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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차단막을 구비한 양면 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장치 및 정보 기기

요약

본 발명은 광차단막을 구비한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것을 이용한 정보 기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는 인가되는 데이터 신호 및 선택 신호에 상응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복

수의 화소부를 구비하는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화상표시부와, 화상표시부 상에 배치되며 제어 신호에 상응하여 빛을 차

단 또는 투과시키는 광차단막, 그리고 복수의 화소부에 데이터 전압 및 선택 신호를 각각 공급하며 광차단막에 제어 신호

를 공급하는 드라이버 회로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전계발광, 양면발광, 디스플레이, 광차단막, 강유전체 액정, 시인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유기 전계발광 소자에 대한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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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종래의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개념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부분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의 광차단막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정보 기기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8은 도 7의 정보 기기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정보 기기의 광차단막 설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부호의 설명>

300, 700: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

302: 기판 304: 버퍼층

306: 커패시터 전극 308: 제1 절연층

310: 전압공급전극 312: 제2 절연층

314: 제3 절연층 316: 보호층

318: 캐소드 전극 320: 반도체층

322: 게이트 전극 324: 소스 전극

326: 드레인 전극 330: 애노드 전극

332: 유기 EL 층 334: 유기캔실링

340: 박막 트랜지스터 360: 유기 EL 소자

550, 712: 광차단막 710: 유기 EL 화상표시부

720: 화면상태 감지부 730: 드라이버 IC

732: 인터페이스 734: 데이터 구동부

736: 주사 구동부 738: 광차단막 제어부

900: 휴대 단말 910: 슬라이드 스위치

990: 사용자 인터페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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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차단막을 구비한 양면 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것을 이용한 정보 기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계발광(electro-luminescent; EL)은 저분자 또는 고분자의 무기물 층 또는 유기물 층에 음극과 양극을 통하

여 주입된 전자와 정공에 의해 여기자가 형성되고, 형성된 여기자로부터 특정한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재

료에 따라 무기 EL과 유기 EL로 나누어진다.

무기 EL은 기본적으로 형광체 층을 중심으로 상부 절연층 및 하부 절연층으로 구성된 박막형 구조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절연 재료를 포함한 반사층과 형광체를 포함한 절연 바인더로 구성된 후막형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무기 EL을 이용한 전계발광 소자는 낮은 휘도 특성 및 낮은 효율 특성으로 인해 디스플레이 응용에는 적합하지 않

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바이스 특성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 EL은 전자를 주입하는 전극과 전공을 주입하는 전극으로부터 각각 전자와 정공을 발광층 내부로 주입시켜 주입된 전

자와 정공이 결합한 여기자가 여기 상태로부터 기저 상태로 천이할 때 빛이 발생되도록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기 EL 현상

을 이용한 유기 EL 소자는 광범위한 연구 노력의 결과, 저 전압 구동, 저 소비전력, 고휘도의 자체발광, 수 마이크로 세컨드

의 빠른 응답속도, 광시야각, 경량, 박형, 저 생산비용 등의 장점을 가진 평판 디스플레이로서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

고 있다.

이하, 도 1을 참조하여 유기 EL 소자를 설명한다. 도 1은 유기 EL 소자에 대한 개념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유기 EL 소자(100)는 기본적으로 유리 기판(102), 애노드 전극(104), 발광층(108) 및 캐소드 전극(112)

을 포함한다. 또한 유기 EL 소자(100)는 애노드 전극(104)과 캐소드 전극(112)으로부터 전자와 전공의 주입 특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정공 주입층(hole injecting layer; HIL; 106) 및 전자 주입층(electron injecting layer; EIL; 110)을 포함한

다. 양면 발광 구조인 경우, 애노드 전극(104)과 캐소드 전극(112)은 ITO(Indium Tin Oxide) 전극과 같은 투명 전극으로

각각 형성된다. 또한, 유기 EL 소자(100)에는 소자 특성의 개선을 위해 전자 수송층(electron transporting layer; ETL),

정공 수송층(hole transporting layer; HTL) 또는 정공 저지층(hole blocking layer; HBL) 등이 추가로 형성될 수 있다.

상술한 유기 EL 소자(100)는 소자 내부로 유입되는 전류에 비례하여 발광한다. 또한, 상술한 양면 발광 구조의 유기 EL 소

자(100)는 적어도 전면 방향과 배면 방향으로 발광한다.

도 2는 종래의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개념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200)는 유기 EL 화상표시부(204), 주사 구동부(206) 및 데이터 구동부(208)

를 포함한다. 유기 EL 화상표시부(204)는 주사 구동부(206)로부터 예를 들어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주사선(S1-

Sn)과, 데이터 구동부(208)로부터 예를 들어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데이터선(D1-Dm), 그리고 복수의 화소부

(202)를 포함한다. 각 화소부(202)는 복수의 주사선(S1-Sn)과 복수의 데이터선(D1-Dm)으로 정의되는 화소 영역에 형성

되어 있다.

상술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200)에서, 주사 구동부(206)는 각 화소부(202) 내의 유기 EL 소자(미도시)를 구동하기

위한 선택 신호를 제어하고, 제어된 선택 신호를 주사선(S1-Sn)에 공급한다. 선택 신호는 주사선을 통해 각 화소부(202)

내의 스위칭 소자(미도시)에 전달되어 스위칭 소자가 턴온 또는 턴오프되도록 기능한다. 데이터 구동부(208)는 각 화소부

(202)의 화상 신호를 나타내는 데이터 전압 또는 전류를 제어하고, 제어된 데이터 전압 또는 전류를 각 데이터선(D1-Dm)

에 공급한다. 화소부(202)는 적색(R), 녹색(G), 청색(B)의 부화소(미도시)를 포함한다. 상술한 구성에 의해, 종래의 양면표

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는 양쪽면으로 빛을 발광하여 화상을 화면을 표시한다.

그러나, 종래의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는 유기 EL 소자의 양쪽 전극으로 투명 전극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

용자가 한쪽 화면에 표시된 화상을 볼 때 반대쪽 화면을 통해 빛이 투과되어 화면상에 표시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볼 수 없

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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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래의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가 탑재된 휴대 단말등의 정보 기기에서는 주위 환경의 조도에 따라 정보

기기의 화상 표시에 대한 시인성이 크게 악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주위 환경의 조도가 높은 경우에 휴대 단말의

화상표시부에 표시되는 정보를 잘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종래의 정보 기기에서는 사용자가 주위 환경의 조도에 따라 화상표시부의 조도를 높여도 시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

다. 예를 들면, 낮에 외부에서나 밝은 곳에서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가 탑재된 종래의 폴더형 휴대 단말을 사

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화상표시부의 휘도를 높여도 화상표시부의 양쪽면이 주위의 밝은 조도에 노출되어 있어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의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종래의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휴대 단말 등의 정보 기기에서는 주위 환경의 조도 변

화에 따라 화면의 시인성이 크게 악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양면이 표시되는 화상표시부에서 뒤쪽 배경이

앞쪽 화면에 투영되지 않도록 기능하는 광차단막을 구비한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광차단막을 구비한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주위 환경의 밝은 조도에

서도 시인성 확보가 매우 용이한 정보 기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인가되는 데이터 신호 및 선택 신호에 상응하여 화상을 표시

하는 복수의 화소부를 구비하는 양면표시형 화상표시부와, 화상표시부 상에 배치되며 제어 신호에 상응하여 빛을 차단 또

는 투과시키는 광차단막, 그리고 복수의 화소부에 데이터 전압 및 선택 신호를 각각 공급하며, 광차단막에 제어 신호를 공

급하는 드라이버 회로부를 포함하는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다른 측면에 따르면, 인가되는 데이터 신호 및 선택 신호에 상응하여 화상을 표시하기 위한 복수의 화소부를 구

비하는 양면표시형 화상표시부와, 화상표시부 상에 배치되며 제어 신호에 상응하여 빛을 차단 또는 투과시키는 광차단막

과, 복수의 화소부에 데이터 전압 및 선택 신호를 각각 공급하며, 광차단막에 제어 신호를 공급하는 드라이버 회로부와, 소

정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이 메모리에 결합되어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기

저대역 처리부, 그리고 기저대역 처리부와 안테나 사이에 연결되는 고주파 처리부를 포함하는 정보 기기가 제공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는 드라이버 회로부에 감지 신호를 제공

하는 화면상태 감지부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는 화상표시부, 광차단막 및 드라이버 회로부를 고정적으로

수용하는 하우징을 더 포함한다.

또한, 화면상태 감지부는 하우징에 배치되며 화상표시부의 회전 상태 또는 개방 상태에 따라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슬라이

드 스위치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는 광차단막의 광차단 또는 광투과 상태를 설정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한다.

또한, 광차단막은 편광변조형 액정, 산란형 액정, 흡수형 액정, 강유전성 액정 및 반강유전성 액정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다.

또한, 광차단막은 소정의 간격을 두고 대향 배치되는 제1 및 제2 유리 기판과, 제1 및 제2 유리 기판 사이에 형성되는 제1

및 제2 투명 전극과, 제1 및 제2 투명 전극 사이에 형성되는 제1 및 제2 배향막, 그리고 제1 및 제2 배향막 사이의 셀에 주

입되어 봉입되는 액정을 포함한다.

또한, 광차단막은 화상표시부의 양면에 각각 배치된 제1 광차단막 및 제2 광차단막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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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의 실시예는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제공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다음에 기술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부분 단면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300)는 절연 기판(302) 상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 340), 스토리지 커패시터(350), 유기 EL 소자(360), 유리캔실링(glass can sealing; 334), 및 광차단막

(550)을 포함한다.

TFT(340)는 절연 기판(302) 상의 버퍼층(304) 위에 형성되어 있는 반도체층(320)과, 반도체층(320) 위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 전극(322), 소스 전극(324), 및 드레인 전극(326)으로 이루어진다. 소스 전극(324) 및 드레인 전극(326)은 반도체

층(320)에 각각 연결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TFT(340)는 PMOS형 TFT가 된다. 버퍼층(304)은 절연 기판(302) 상

에 형성되는 구조로부터 절연 기판(302)을 보호하고, 상술한 구조가 절연 기판(302) 상에 적절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완충

작용을 한다.

스토리지 커패시터(350)는 버퍼층(304) 위에 형성되어 있는 커패시터 전극(306)과, 제1 절연층(308)을 사이에 두고 커패

시터 전극(306)과 마주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전압공급전극(310)으로 이루어진다.

유기 EL 소자(360)는 버퍼층(304) 위에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있는 제1 내지 제3 절연층(308, 312, 314) 상에 형성되는

애노드 전극(330)과, 애노드 전극(330) 위에 형성되는 유기 EL 층(332), 그리고 유기 EL 층(332) 위에 형성되는 캐소드

전극(318)으로 이루어진다.

제1 내지 제3 절연층(308, 312, 314)은 각 층간의 연결을 위한 콘택홀을 포함한다. 애노드 전극(330)과 캐소드 전극(318)

은 적어도 유기 EL 층(332)과 마주하는 영역에서 유기 EL 층(332)에서 발광된 빛이 투과되는 광 투과성 재료로 구성된다.

캐소드 전극(318)은 유기 EL 층(332)으로 전자 주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일함수(work function) 값이 낮은 재료로 이

루어진다.

상술한 구성에서, 유기 EL 소자(360)의 애노드 전극(330)은 박막 트랜지스터(340)의 드레인 전극(326)에 연결되며, 박막

트랜지스터(340)의 소스 전극(324)은 스토리지 커패시터(350)의 전압공급전극(310)에 연결되고, 캐소드 전극(318)과 제

3 절연층(314)과의 사이에는 보호층(316)이 형성된다. 그리고 유기 EL 소자(360)는 유리캔실링(334)에 의해 밀봉된다.

유리캔 실링(334)으로 제한되는 내부 공간에는 N2 또는 Ar 등의 기체가 주입된다. 또한, 상술한 내부 공간에는 바륨옥사

이드 또는 칼슘옥사이드 등으로 이루어진 테이퍼 또는 파우더 타입의 흡습제가 부가될 수 있다.

광차단막(550)은 유리캔 실링(512) 상에 형성된다. 광차단막(550)은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500)의 드라이

버 회로부(드라이버 IC)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광차단막(550)의 양단에 공급되는 전압에 따라 유기 EL 소자(360)에서

발생되는 빛을 투과하거나 차단하도록 동작한다. 도 3에서 광차단막(550)은 유리캔 실링(512) 상에 배치되어 있지만, 광

차단막(550)은 기판(502) 아래에 배치될 수 있다. 또한, 광차단막(550)은 광 투과율, 반사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두께

또는 구성을 갖도록 형성된다. 이러한 광차단막(550)에 대하여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의 광차단막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4에서 광차단

막은 강유전성 액정을 포함한다.

도 4를 참조하면, 광차단막(550)은 서로 대향하는 상부 및 하부의 유리기판(552, 554)과, 이 유리기판들(552, 554)의 내

측면 상에 각각 형성되는 투명 전극들(556, 558), 그리고 투명 전극들(556, 558)의 내측면 상에 각각 형성되어 액정 재료

(566)를 정렬시키는 정렬층 또는 배향막(560, 562)을 포함한다. 액정 재료(566)는 배향막(560, 562) 사이에 삽입된다.

한 쌍의 유리기판(552, 554), 투명전극(556, 558) 및 배향막(560, 562)은 스페이서(564)에 의해 소정의 간격을 두고 서로

대향 배치된다. 투명 전극(556, 558)은 공통전압이 인가되는 제1 투명 전극(558)과, 액정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하여 소정

의 제어 신호가 인가되는 제2 투명 전극(556)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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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재료(566)는 강유전성 액정(ferroelectric liquid crystal) 또는 반강유전성 액정으로 이루어지며, 투명 전극(556,

558)이 덮여져 있는 투명한 유리기판들(552, 554) 사이에 밀폐된다. 액정 재료(566)는 액정소자(550)의 여러 물성을 특

성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혼합 액정으로 이루어진다. 광차단막(550)에 사용되는 강유전성 액정은 전기적, 자기적 성질

이 같은 영역의 층구조를 이루는 스메틱층을 따라, 즉 가상 콘(cone)의 외곽선을 그리면서 회전한다.

강유전성 액정은 외부 전기장에 상관없이 자발분극(spontaneous polarization)하는 특성을 가지는 액정으로서 다른 모드

의 액정에 비하여 응답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별한 전극 구조나 보상 필름이 없이도 넓은 시야각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강유전성 액정은 외부 전기장이 인가되지 않으면, 현재의 모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액정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 소모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상술한 구성에 의해, 광차단막(550)은 양단의 투명 전극(556, 558)에 인가되

는 전압에 따라 유기 EL 소자의 빛을 투과하거나 차단하도록 기능한다.

상술한 광차단막(550)은 액정소자로 이루어진 광차단막의 일례를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광차단막(550)에 사용되는 액정

소자로는 빛의 이용 성질에 따라 편광변조형, 산란형, 및 흡수형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액정소자가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편광변조형 액정소자는 90도 TN(twisted nematic)형, STN형, HTP(homeotropic to twisted planar)형, ASM

(axially symmetric aligned microcell)형을 포함하는 TN형 액정소자와, SSF형, AF형, DHF형 등의 강유전성 액정소자,

그리고 OCB(optical controlled birefringence)형, DAP(deformation of vertical aligned phases)형, IPS(in plane

switch)형 등의 ECB(electrical controlled birefringence)형 액정소자를 포함한다. 산란형 액정소자는 PD형, DS

(dynamic scattering)형, PSCT(polymer stabilized cholesteric texture)형 등의 액정소자를 포함한다. 흡수형 액정소자

는 GH(gust host)형 등의 액정소자를 포함한다.

또한, 광차단막(550)은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유기 EL 소자의 빛을 차단하고, 문턱치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 유기 EL 소자

의 빛을 통과시키는 액정소자의 NB(normally black) 모드와,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유기 EL 소자의 빛을 통과시키고, 문

턱치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 유기 EL 소자의 빛을 차단하는 액정소자의 NW(normally white) 모드 중 어느 하나의 모드로

기본 설정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

서, 도 3을 참조하여 앞서 설명한 제1 실시예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소는

동일한 참조부호로 나타낸다.

도 3 및 도 5를 참조하면,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700)는 제1 면에 제1 광차단막(550)을 구비한 양면표시 유

기 EL 디스플레이 장치(300)와 이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300)의 제2면에 배치되는 제2 광차단막(580)을 포

함하도록 이루어진다.

제2 광차단막(580)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300)에 포함된 제1 광차단막(550)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제2 광차단막(580)은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300)의 빛이 제2 면을 통해 방출

되거나 제2 면상에서 차단되도록 제1 광차단막(550)과 대칭적으로 배치된다.

상술한 구성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700)는 제1 광차단막(550)이 개방된 상태에서 제

1 화면을 볼 때, 제2 광차단막(580)이 유기 EL 소자의 빛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동시에 제2 화면측의 외부 입

사광이 제1 화면측에 투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선명한 화면이 표시되도록 동작한다. 이처럼, 본 발명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장치의 시인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는 그 한면이나 그 양면에 제1 광차단막 또는/및 제2 광차단막을

구비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장치의 기계적인 강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종래에 비해 얇은 기판을 사용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장치의 두께(T)를 감소시킬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700)는 양면 유기 EL 화상표시부(710)(이하 '화상표시부'라고 함)

와, 화상표시부(710)의 양면에 배치되어 화상표시부(710) 내의 유기 EL 소자의 빛을 투과시키거나 차단하는 광차단막

(712)과, 화면상태 감지부(720)와, 드라이버 IC(730), 그리고 주사 구동부(736)를 포함한다. 물론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

플레이 장치(700)는 화상표시부(710)의 제어를 위한 타이밍 컨트롤러(미도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DC-DC 컨버터와

같은 전원공급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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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표시부(710)는 양면표시를 위한 제1 화면표시창 및 제2 화면표시창을 포함한다. 화상표시부(710)의 빛은 제1 화면표

시창과 제2 화면표시창을 통해 동시에 방출된다. 광차단막(712)은 제1 화면표시창 및 제2 화면표시창 상에 각각 배치된

제1 광차단막과 제2 광차단막을 포함한다. 여기서, 제1 광차단막과 제2 광차단막은 도 3 및 도 5의 제1 광차단막(550)과

제2 광차단막(580)이 된다.

화면상태 감지부(720)는 제1 및 제2 광차단막(712)을 선택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제1 화면표시창 및 제2 화면표시창의

회전 또는 개방 상태를 각각 감지하는 감지 수단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회전 구조의 하우징을 가진 디스플레이 장치의 경

우, 감지 수단은 회전 구조의 힌지부에 탑재된 슬라이드 스위치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화면상태 감지부(720)는 제1 및

제2 광차단막(712)을 선택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장치의 설정 메뉴로서 제공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

한다.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하여는 도 9를 참조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하게 될 것이다.

드라이버 IC(730)는 기본적으로 화상표시부(710)에 화상을 표시하기 위한 화상 데이터와 이 화상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공급하는 제어부(미도시)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드라이버 IC(730)는 화상표시부(710)에 화상을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 신호를 공급하는 데이터 구동부(734)를 포함한다. 또한, 드라이버 IC(730)는 화상표시부(710) 내에서 화상을

표시할 화소를 선택하는 선택 신호를 공급하는 주사 구동부(736)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주사 구동부(736)는 드라이버

IC(730) 내에 탑재되지 않고 화상표시부(710) 내에 형성될 수도 있다. 또, 드라이버 IC(730)은 디스플레이 장치의 외부에

서 화상 신호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부(732)를 포함한다. 또한, 드라이버 IC(730)는 광차단막(712)을 제어하기 위한 광차

단막 제어부(738)를 포함한다.

광차단막 제어부(738)는 화면상태 감지부(720)의 신호에 따라 제1 광차단막 및/또는 제2 광차단막에 소정 전압을 인가하

여 제1 및 제2 광차단막을 제어한다. 예를 들면, 광차단막 제어부(738)는 아래의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면상태 감지

부(720)에서 감지하여 전달되는 감지 신호에 기초하여 제1 광차단막 또는 제2 광차단막을 광투과 상태 또는 광차단 상태

로 제어한다.

[표 1]

  우선순위  제1 광차단막  제2 광차단막

 사용자 인터페이스  1  ON/OFF  ON/OFF

 슬라이드 스위치  2  ON/OFF  ON/OFF

표 1에서, 광차단막 제어부(738)는 슬라이더 스위치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입력된 신호에 기초하여 제1 및 제2 광차

단막을 제어한다. 여기서, 슬라이더 스위치는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의 덮개(미도시)나 회전부(미도시) 등에

탑재된 화면상태 감지 수단을 말한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어부에 탑재되

어 디스플레이 장치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광차단막 설정 수단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본 실시예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는 적절한 하우징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

른 디스플레이 장치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회전식 받침대, 커버, 여닫이 구조 등의 회전 구조를 가진 하우징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 발명에 따른 화면상태 감지부는 하우징의 회전가능한 연결부에 탑재되는 슬라이드식 스위치로 형성

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는 광차단막의 제어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광차단막이 광투과 상태 및 광차단 상태 중 어느 하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정하

는 디스플레이 사용자 설정 메뉴의 하나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도 9 참조).

한편,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본 발명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는 화상표

시부, 광차단막, 드라이버 IC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원공급부 및 그 연결관계는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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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발명에 따른 양면표시 유기 EL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한 정보 기기에 대하여 도 7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설명

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정보 기기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8은 도 7의 정보 기기에 대한 블록도이다. 그

리고 도 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정보 기기의 광차단막 설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도면이다. 본 실시

예에서 정보 기기는 폴더형 휴대 단말로 형성되어 있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정보 기기(900)는 몸체(902), 덮개(904), 화상표시부(710), 광차단막(712), 드라이버 IC(730),

슬라이더 스위치(910), 고주파(RF) 처리부(960), 안테나(962), 기저대역 처리부(970), 및 전원공급부(980)를 포함한다.

기저대역 처리부(970)는 정보 기기(900)가 제공하는 각종 기능에 관련된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974)와, 이

메모리(974)에 연결되어 메모리(974)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주변장치(976)을 통해 메모리(974)에 입출력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972)를 포함한다. 프로세서(972)는 키 패드 등의 기타 입출력 장치를 포함하는 주변 장치(976)

를 제어하고, 안테나(962)에 연결된 고주파 처리부(960)를 통해 무선으로 송수신되는 정보를 제어한다.

몸체(902) 및 덮개(904)의 힌지 연결부에는 슬라이드 스위치(S/W)(910)가 탑재된다. 슬라이드 스위치(910)는 몸체(902)

와 덮개(904)의 각도에 대한 정보를 드라이버 IC(730)에 전달한다. 이 정보에 기초하여 드라이버 IC(730)는 광차단막 제

어부(738)를 통해 제1 또는 제2 광차단막을 광투과 상태 또는 광차단 상태로 제어한다. 드라이버 IC(730)는 예를 들어

COG(chip on glass) 구조로 화상표시부(710)의 기판 상에 형성될 수 있다.

화상표시부(710)는 그 내측창에 배치되는 제1 광차단막(712)과 외측창에 배치되는 제2 광차단막(미도시)을 포함한다. 도

7에서 제2 광차단막은 덮개(904)의 뒤쪽에 위치하여 도면의 앞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제1 및 제2 광차단막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먼저, 덮개(904)가 몸체(902)를 덮고 닫혀 있는 경우, 제1 광차

단막(712)은 광차단 상태가 되고, 제2 광차단막은 광투과 상태가 된다. 다음, 덮개(904)가 몸체(902)에서 떨어져 도 7과

같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제1 광차단막(712)은 광투과 상태가 되고, 제2 광차단막은 광차단 상태가 된다. 또한, 제2 광차

단막이 휴대 단말의 외측창으로 형성되는 경우, 제2 광차단막은 액정 소자의 NW(normal white) 모드를 이용하여 광투과

상태를 기본 모드로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구성에 의해, 정보 기기(900)는 주변 조도가 높은 밝은 곳에서도 화상표

시부(710)의 시인성을 매우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정보 기기(900)는,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990)를 포함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990)는 휴대

단말 등의 정보 기기에 탑재되는 사용자 설정 메뉴 항목의 하나로서 제공된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정보 기기의 키 패드

를 조작하여 간단하게 제1 및 제2 광차단막의 상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함께 화면의 시인성이 매우 우수한 정보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정보 기기로서 폴더형 휴대 단말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을 그러한 구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폰, 캠코더,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정보 기기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

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양면이 표시되는 화상표시부에 뒤쪽 배경이 앞쪽 화면에 투영되지 않도록 이루어진

광차단막을 구비한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광차단막을 구비한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주위의 밝은 조도에서도 시인

성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정보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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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표시를 위하여 제 1화면표시창과 제 2화면표시창으로 구성되고, 인가되는 데이터 신호 및 선택 신호에 상응하여 화상

을 표시하는 복수의 화소부를 구비하는 양면표시형 화상표시부;

상기 제 1화면표시창 및 제 2화면표시창 상에 각각 배치되어 제어 신호에 상응하여 상기 제 1화면표시창 또는 제 2화면표

시창으로 방출되는 빛을 차단 또는 투과시키는 광차단막; 및

상기 복수의 화소부에 상기 데이터 신호 및 상기 선택 신호를 각각 공급하며, 상기 광차단막에 상기 제어 신호를 공급하는

드라이버 회로부를 포함하며,

상기 광차단막은,

소정의 간격을 두고 대향 배치되는 제1 및 제2 유리 기판;

상기 제1 및 제2 유리 기판 사이에 형성되는 제1 및 제2 투명 전극;

상기 제1 및 제2 투명 전극 사이에 형성되는 제1 및 제2 배향막; 및

상기 제1 및 제2 배향막 사이의 셀에 주입되어 봉입되는 액정이 포함되어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

광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차단막을 선택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상기 제 1화면표시창 및 제 2화면표시창의 회전 또는 개방상태를 각각 감지하

는 감지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감지 수단에 의해 출력되는 감지 신호를 상기 드라이버 회로부에 제공하는 화면상태 감지

부를 더 포함하는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표시부, 광차단막 및 드라이버 회로부를 고정적으로 수용하고, 회전가능한 연결부를 구비한 하우징을 더 포함하

는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화면상태 감지부에 구비되는 감지수단은 상기 하우징의 화전가능한 연결부에 탑재되는 슬라이드 스위치인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차단막의 광차단 또는 광투과 상태를 설정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

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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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차단막은 편광변조형 액정, 산란형 액정, 흡수형 액정, 강유전성 액정 및 반강유전성 액정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인가되는 데이터 신호 및 선택 신호에 상응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복수의 화소부를 구비하는 양면표시 유기 전계발광 화상

표시부;

상기 화상표시부 상에 배치되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빛을 차단 또는 투과시키는 광차단막;

상기 복수의 화소부에 상기 데이터 신호 및 상기 선택 신호를 각각 공급하며, 상기 광차단막에 상기 제어 신호를 공급하는

드라이버 회로부;

정보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관련된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에 결합되어 상기 프로그램을 수

행하는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기저대역 처리부; 및

상기 기저대역 처리부와 안테나 사이에 연결되는 고주파 처리부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광차단막은,

소정의 간격을 두고 대향 배치되는 제1 및 제2 유리 기판;

상기 제1 및 제2 유리 기판 사이에 형성되는 제1 및 제2 투명 전극;

상기 제1 및 제2 투명 전극 사이에 형성되는 제1 및 제2 배향막; 및

상기 제1 및 제2 배향막 사이의 셀에 주입되어 봉입되는 액정이 포함되어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기.

도면

등록특허 10-0583516

- 10 -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583516

- 11 -



도면3

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0583516

- 12 -



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583516

- 13 -



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583516

- 1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4
  발명의 효과 8
청구의 범위 8
도면 10
 도면1 11
 도면2 11
 도면3 12
 도면4 12
 도면5 12
 도면6 13
 도면7 13
 도면8 14
 도면9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