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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복수의 LED(light emitting diode)를 구동하는 LED구동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LED구동장치는 고유의 어

드레스를 가지며, 상기 복수의 LED를 각각 구동하는 복수의 드라이버;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에 연결된 시리얼버스; 및 상

기 복수의 LED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신호 및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가 순차적으로 동작되도록 하는 상기 어드레스를 상기

시리얼버스를 통하여 디지털데이터의 형태로 시리얼 전송하는 순차제어부를 포함한다. 이에 의하여, 응답속도가 적절하

며, 부피가 작고, 제조가 용이하여 제조코스트가 저감되며, 노이즈가 적은 LED구동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등록특허 10-0670581

- 1 -



청구항 1.

복수의 LED(light emitting diode)를 구동하는 LED구동장치에 있어서,

고유의 어드레스를 가지며, 상기 복수의 LED를 각각 구동하는 복수의 드라이버;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에 연결된 시리얼버스; 및

상기 복수의 LED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신호 및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가 순차적으로 동작되도록 하는 상기 어드레스를 상

기 시리얼버스를 통하여 디지털데이터의 형태로 시리얼 전송하는 순차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ED구동장

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 각각은,

상기 제어신호 및 상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디지털데이터의 수신을 위하여 상기 시리얼버스를 통하여 상기 순차제어부와

데이터통신을 수행하는 제1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

상기 디지털데이터를 DA변환하여 상기 제어신호를 복원하는 DA컨버터;

턴온 또는 턴오프됨으로써 소정의 전원장치 및 상기 대응하는 LED를 전기적으로 연결 또는 차단시키는 스위치; 및

상기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스위치를 턴온 또는 턴오프시키는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상기 스위치를 구동하는 스위치구동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ED구동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는 상기 LED에 흐르는 전류의 레벨을 나타내는 레벨신호 및 상기 스위치구동부의 동작을 제어하는 펄스폭

변조신호를 포함하며,

상기 각 드라이버는 상기 레벨신호 및 상기 펄스폭변조신호를 각각 저장하는 제1 및 제2레지스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LED구동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는 상기 LED에 흐르는 오프셋전류의 레벨을 나타내는 오프셋전류신호를 더 포함하며,

상기 각 드라이버는 상기 오프셋전류신호를 각 저장하는 제3레지스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ED구동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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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드라이버는,

상기 LED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는 전류검출부;

상기 검출된 전류신호를 AD변환하는 AD변환부; 및

상기 AD변환된 전류신호를 저장하는 제4레지스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는 상기 시리얼버스를 통하여 상기 제4레지스터에 저장된 전류신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ED구동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순차제어부는,

상기 제어신호 및 상기 어드레스를 디지털데이터의 형태로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시리얼버스를 통하여 상기 복수의 드라

이버와 데이터통신을 수행하는 제2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 및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의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상기 제어신호 및 상기 어드레스를 디지털데이터의 형태로

상기 제2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ED구동장치.

청구항 7.

제2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시리얼버스는 I2C(Inter-Integrated Circuit)버스이며,

상기 제1 및 제2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는 I2C버스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것 특징으로 하는 LED구동장

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LED구동장치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응답속도가 적절하며, 부피가 작고, 제조가 용이하여

제조코스트가 저감되며, 노이즈가 적은 LED구동장치에 관한 것이다.

LED는 빨강(red), 녹색(green) 및 파랑(blue), 세 개의 컬러 각각에 대하여 복수개의 어레이를 구성하여 액정표시장치

(LCD(liquid crystal display))의 백라이트(back light)로서 이용된다.

이러한 LED를 구동하기 위한 종래의 구동장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회로블록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 1의 구동장치

(200)는 영상신호의 Y평균값을 입력하여 RGB 각 색의 디밍(dimming)제어량을 계산하는 디밍량산출부(202), 디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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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ming)제어량과 광센서(204)로부터 입력된 RGB 색정보를 입력받아 펄스폭변조(PWM: Pulse Width Modulation)신

호를 출력하는 변조제어부(206), RGB LED(250) 각각에 대한 펄스폭변조신호의 위상을 순차적으로 쉬프팅하기 위하여

위상이 순차 쉬프팅된 기준타이밍신호를 생성하는 신호쉬프팅부(208), 변조제어부(206)의 펄스폭변조신호와 신호쉬프팅

부(208)의 기준타이밍신호를 입력하여 그 논리곱신호를 출력하는 AND게이트(210) 및 AND게이트(210)의 출력신호를

입력하여 LED(250)를 구동하는 복수의 드라이버(212)를 포함할 수 있다.

변조제어부(206)의 펄스폭변조신호가 다수의 드라이버(212)에 병렬로 동시에 인가되면, 전원장치에 큰 전류 스트레스가

걸리므로, LED구동장치(200)는 각 LED 라인별 혹은 각 드라이버별로 순차적으로 펄스폭변조신호를 인가한다.

이를 위하여 신호쉬프팅부(208)는 카운터(214) 및 쉬프트레지스터(216)를 사용하여 드라이버 개수만큼 위상차가 있는 기

준타이밍신호를 생성한다. 신호쉬프팅부(208)의 기준타이밍신호와 변조제어부(206)의 펄스폭변조신호가 AND게이트

(210)에 의해 AND연산되어 펄스폭변조신호의 위상이 순차 쉬프팅되어 드라이버(212)가 순차적으로 구동된다.

이러한 종래의 LED구동장치(200)는 고휘도 LED의 빠른 응답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고가의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 또는 CPLD(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를 사용하여 신호쉬프팅부(208)를 구성하여 고속으로

순차 디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시각에 느껴지는 급격한 색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컬러센서와 변조제어부(206)의 응답속도를 100ms

내지 500ms까지 느리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안정된 화이트밸런스(white balance)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체시스템의 응답속도를 느리게 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LED의 고속응답특성은 LCD 백라이트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속 디지털 로직을 사용하여 디밍제어를 하는 것보다 사용자의 시각인지속도에 대

응하는 적절한 속도를 가진 디밍제어가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한편, 종래의 LED구동장치(200)는 복잡한 부가 로직인 신호쉬프팅부(208)를 사용하여 각 드라이버별로 아날로그 디밍,

PWM 디밍 등의 정보를 아날로그신호선을 이용하여 병렬로 전달해야 하므로, 회로의 배선이 많게 된다.

또한, 저전압에 대응하는 아날로그신호선에는, 대전류, 고전압이 스위칭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 회로내부에서 노이즈가 많

이 유입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하지 않는 오동작과 이상 발진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나아가, 종래의 LED구동장치(200)는 현재 LED에 흐르는 전류치를 주제어부가 인식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고장을 자동

진단 할 수 없고, 생산 시 초기전류세팅을 자동화할 수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시각인지속도에 대응하여 적절한 응답속도를 가진 LED구동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제조공정이 용이하며 부피가 작고 제조코스트가 감소된 LED구동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대전류, 고전압의 스위칭 동작에도 노이즈가 적은 LED구동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고장을 자동진단하고, 생산시 초기전류세팅을 자동화할 수 있는 LED구동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복수의 LED(light emitting diode)를 구동하는 LED구동장치에 있어서, 고유의

어드레스를 가지며, 상기 복수의 LED를 각각 구동하는 복수의 드라이버;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에 연결된 시리얼버스; 및

상기 복수의 LED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신호 및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가 순차적으로 동작되도록 하는 상기 어드레스를 상

기 시리얼버스를 통하여 디지털데이터의 형태로 시리얼 전송하는 순차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ED구동장

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상기 제어신호를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에 순차적으로 전송함에 있어서는 소정의 시간을 요하기 때

문에, 상기 LED구동장치는 LED의 출력광을 변화시키는 경우 사용자의 시각인지속도에 대응하여 적절한 응답속도를 가지

게 된다. 또한, 패러랠버스를 대신하여 시리얼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가 전송되어, 배선이 매우 간단하며 고가의 논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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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공정이 용이하며 부피가 작고 제조코스트를 감소할 수 있다. 나아가, 상기 LED구동장치는 아

날로그신호버스를 대신하여 디지털데이터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대전류, 고전압의 스위칭 동작에서도 노이즈의 발생이 적

다.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 각각은, 상기 제어신호 및 상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디지털데이터의 수신을 위하여 상기 시리얼버

스를 통하여 상기 순차제어부와 데이터통신을 수행하는 제1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 상기 디지털데이터를 DA변환하여 상

기 제어신호를 복원하는 DA컨버터; 턴온 또는 턴오프됨으로써 소정의 전원장치 및 상기 대응하는 LED를 전기적으로 연결

또는 차단시키는 스위치; 및 상기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스위치를 턴온 또는 턴오프시키는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상기 스위

치를 구동하는 스위치구동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상기 각 드라이버는 상기 순차제어부로부터 상기 시리얼버스

를 통하여 전송되는 데이터가 자신이 수신하여야 할 데이터인지 여부를 상기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상기 어드레스가 일치하는 경우, 각 드라이버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수신된 데이터에 대응한 제어신호에 따라 대응하

는 LED를 구동한다.

상기 제어신호는 상기 LED에 흐르는 전류의 레벨을 나타내는 레벨신호 및 상기 스위치구동부의 동작을 제어하는 펄스폭

변조신호를 포함하며, 상기 각 드라이버는 상기 레벨신호 및 상기 펄스폭변조신호를 각각 저장하는 제1 및 제2레지스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드라이버는 상기 레벨신호에 따라 아날로그 디밍을 수행하며, 상기 펄스폭변조신호에 따

라 PWM 디밍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및 제2레지스터는 상기 레벨신호 및 상기 펄스폭변조신호의 임시 저장공

간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제어신호는 상기 LED에 흐르는 오프셋전류의 레벨을 나타내는 오프셋전류신호를 더 포함하며, 상기 각 드라이

버는 상기 오프셋전류신호를 각 저장하는 제3레지스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드라이버는 상기 오프셋전류신

호에 기초하여 상기 LED에 오프셋정전류를 부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제3레지스

터는 상기 오프셋전류신호의 임시 저장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드라이버는, 상기 LED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는 전류검출부; 상기 검출된 전류신호를 AD변환하는 AD변환

부; 및 상기 AD변환된 전류신호를 저장하는 제4레지스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는 상기 시리얼버

스를 통하여 상기 제4레지스터에 저장된 전류신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상기 LED구동장치는 상기

LED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여 검출된 전류치를 외부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치의 고장을 자동진단하고, 생산시

초기전류세팅을 자동화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순차제어부는, 상기 제어신호 및 상기 어드레스를 디지털데이터의 형태로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시리얼버스를

통하여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와 데이터통신을 수행하는 제2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 및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의 어드레스

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상기 제어신호 및 상기 어드레스를 디지털데이터의 형태로 상기 제2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상기 순차제어부는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에 상기 제어신호가

순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의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상기 시리얼버스를 통하여 데이

터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시리얼버스는 I2C(Inter-Integrated Circuit)버스인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기 제1 및 제2시리얼버스인터페이

스는 I2C버스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이에 의하여 상기 순차제어부 및 상기 드라이버는 미리 규정된 통

신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중심으로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

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LED구동장치(10)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본 실시예의 LED구동장치(10)는 액정표시장치의 백라이트로 이용되는 복수의 LED(30)를 구동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RGB 각 색에 대하여 복수의 LED(30)가 마련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LED구동장치(10)는 복수의 LED(30)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시리얼버스를 이용하여 디

지털데이터의 형태로 시리얼 전송한다. 또한, 본 실시예의 LED구동장치(10)는 복수의 LED(30)를 순차적으로 구동하기

위하여 복수의 LED(30)에 대응하는 드라이버의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본 실시예의 LED구동장치(1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드라이버(14), 시리얼버스(40) 및 순차제어부(12)를

포함한다. 복수의 드라이버(14) 및 순차제어부(12)는 시리얼버스(40)를 통하여 상호 데이터통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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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드라이버(14) 각각은 고유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으며, 복수의 LED(30)에 각각 대응하도록 마련된다. 각 드라이

버(14)는 시리얼버스(40)로부터 복수의 LED(30)에 흐르는 전류의 제어를 위한 제어신호와 어드레스를 입력하여, 입력한

어드레스가 자기의 고유 어드레스와 일치하는 경우 제어신호에 따라 대응하는 LED(30)를 구동한다. 각 드라이버(14)는

시리얼버스(40)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순차제어부(12)는 제어신호 및 어드레스를 시리얼버스(40)에 디지털데이터의 형태로 시리얼 전송하며, 제어신호가 복수

의 드라이버(14)에 순차적으로 전송되도록 복수의 드라이버(14)의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도 3은 본 실시예의 순차제어부(12)의 내부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순차제

어부(12)는, 제2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122) 및 인터페이스제어부(124)를 포함한다.

제2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122)는 제어신호 및 어드레스를 디지털데이터의 형태로 전송하기 위하여 시리얼버스(40)를 통

하여 복수의 드라이버(14)와 데이터통신을 수행한다. 본 실시예의 시리얼버스는 I2C(Inter-Integrated Circuit)버스이며,

제2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122)는 I2C버스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122)는 인터페이스제어부(124)로부터 제어신호에 대응하는 디지털데이터와 제어신호가 전송

될 드라이버(14)를 지정하는 어드레스를 입력하여 I2C버스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 및 어드레스를 데이터라인인 SDA 및

클록라인인 SCL로 구성된 시리얼버스(40)에 전송한다.

인터페이스제어부(124)는 복수의 드라이버(14)의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제어신호 및 어드레스를 디지털데

이터의 형태로 제2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122)에 제공한다. 인터페이스제어부(124)는 복수의 드라이버(14)의 어드레스를

미리 소정의 메모리(도시 안됨)에 저장해 두고, 제어신호의 소정 구간에 대하여 복수의 드라이버(14)의 어드레스를 순차적

으로 변경하여 제공한다.

즉, 인터페이스제어부(124)는 제어신호의 소정 구간이 복수의 드라이버(14) 모두에 순차적으로 전송되도록, 어드레스를

순차 변경하면서 제어신호의 소정 구간을 드라이버(14)의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

사용자의 시각인지시간에 적절한 광센서(20) 및 변조제어부(16)의 응답속도는 약 100ms 정도인데, 이러한 시간에 있어

서, 제어신호의 소정 구간은 복수의 드라이버(14) 모두에 대하여 1 프레임 내에 충분히 전송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LED구동장치(10)는 디밍량산출부(18), 변조제어부(16) 및 광센서(20)를 더욱 포함할 수 있다.

디밍량산출부(18)는 영상신호의 Y평균값을 입력하여 이에 대응하여 RGB 각 색의 디밍량을 산출한다. 광센서(20)는 복수

의 LED(30)가 방출하는 광을 감지하여 RGB 각 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변조제어부(16)는 디밍량산출부(18)가 산출한 RGB 각 색의 디밍량 및 광센서(20)로부터의 RGB 각각의 색정보를 입력하

여, 이에 대응하여 펄스폭변조신호를 생성한다. 본 실시예의 펄스폭변조신호는 본 발명의 제어신호의 일례이다.

본 실시예의 순차제어부(12)는 제어신호, 즉, 펄스폭변조신호를 변조제어부(16)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도 4는 본 실시예의 각 드라이버(14)의 내부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드라이버(14)는 제1시리얼버

스인터페이스(142), DA컨버터(144 내지 148), 스위치(150) 및 스위치구동부(152)를 포함한다.

제1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142)는 제어신호 및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디지털데이터의 수신을 위하여 시리얼버스(40)를 통

하여 순차제어부(12)와 데이터통신을 수행한다. 본 실시예의 시리얼버스(40)는 I2C(Inter-Integrated Circuit)버스이며,

제1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142)는 I2C버스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1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142)는 시리얼버스(40)로부터 제어신호 및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디지털데이터를 수신하

며, I2C버스 프로토콜에 따라 이를 디코딩하여 어드레스를 확인하고 자기의 어드레스와 일치하는 경우 데이터를 계속 수

신한다.

DA컨버터(144 내지 148)는 디지털데이터를 DA변환하여 제어신호를 복원한다. 스위치(150)는 턴온 또는 턴오프됨으로

써 전원장치(50) 및 대응하는 LED(30)를 전기적으로 연결 또는 차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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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구동부(152)는 제어신호에 따라 스위치(150)를 턴온 또는 턴오프시키는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스위치(150)를 구동

한다.

본 실시예의 제어신호는 LED(40)에 흐르는 전류의 레벨을 나타내는 레벨신호 및 스위치구동부(152)의 동작을 제어하는

펄스폭변조신호를 포함한다. 나아가, 제어신호는 LED(40)에 흐르는 오프셋전류의 레벨을 나타내는 오프셋전류신호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각 드라이버(14)는, 수신한 디지털데이터가 레벨신호, 펄스폭변조신호 및 오프셋전류신호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제1레지스터 내지 제3레지스터(156 내지 16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제1레지스터 내지 제3레지스터(156 내지 160)는 고유의 어드레스를 가지며, 제1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142)는 I2C버스

프로토콜에 따라 수신한 디지털데이터에 관한 어드레스를 확인하고 그 어드레스를 가진 레지스터(156, 158 또는 160)에

레벨신호, 펄스폭변조신호 및 오프셋전류신호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나아가, 각 드라이버(14)는, LED(40)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는 전류검출부(162) 및 검출된 전류신호를 AD변환하는 AD

변환부(164)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드라이버(14)는 AD변환된 전류신호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제4레

지스터(166)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제1시리얼버스인터페이스(142)는 시리얼버스(40)를 통하여 측정된 전류신호의 송신요청이 있으면, 제4레지스터

(166)를 참조하여 저장된 전류신호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시리얼버스(40)를 통하여 전송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LED구동장치(10)는 LED(40)에 흐르는 전류의 측정치를 주제어부(도시 안됨)에 제공함으로써, 간단히

고장부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초기 생산시에 각각 다른 전류-광출력 특성을 가지는 다수의 LED구동회로의 초

기전류세팅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청구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의 시각인지속도에 대응하여 적절한 응답속도를 가진 LED구동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회로의 배선이 감소되어 제조공정이 용이하며 부피가 작고 제조코스트가 감소된 LED구동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고가의 로직회로가 생략되어 제조코스트가 감소된 LED구동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대전류, 고전압의 스위칭 동작에도 노이즈가 적은 LED구동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고장을 자동진단하고, 생산시 초기전류세팅을 자동화할 수 있는 LED구동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LED구동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며,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LED구동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며,

도 3은 도 2의 LED구동장치의 순차제어부의 내부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며,

도 4는 도 2의 LED구동장치의 드라이버의 내부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등록특허 10-0670581

- 7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LED구동장치 12: 순차제어부

14: 드라이버 40: 시리얼버스

16: 변조제어부 18: 디밍량산출부

20: 광센서 30: LED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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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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