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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유기 발광 표시장치(organic light emitting display)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주변광의 밝기에 따라

화상 표시부의 휘도를 제어할 수 있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주변 광의 밝기에 대응하는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광감지부, 상기 감지신호에 대응하는 감마 보정값을 출력하는

감마 제어부, 상기 감마 보정값에 따라 감마 보정된 데이터신호와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구동부, 및 상기 구동부에서 출력

되는 선택신호 및 데이터신호에 따라 화상을 표시하는 화상 표시부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한 유기 발광 표시장치는 주변광의 밝기에 대응하는 감마 보정값을 사용함으로써, 주변광의 밝기에 따라 휘도가 조절되

어 화소의 수명을 늘이고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변 광의 밝기에 대응하는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광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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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감지신호에 대응하여 각각 적색(R), 녹색(G), 청색(B) 데이터 별로 별도의 감마 보정값을 출력하는 감마 제어부;

상기 감마 보정값에 따라 감마 보정된 데이터신호와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구동부; 및

상기 구동부에서 출력되는 선택신호 및 데이터신호에 따라 화상을 표시하는 화상 표시부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감지부는

주변광의 밝기에 대응하는 아날로그 감지신호를 출력하는 광센서; 및

상기 아날로그 감지신호를 디지털 감지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광센서는 광저항기 방식, 광다이오드 방식, 광트랜지스터 방식, CMOS 방식 및 CCD 방식 중 어느 한 방식에 의한 광

센서인 유기 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는

상기 아날로그 감지신호를 소정의 기준신호와 비교한 결과를 출력하는 비교기를 복수개 포함하는 복수의 비교기; 및

상기 복수의 비교기의 출력을 합산하여 출력하는 덧셈기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감마 제어부는

상기 감지신호에 대응하는 저장부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감지신호 처리부; 및

상기 저장부 제어신호에 따라 감마 보정값을 출력하는 감마 보정값 저장부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646996

- 2 -



상기 감마 보정값 저장부는 기입 가능한 메모리인 유기 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가능한 메모리는 PROM, EPROM, EEPROM 및 플래쉬 메모리 중 어느 하나인 유기 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감마 보정값 저장부는 R, G, B 별로 별도의 감마 보정값을 저장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감마 보정값은

화이트의 계조에 대응하는 온 전압값; 및

감마 곡선의 기울기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기울기값을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감마 보정값은 화이트의 계조에 대응하는 오프 전압값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부는

상기 감마 보정값에 대응하는 감마 보정신호를 출력하는 감마 보정부;

상기 감마 보정신호에 대응하여 감마 보정된 상기 데이터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구동부; 및

상기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주사 구동부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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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구동부는

클락신호 및 동기신호에 대응하여 래치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쉬프트 레지스터;

상기 제어신호에 따라 R, G, B 데이터를 순차적을 입력받아 병렬로 출력하는 데이터 래치; 및

상기 데이터 래치의 출력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로써 출력하되, 각 계조값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

신호의 값은 상기 감마 보정신호에 대응하여 결정되는 D/A 변환기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부는

상기 감마 보정값에 대응하여 입력 R, G, B 데이터를 감마 보정하여 출력하는 감마 보정부;

상기 감마 보정된 R, G, B 데이터에 대응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구동부; 및

상기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주사 구동부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

청구항 14.

주변 광의 밝기를 측정하는 단계;

각각 적색(R), 녹색(G), 청색(B) 데이터 별로 별도의 감마 보정값을 저장하고 있는 감마 보정값 저장부로부터 상기 측정된

밝기에 대응하는 감마 보정값을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출력된 감마 보정값에 따라 감마 보정된 데이터신호 및 선택신호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신호 및 데이터신호에 따라 화상 표시부에 화상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어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감마 보정값 저장부는 기입 가능한 메모리인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어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가능한 메모리는 PROM, EPROM, EEPROM 및 플래쉬 메모리 중 어느 하나인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어 방법.

청구항 1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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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감마 보정값은

화이트의 계조에 대응하는 온 전압값; 및

감마 곡선의 기울기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기울기값을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어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감마 보정값은 화이트의 계조에 대응하는 오프 전압값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어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기 발광 표시장치(organic light emitting display)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주변광의 밝기에 따라

화상 표시부의 휘도를 제어할 수 있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유기 발광 표시장치는 유기물 박막에 음극과 양극을 통하여 주입된 전자와 정공이 재결합(recombination)하여 여기자

(exciton)을 형성하고 형성된 여기자로부터 특정한 파장의 빛이 발생되는 현상을 이용한 표시장치이다. 유기 발광 표시장

치는 자체 발광소자를 이용하여 구성되므로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달리 별도의 광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기 발광 표시장치를 구성하는 유기 발광 소자(organic light emitting device, OLED)의 휘도는

유기 발광 소자에 흐르는 전류량에 의하여 제어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구동 방식으로는 수동 매트릭스 방식과 능동 매트릭스 방식이 있다. 이 중에서, 수동 매트릭스 방식

은 양극과 음극을 직교하도록 형성하고 라인을 선택하여 구동하는 방식이다. 수동 매트릭스 방식에 의한 유기 발광 표시장

치는 그 구조가 단순하므로 구현이 용이한 반면에, 대화면 구현시 많은 전류량이 소모되고 각 발광 소자를 구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능동 매트릭스 방식은 능동 소자를 이용하여 발광 소자에 흐르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방

식이다. 능동 소자로는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이하 TFT라 함)가 주로 사용된다. 능동 매트릭스 방식은 다

소 복잡하나 전류 소모량이 적고 발광 시간이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기 발광 소자의 수명은 유기 발광 소자에 흐르는 전류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유기 발광 소자가

불필요하게 높은 휘도를 가지게 되면, 유기 발광 소자에 흐르는 전류량이 늘어나 유기 발광 소자의 수명이 단축된다. 또한,

유기 발광 소자가 불필요하게 높은 휘도를 가지게 되면, 유기 발광 소자에 흐르는 전류량이 늘어나 전력 소모가 증가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유기 발광 소자가 적절한 휘도를 가지도록 조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주변광의 밝기에 대응하는 감마 보정값을 사

용함으로써, 주변광의 밝기에 따라 휘도가 조절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 및 그 제어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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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입 가능한 메모리(programmable memory)를 사용하여 감마 보정값을 저장함으로써, 제작된

유기 발광 표시장치에 또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감마 보정값을 기입할 수 있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 및 그 제어방법을 제공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R, G, B 별로 별도의 감마 보정값을 사용함으로써, 제작된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화이트의 색좌표

값이 원하는 값이 되도록 보정할 수 있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 및 그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제 1 측면은 주변 광의 밝기에 대응하는 감지 신호를 출력하

는 광감지부, 상기 감지신호에 대응하는 감마 보정값을 출력하는 감마 제어부, 상기 감마 보정값에 따라 감마 보정된 데이

터신호와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구동부, 및 상기 구동부에서 출력되는 선택신호 및 데이터신호에 따라 화상을 표시하는 화

상 표시부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감마 제어부는 상기 감지신호에 대응하는 저장부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감지신호 처리부, 및 상기 저장부

제어신호에 따라 감마 보정값을 출력하는 감마 보정값 저장부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감마 보정값 저장부는 기입 가능한

메모리이다. 또한, 상기 감마 보정값 저장부는 R, G, B 별로 별도의 감마 보정값을 저장한다.

본 발명의 제 2 측면은 주변 광의 밝기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측정된 밝기에 대응하는 감마 보정값을 복수의 감마 보정값

을 저장하고 있는 감마 보정값 저장부로부터 출력하는 단계, 상기 출력된 감마 보정값에 따라 감마 보정된 데이터신호 및

선택신호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신호 및 데이터신호에 따라 화상 표시부에 화상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감마 보정값 저장부는 기입 가능한 메모리이다. 또한, 상기 감마 보정값 저장부는 R, G, B 별로 별도의

감마 보정값을 저장한다.

이하, 도 1 내지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유기 발광 표시장치를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회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유기 발광 표시장치는 광감지부(100), 감마제어부(200), 구동부(300) 및 화상표시부(400)를 포함한다.

광감지부(100)는 주변 광의 밝기를 측정하여, 주변 광의 밝기에 대응하는 감지 신호를 감마제어부(200)로 출력한다. 광감

지부(100)는 광센서(110) 및 A/D 변환기(120)를 포함한다. 광센서(110)는 주변광의 밝기를 측정하여 아날로그 감지 신호

를 출력한다. 아날로그 감지 신호는 전압 신호일 수도 있으며, 전류 신호일 수도 있다. 광센서(110)의 예로는 입사된 광에

따라 저항체의 저항값이 바뀌는 것을 이용하는 광저항기(photoresistor) 방식, 반도체의 PN 접합면에 광이 조사되면 전자

및 전공 쌍이 발생하게 되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용하는 광다이오드(photodiode) 방식 및 베이스, 컬렉터 간의 광다이오

드의 광전류를 증폭하여 출력하는 광트랜지스터(photo transistor) 방식 등이 있으며, 또한 COM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방식 및 CCD(charge-coupled device) 방식 등도 있다. A/D 변환기(120)는 광센서(110)에서 출

력되는 아날로그 감지 신호를 디지털 감지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감마 제어부(200)는 광감지부(100)에서 출력되는 감지신호에 대응하는 감마 보정값을 구동부(300)에 출력한다. 감마 제

어부(200)는 감지신호 처리부(210), 감마 보정값 저장부(220)를 포함한다. 감지신호 처리부(210)는 감지신호에 대응하는

감마 보정값을 출력하도록 감마 보정값 저장부(220)를 제어하는 저장부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감마 보정값 저장부(220)는

감지신호에 대응하는 복수의 감마 보정값을 저장하고 있으며, 저장부 제어신호에 대응하는 감마 보정값을 감마 보정부로

출력한다. 감마 보정값 저장부에는 R, G, B 별로 별도의 감마 보정값이 저장될 수 있다. 감마 보정값 저장부(220)는 기입

가능한 메모리일 수 있다. 기입 가능한 메모리의 예로는 1회에 한하여 기입이 가능한 PROM(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재기입이 가능한 EPROM(erasable PROM), 전기적으로 재기입이 가능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M) 및 플래쉬 메모리 등이 있다. 감마 보정값 저장부(220)의 기입은 감지신호 처리부(210)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

으며, 별도의 저장부 제어 수단(미도시)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 감마 보정값 저장부(220)는 기입이 가능하므로, 제작

된 유기 발광 표시장치에 또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감마 보정값을 기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작된 화상 표시부(400)의

특성은 공정 조건의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작된 화상 표시부(400)마다 다른 휘도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입이 가능하지 아니한 메모리 가령 마스크 ROM(mask read only memory)과 같이 기입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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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작된 모든 화상 표시부에 대하여 고정된 감마 보정값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제작된 화상

표시부(400)의 휘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적절한 감마 보정이 수행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입이 가능한 메모리를 사

용하여 제작된 화상 표시부(400)에 적합한 감마 보정값을 기록함으로써, 공정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휘도 특

성을 가지는 유기 발광 표시장치를 얻을 수 있다.

구동부(300)는 선택신호 및 감마 보정값에 따라 감마 보정된 데이터신호를 화상 표시부(400)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구동부(300)는 감마 보정부(310), 데이터 구동부(320) 및 주사 구동부(330)를 포함한다. 감마 보정부(310)는 감마 보

정값 저장부(220)에서 출력되는 감마 보정값에 대응하는 감마 보정신호를 생성하여 데이터 구동부(320)에 출력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데이터 구동부(320)는 화상 표시부(400)에 감마 보정신호에 따라 감마 보정된 데이터신호를 전달한다. 주사

구동부(330)는 화상 표시부(400)에 선택신호를 전달한다.

화상 표시부(400)는 복수의 화소(미도시)를 포함하며, 주사 구동부(330)에서 전달되는 선택신호에 의하여 선택된 화소에

데이터 구동부(320)에서 전달되는 데이터신호를 전달하여, 전달된 데이터신호에 대응하여 화소가 발광하도록 한다.

도 1의 유기 발광 표시장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작함으로써, 구동부(300)에 입력되는 데이터신호에 대응하는 화상을

표시한다. 또한 광감지부(100)에서 측정된 감지 신호에 대응하는 감마 보정값을 사용함으로써, 주변의 밝기에 대응하여

화상 표시부의 휘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기입 가능한 메모리를 감마 보정값 저장부(220)로 사용함으로써, 제작된 화상

표시부(400)에 적합한 감마 보정값을 메모리에 기록할 수 있다. 또한, R, G, B 별로 별도의 감마 보정값을 사용함으로써,

제작된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화이트의 색좌표값이 원하는 값이 되도록 보정할 수 있다.

도 2는 핸드폰 등의 단말기에 있어서 도 1의 광센서가 위치하는 영역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단말기는 화상표시부(400), 제 1 몸체(510) 및 제 2 몸체(520)으로 구성된 몸체부(510, 520) 및 광센서

(110)를 포함한다.

몸체부(510, 520)에는 도 1의 A/D 변환기(120), 감마 제어부(200) 및 구동부(300)가 구현되어 있다. 또한, 몸체부(510,

520)는 안테나(521), RF 송수신기(radio frequency tranceiver)(미도시) 및 기저대역 처리기(baseband processor)(미

도시) 등을 포함함으로써,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광센서(110)는 몸체부(510, 520)의 모든 면 중 한면에 위치할 수 있으나, 특히, 화상표시부(400)가 위치하는 면과 같은 면

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화상표시부(400)의 밝기는 화상표시부(400)로 입사되는 광의 밝기에 대응하여 조절됨

이 가장 좋으나, 화상표시부(400)에 광센서(110)를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광센서(110)를 화상표시부(400)

가 위치하는 면과 같은 면에 위치시킴으로써 화상표시부(400)에 입사되는 광에 가장 가까운 광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광센서는 화상표시부(400)가 위치하는 면 중에서 화상표시부(400)의 위, 아래, 좌측 및 우측 중 어느 한 곳에 위치할

수 있다.

도 3은 도 1의 유기 발광 표시장치에 채용된 A/D 변환기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A/D 변환기는 제 1 내지 3 비교기(121, 122, 123), 덧셈기(124)를 포함한다. 제 1 비교기(121)는 아날

로그 감지 신호(SA)와 제 1 기준전압(Vref1)를 비교한 결과를 출력한다. 가령, 아날로그 감지 신호(SA)가 제 1 기준전압

(Vref1)보다 큰 경우에는 '1'을 출력하고, 아날로그 감지 신호(SA)가 제 1 기준전압(Vref1)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을 출력

한다. 같은 방식으로, 제 2 비교기(122)는 아날로그 감지 신호(SA)와 제 2 기준전압(Vref2)를 비교한 결과를 출력하고, 제

3 비교기(123)는 아날로그 감지 신호(SA)와 제 3 기준전압(Vref3)을 비교한 결과를 출력한다. 제 1 내지 3 기준전압

(Vref1, Vref2, Vref3)의 값을 가변시킴으로써, 동일한 디지털 감지신호(SD)에 대응하는 아날로그 감지신호(SA)의 영역

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 덧셈기(123)는 상기 비교기에서 출력된 결과를 더한 2비트의 디지털 감지신호(SD)를 출력한다.

제 1 기준전압(Vref1)은 1V이고, 제 2 기준전압(Vref2)은 2V이고, 제 3 기준전압(Vref3)은 3V이고, 아날로그 감지신호

(SA)의 전압 값은 주변 광이 밝을 수록 커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도 3에 표현된 A/D 변환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날

로그 감지신호(SA)가 1V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 1 내지 3 비교기(121, 122, 123)는 각각 '0', '0' 및 '0'을 출력하여 덧셈기

(124)는 '00'의 디지털 감지신호(SD)를 출력한다. 아날로그 감지신호(SA)가 1V와 2V 사이인 경우에는 제 1 내지 3 비교기

(121, 122, 123)는 각각 '1', '0' 및 '0'을 출력하여 덧셈기(124)는 '01'의 디지털 감지신호(SD)를 출력한다. 같은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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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감지신호(SA)가 2V와 3V 사이인 경우에는 덧셈기(124)는 '10'의 디지털 감지신호(SD)를 출력하고, 아날로그 감

지신호(SA)가 3V 이상인 경우에는 덧셈기(124)는 '11'의 디지털 감지신호(SD)를 출력한다. A/D 변환기는 이와 같은 방식

으로 동작하여, 주변의 밝기가 어두운 경우부터 밝은 경우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가장 어두울 때에는 '00'를 출력하고, 다

소 어두울 때에는 '01'을 출력하고, 다소 밝을 때에는 '10'를 출력하고 가장 밝을 때에는 '11'을 출력한다.

도 4는 도 1의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감마 보정값 저장부에 저장된 감마 보정값의 일례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도 4에서 가로축은 계조값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구동부(300)에서 화상표시부(400)으로 출력되는 데이터 전압을 나타낸

다. 그래프는 각 계조값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압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 그래프를 감마 곡선이라 한다. 감마 보정은 구동부

(300)로 입력되는 R, G, B 데이터에 대하여 화상 표시부(400)의 휘도가 비선형적인 특성을 갖는 것을 보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오프 전압(Voff)은 블랙(계조값 0)에 대응하는 전압이고, 온 전압(Von)은 화이트(계조값 15)에 대응하는 전압을 의

미한다. 기울기값은 곡선의 기울기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도면부호 C2에 대응하는 곡선의 기울기의 변화정도는 C1에

대응하는 곡선의 그것보다 크고, C3에 대응하는 곡선의 그것보다 작다.

감마 보정값 저장부에 저장된 감마 보정값은 각 계조값에 대응되는 모든 전압값(Von 내지 Voff)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마 보정값을 이용하여 감마 보정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나, 모든 계조값에 대응하는 많은 전압값을 저장하

고 있어야 하므로, 많은 저장공간을 차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감마 보정값 저장부에 저장된 감마 보정값은 일부의 계조

값에 대응하는 전압값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나머지 전압값은 저장된 전압값을 보간(interpolation)함으로써,

구해질 수 있다. 또한, 감마 보정값 저장부에 저장된 감마 보정값은 오프전압(Voff), 온전압(Von) 및 기울기값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3 종류의 값으로부터 도면에 표현된 감마 곡선을 구할 수 있다. 만일, 오프전압(Voff)이 고정된 전압값

을 가진 경우에는, 감마 보정값은 온전압(Von) 및 기울기값 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도 5는 도 1의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감마 보정값 저장부에 R, G, B 별로 별도의 감마 보정값을 저장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xy색도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에서, x축의 좌표값(x)와 y축의 좌표값(y)은 수학식 1에 표현된 값과 같다.

수학식 1

x = X/(X+Y+Z), y = Y/(X+Y+Z)

여기에서, X는 적색의 휘도, Y는 녹색의 휘도 및 Z는 청색의 휘도를 의미한다. 도면부호 W는 화이트의 색좌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일례로 x=0.31, y=0.316으로 표시되어 있다. 도면부호 R이 표현된 영역은 적색에 가까운 색이 표현되는 영역

을 의미하고, 도면부호 G가 표현된 영역은 녹색에 가까운 색이 표현되는 영역을 의미하고, 도면부호 B가 표현된 영역은 청

색에 가까운 색이 표현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제작된 화상 표시부는 제작 공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초기 색좌표가 원하는 화이트의 색좌표에서 벗어나서, 적색 영역

(R), 녹색 영역(G) 또는 청색 영역(B)에 위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적색 데이터, 청색 데이터, 녹색 데이터에 대하여 감마

보정값을 달리 함으로써, 화이트의 색좌표를 원하는 색좌표에 위치하도록 보정할 수 있다.

도 6은 감지신호에 따른 감마 보정값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도 6에서, 도면 부호 C1은 주변의 밝기가 가장 어두움을 나타내는 감지 신호에 대응하는 감마 곡선을 나타내고, 도면 부호

C2는 주변의 밝기가 다소 어두움을 나타내는 감지 신호에 대응하는 감마 곡선을 나타내고, 도면 부호 C3은 주변의 밝기가

다소 밝음을 나타내는 감지 신호에 대응하는 감마 곡선을 나타내고, 도면 부호 C4는 주변의 밝기가 가장 밝음을 나타내는

감지 신호에 대응하는 감마 곡선을 나타낸다. 따라서, 감마 보정값 저장부에서는 각 감마곡선(C1, C2, C3, C4)에 대응하

는 감마 보정값인 Von1, Von2, Von3, Von4 및 각 감마곡선의 기울기값을 저장하고 있으면 된다.

도 7은 도 1의 유기 발광 표시장치에 채용된 데이터 구동부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데이터 구동부는 쉬프트 레지스터(321), 데이터 래치(322), D/A 변환기(323)를 포함한다. 쉬프트 레지

스터(321)는 수평 클락신호(HCLK) 및 수평 동기신호(HSYNC)에 대응하여 데이터 래치(322)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데이터 래치(322)는 한 수평라인분의 R, G, B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입력받아 병렬적으로 D/A 변환기(323)로 출력한

다. 데이터 래치(322)는 쉬프트 레지스터(321)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에 의하여 제어된다. D/A 변환기(323)는 상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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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B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 데이터 신호를 화상 표시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D/A 변환기(323)는 복수

의 D/A 변환회로(미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각 D/A 변환회로에 있어서, 각 계조값에 대응하는 데이터 신호의 전류값 또는

전압값은 감마 보정신호에 의하여 정해진다.

도 8은 도 7의 데이터 구동부에 채용된 D/A 변환회로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에는 디지털 데이터 신호가 4 비

트인 경우의 예가 표현되어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D/A 변환회로는 복수의 인버터(324) 및 복수의 NMOS 트랜지스터(325)를 포함한다. 4 비트의 디지털

데이터 신호(D0, D1, D2, D 3) 및 이들이 인버터(324)를 통과한 신호는 각 NMOS 트랜지스터(325)의 게이트에 연결되어,

각 NMOS 트랜지스터(325)가 온, 오프되는 것을 제어한다. 각 감마 보정신호(V0 내지 V15)는 직렬 연결된 4개의 NMOS

트랜지스터(325)에 연결되어, 디지털 데이터 신호(D0, D1, D2, D3) 및 이들이 인버터(324)를 통과한 신호에 의하여 4개의

NMOS 트랜지스터(325)가 모두 온되는 경우에 아날로그 데이터신호로써 출력된다. 일례로 디지털 데이터신호가 이진수

로 0001인 경우 즉 D0는 1이고, D1은 0이고, D2는 0이고, D3는 1인 경우에는, 도면부호 V1에 해당하는 감마 보정신호에

연결된 4개의 NMOS 트랜지스터(325)가 모두 온되어 V1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데이터신호가 출력된다. 이때, 나머지 각

감마 보정신호에 연결된 4개의 NMOS 트랜지스터(325) 중 적어도 하나는 오프되므로 나머지 감마 보정신호는 아날로그

데이터신호로 출력되지 아니한다.

상기 실시예는 각 디지털 데이터신호(D0, D1, D2, D3)의 모든 계조값에 해당하는 감마 보정신호(V0 내지 V15)가 입력되는

경우이나, 디지털 데이터신호의 계조값들 중 일부에 해당하는 감마 보정신호만이 입력되고, 나머지 계조값은 상기 입력된

감마 보정신호를 보간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도 9는 도 1의 유기 발광 표시장치에 채용된 화상 표시부에 포함된 화소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화소는 유기 발광 소자(OLED), 구동 트랜지스터(MD), 캐패시터(C) 및 스위칭 트

랜지스터(MS)를 포함한다. 구동 트랜지스터(MD) 및 스위칭 트랜지스터(MS)는 박막 트랜지스터로 구현될 수 있으며 각자

게이트, 소오스 및 드레인을 가진다. 캐패시터(C)는 제 1 단자 및 제 2 단자를 가진다.

스위칭 트랜지스터(MS)의 게이트는 주사선(SCAN)에 접속되고 소오스는 구동 트랜지스터(MD)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드

레인은 데이터선(DATA)에 접속된다. 스위칭 트랜지스터(MS)는 주사선(SCAN)에 인가되는 주사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

선(DATA)에 인가되는 데이터전압에 대응하는 전압을 캐패시터(C)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캐패시터(C)의 제 1 단자에는 전원전압(VDD)이 인가되고, 제 2 단자는 구동 트랜지스터(MD)의 게이트에 접속된다. 캐패

시터(C)는 스위칭 트랜지스터(MS)가 온 상태인 기간에 데이터선(DATA)에 인가되는 데이터전압에 대응하는 전압을 저장

하고, 스위칭 트랜지스터(MS)가 오프 상태인 기간동안에 상기 전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동 트랜지스터(MD)의 게이트는 캐패시터(C)의 제 2 단자에 접속되고, 소오스에는 전원전압(VDD)이 인가되고, 드레인

은 유기 발광 소자(OLED)의 애노드 전극에 접속된다. 구동 트랜지스터(MD)는 캐패시터의 제 1 단자와 제 2 단자 사이에

걸린 전압에 대응하는 전류를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회로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유기 발광 표시장치는 광감지부(100), 감마제어부(200), 구동부(600) 및 화상표시부(400)를 포함한다.

이들 중 광감지부(100), 감마제어부(200) 및 화상표시부(400)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유기 발광 표시장치와 동

일하므로, 이들에 대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구동부(600)는 선택신호 및 감마 보정값에 따라 감마 보정된 데이터신호를 화상 표시부(400)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구동부(600)는 감마 보정부(610), 데이터 구동부(620) 및 주사 구동부(630)를 포함한다. 감마 보정부(610)는 R, G, B

데이터를 입력받아 감마 보정된 R, G, B 데이터를 데이터 구동부(620)로 출력한다. 데이터 구동부(620)는 감마 보정된 R,

G, B 데이터에 대응하는 데이터 신호를 화상 표시부(400)로 전달한다. 주사 구동부(630)는 선택신호를 화상 표시부(400)

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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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마 보정부(610) 및 데이터 구동부(620)의 동작을 도 4 및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감마 보정부(610)는 입력되

는 R, G, B 데이터의 각 계조값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압을 감마 보정된 R, G, B 데이터로써 출력한다. 가령 입력되는 R, G,

B 데이터의 계조값이 0인 경우에는 오프 전압값(Voff)을 감마 보정된 R, G, B 데이터로써 출력한다. 데이터 구동부(620)

는 감마 보정된 R, G, B 데이터에 대응하는 데이터 신호를 출력하되, 감마 보정된 R, G, B 데이터의 계조값과 데이터 신호

의 값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 즉, 감마 보정된 R, G, B 데이터의 계조값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데이터 신호의 값도

증가한다.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은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한다. 또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유기 발광 표시장치 및 그 제어방법은 주변광의 밝기에 대응하는 감마 보정값을 사용함으로써, 주변광의

밝기에 따라 휘도가 조절되어 화소의 수명을 늘이고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유기 발광 표시장치 및 그 제어방법은 기입 가능한 메모리를 사용하여 감마 보정값을 저장함으로써,

제작된 화상 표시부에 또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감마 보정값을 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유기 발광 표시장치 및 그 제어방법은 R, G, B 별로 별도의 감마 보정값을 사용함으로써, 제작된 유

기 발광 표시장치의 화이트의 색좌표값이 원하는 값이 되도록 보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회로도이다.

도 2는 핸드폰 등의 단말기에 있어서 도 1의 광센서가 위치하는 영역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도 1의 유기 발광 표시장치에 채용된 A/D 변환기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도 1의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감마 보정값 저장부에 저장된 감마 보정값의 일례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도 5는 도 1의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감마 보정값 저장부에 R, G, B 별로 별도의 감마 보정값을 저장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xy색도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감지신호에 따른 감마 보정값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도 7은 도 1의 유기 발광 표시장치에 채용된 데이터 구동부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도 7의 데이터 구동부에 채용된 D/A 변환회로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도 1의 유기 발광 표시장치에 채용된 화상 표시부에 포함된 화소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유기 발광 표시장치의 회로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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