(Tf) 동안, 전류(I2)는 최대 레벨(ML2)보다 더 낮은 레벨(L2)을 갖는다. 순간(Tf)으로부터 순간(2Tf)으로 지속

하는 제 2 프레임 기간(Tf) 동안, 전류(I2)는 최대 레벨(ML1)(다른 픽셀의)보다 더 낮은 최대 레벨(ML2)을 갖는다. 따라

서, 가장 빠르게 노화하는 광 방출 요소(PL2)를 통한 최대 레벨(ML2)이 가장 느리게 노화하는 광 방출 요소(PL1)를 통한

최대 레벨(ML1)보다 낮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노화하는 광 방출 요소(PL2) 및 전체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실제 수명은 증

가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최대 레벨(ML1)을 최대 레벨(ML2)보다 낮은 값에 한정하는 것은 전류(I2)의 듀티 사이클

의 최소값을 전류(I1)의 듀티 사이클의 최소값보다 더 높은 값에 한정함으로써 얻어진다. 또는 상기와 다르게, 가장 빠르게

노화하는 광 방출 요소(PL2)가 광을 방출하는 시간 기간(T2)의 최소 지속기간을, 가장 느리게 노화하는 광 방출 요소

(PL1)가 광을 방출하는 시간 기간(T1)의 최소 지속기간보다 더 큰 값에 한정함으로써 얻어진다.

도 2의 c는 도 2의 a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펄스이지만, 칼라 차단 결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프레임 기간(Tf)의 각 중심(1/

2Tf, 3/2Tf)에 대해 중심을 두는 펄스를 도시한다. 픽셀의 행이 순차적으로 어드레싱되고 광을 순차적으로 방출하면, 상

이한 채색 픽셀의 온-기간은 동일한 행에서의 픽셀에 대해 중심을 두어야 한다.

도 3은 픽셀의 구동 회로의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예로서, 픽셀(1)의 상세한 구조가 도시된다. 다른 픽셀은 사실상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픽셀 구동 회로(PD1)는 제 1 행 선택 신호(RS1)를 수신하도록 결합된 제어 전극을 갖는 제 1 트랜지스터(S1), 및 데이터

라인과 노드(N1) 사이에 결합된 주 전류 경로를 포함한다. 데이터 라인은 데이터 신호(RD1)를 운반한다. 커패시터(C1)는

전원 전압(VB)을 운반하는 전원 라인과 노드(N1) 사이에 배열된다. 커패시터(C2)는 노드(N1)와 노드(N2) 사이에 배열된

다. 트랜지스터(S2)는 노드(N2)에 결합된 제어 전극과, 전원 라인과 노드(N3) 사이에 배열된 주 전류 경로를 갖는다. 트랜

지스터(S3)는 제 2 행 선택 신호(RS2)를 수신하도록 결합된 제어 전극과, 노드(N2 및 N3) 사이에 배열된 주 전류 경로를

갖는다.

픽셀 스위치 회로(PS1)는 듀티 사이클 신호(DR)를 수신하도록 결합된 제어 입력을 갖는 트랜지스터(S4)와, 픽셀 구동 회

로(PD1)의 출력인 노드(N3)와 OLED(PL1)의 애노드 사이에 배열된 주 전류 경로를 포함한다. OLED(PL1)의 캐소드는

접지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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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의 구동 회로의 동작은 이제 다음에 설명된다. 트랜지스터(S1 내지 S4)가 MOSFET이라고 간주된다. 시작 상황에서,

행 선택 신호(RS1 및 RS2)와 듀티 사이클 신호(DR) 모두는 높은 레벨을 갖고, 따라서 트랜지스터(S1, S3 및 S4)는 전도성

이다. 데이터 신호(RD1)는 잘 한정된 기준 전압 레벨을 갖는다. 전류(I1)는 광 방출 요소(PL1)에 흐른다. 이러한 단계가 예

를 들어 1 내지 2ms와 같은 매우 짧은 지속기간을 갖기 때문에, 생성된 광의 양은 무시할 만 하다. 다음으로, 듀티 사이클

신호(DR)는 낮은 레벨이 되고, 트랜지스터(S4)는 전류(I1)에 도통하는 것을 중단한다. 그 다음에 전류(I1)는, 트랜지스터

(S2)의 게이트-소스 전압이 임계 전압과 같고 트랜지스터(S2)가 도통하기를 중단할 때까지 트랜지스터(S2)의 게이트 전

극을 통해 데이터 라인으로 흐른다. 전도성 트랜지스터(S1 및 S3) 및 기준 데이터 전압(RD1)으로 인해, 이러한 임계 전압

은 커패시터(C2)에 저장된다.

이제 어드레싱 단계가 후속하며, 여기서 행 선택 신호(RS1)는 높은 레벨을 갖고, 행 선택 신호(RS2) 및 듀티 사이클 신호

는 낮은 레벨을 갖는다. 임계 전압이 측정되는 이전 단계에 대해, 이제 스위치(S3)는 닫히고, 데이터 전압(RD1)은 노드

(N1)에 공급되어, 커패시터(C2)에 저장된 임계 전압에 가산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S2)의 게이트에서의 구동 전압은 데

이터 전압을 임계 전압과 더한 값과 같고, 정확한 전류(I)가 생성될 것이다. 다음으로, 행 선택 신호(RS1)는 낮은 레벨로 변

하고, 또한 트랜지스터(S1)는 도통하기를 중단한다. 커패시터(C1) 상의 전압은 다음 사이클까지 유지된다. 더욱이, 듀티

사이클 신호(DR)는 높은 레벨로 변하여, 전류(I1)는 광 생성 요소(PL1)에 흐르기 시작한다. 온-기간(T1) 마지막에, 듀티

사이클 신호(DR)는 낮은 레벨로 다시 변하고, 전류(I1)는 흐르는 것을 중단한다.

대안적으로, 많은 다른 픽셀 구동 회로가 가능하다.

도 4a 내지 도 4d는 프레임 기간에 대해 구동 펄스에 중심을 두는 효과를 도시한다. 예로서, 매트릭스 디스플레이가 각각

적색, 녹색 및 청색 발광 요소(PL1, PL3, PL2)를 포함한다고 가정된다. 더욱이, 예로서, 적색 및 녹색 광 방출 요소(PL1

및 PL3)의 듀티 사이클은 50%이고, 청색 광 방출 요소(PL2)의 듀티 사이클은 100%이다.

도 4a는 4개의 연속 프레임 기간(Tf)에서 스크린 상의 이동 백색 블록의 위치(SP)를 도시한다. 백색 블록에 대한 녹색 및

적색 기여는 50%의 듀티 사이클로 디스플레이되고, 청색 기여는 100%의 듀티 사이클로 디스플레이된다. 프레임 기간

(Tf) 내의 백색 바는 적색 및 녹색 광 방출 요소(PLi)의 온-시간을 나타내고, 프레임 기간(Tf)에서의 검은색 바는 적색 및

녹색 광 방출 요소(PLi)의 오프-시간을 나타낸다. 보이지 않지만, 검은색 바는 실제로 청색인데, 이는 청색 광 방출 요소가

완전한 프레임 기간(Tf)에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예로서만, 백색 블록은 시간적으로 선형으로 이동한다.

도 4b는 시청자의 눈이 이동 블록을 추적할 때 이동 백색 블록의 시청자 인식을 도시한다. 이제, 시청자는 동일한 위치에서

각 프레임 기간(Tf) 동안 이동 백색 블록을 투사하고, 그 기여는 눈에 의해 가산된다(통합된다). 결과적인 통합된 휘도는

우측 바로 표시된다. 이러한 휘도 바에서의 백색 영역은 높은 휘도를 갖고, 검은색 영역은 낮은 휘도를 갖는다. 그러나, 청

색 기여가 완전한 프레임 기간(Tf) 동안 존재한다는 점으로 인해, 적색 및 녹색 기여가 프레임 기간(Tf)의 처음 절반 동안

에만 존재하는 동안, 바의 하부에서의 검은색 영역은 실제로 푸른색을 띤다. 따라서, 칼라 차단이 발생한다. 수직 축은 재

위치된 스크린 위치(RSP)를 나타낸다.

도 4c는 다시 4개의 연속 프레임 기간에 스크린 상의 이동 백색 블록의 위치(SP)를 도시한다. 이것은 도 4a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상황이지만, 적색 및 녹색 광 방출 요소(PL1 및 PL3)의 온-시간은 프레임 기간(Tf)의 중심 주위에 중심을 둔다. 다

시, 청색 광 방출 요소(PL2)는 완전한 프레임 기간(Tf) 동안 광을 방출한다. 따라서, 이제 백색 바는 프레임 기간(Tf)의 중

심 주위에 중심을 둔다.

도 4d는 도 4b에서와 같이, 시청자의 눈이 이동 블록을 추적하고 있을 때 이동 백색 블록의 시청자 인식을 도시한다. 이제,

시청자는 동일한 위치에서 각 프레임 기간(Tf) 동안 이동 백색 블록을 투사하고, 그 기여는 눈에 의해 가산된다(통합된다).

결과적인 통합된 휘도는 우측 바에 의해 표시된다. 이제, 우측 바의 푸른 부분은 우측 바의 상부 및 하부 영역에 걸쳐 분리

되고, 덜 보여지게 된다. 수직 축은 재위치된 스크린 위치(RSP)를 나타낸다.

전술한 실시예가 본 발명을 한정하기보다는 예시하고, 당업자가 첨부된 청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많은 대안적인 실

시예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지되어야 한다.

청구항에서, 괄호 안의 임의의 참조 번호는 청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포함하는"이라는 용어 및 그 활용

어의 이용은 청구항에 기재된 것 이외의 요소 또는 단계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단수 요소는 복수의 그러한 요소의 존

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여러 개별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하드웨어에 의해 그리고 적합하게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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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여러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에서, 이들 여러 수단은 하드웨어의 동일한 아이템에 의해 구현

될 수 있다. 특정 조치가 서로 상이한 종속 청구항에 언급된다는 사실은 이들 조치의 결합이 장점을 갖는데 사용될 수 없다

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용 구동기,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및 그러한 구동기를 포함하

는 디스플레이 모듈, 디스플레이 모듈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및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구동 방법 등에 이용된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의 개략도.

도 2는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픽셀의 구동 회로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a 및 도 4d는 프레임 기간에 대해 구동 펄스에 중심을 두는 효과를 도시한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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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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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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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4c

도면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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