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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과 함께 AMOLED(Active Matrix OLED) 패널(Panel)의 생산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AMOLED 패널은 기본적으로 LCD와는 다르게 백라이트(Backlight)를 필요로 하지 않아 적은 소비전력으로 선명도 

있는 영상의 출력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AMOLED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검사 장

치의 수요도 확산되고 있다. AMOLED 패널 에이징(Aging) 시스템의 검사 장치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와 연동하여 운영되며,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패널 에이징에 사용되는 검사 장치는 다중 신호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신호 생성기(Pattern Generator)이다. 다수개

의 신호 생성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신호 생성기를 

원격으로 통합 제어하기 위한  방법과 AMOLED 패널을 구동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였으며, 이에 

따른  타이밍과 전원 설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display technology, AMOLED(Active Matrix OLED) panel production and 
demand are increasing. Unlike LCD, AMOLED panel basically does not need backlight, so it can output clear images 
with low power consumption. Therefore, the AMOLED market is growing globally. Accordingly, the demand for 
inspection devices required for production is also expanding. The inspection device of the AMOLED panel aging 
system operates in conjunction with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and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it is efficient to construct network environment. The inspection device used for panel aging is a pattern 
generator capable of outputting multiple signals. Efficient design is required to operate multiple signal generators. To 
solve this problem, the proposed system proposed a method for remotely controlling the signal generator remotely and 
a method for driving the AMOLED panel. And the timing and power setting result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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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유기 발광다이오드, 유기 태양 전지,유기 

트랜지스터와 같은 유기 전자재료를 이용하는 소자들

은 원천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상업화에도 이르면서 가

장 주목받는 기술이 되었다. 국내의 대표적 기업인 삼

성과 LG에서 세계 기술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연구

소, 학교 등 많은 기관들에서 유기 전자 소재 및 소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기 전자 소

재인 OLED를 이용한 AMOLED 패널 생산은 에이징 

과정이 필요하다[1].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에이징 시스템의 다중 신호생성

기에 대해 네트워킹을 통해 GUI기반으로 연동시킬 수 

있는 중앙 서버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중앙 

서버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신호 생성기를 검

색하고 각 장치의 IP 주소를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호 생성기와 프로토콜은 TCP/IP를 적용 하였다. 접속

된 신호 생성기와 통신을 위한 데이터 패킷은 신호 생

성기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해 키, 타이밍 정보와 전

압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네트워크로 

접속된 신호 생성기에 에이징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상태정보를 요청하는 패킷을 두었으며, 수신된 상태정

보 데이터를 로그 파일로 저장하도록 구현하였다.

Ⅱ. 에이징 기술과 신호 생성 원리

이 장은 논문에 관련된 기술인 에이징 기술과 신호 

생성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2.1. OLED 에이징 기술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는 OLED의 

어레이(array)를 포함하며, 각 OLED는 2개의 단자를 가

진다. 대응하는 OLED의 단자 중 하나에 접속된 각 회

로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각 OLED에 대한 전압 감

지 회로는  OLED 양단의 전압을 나타내는 피드백 신호

를 생성하기 위해 OLED 양단의 전압을 감지하고, 피드

백 신호에 응답하여 각 OLED에 대한 보정 신호를 계산

한다. 각 OLED의 출력에서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각 

OLED를 구동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에 보정 신호를 

인가하는 제어기를 포함한다. 이는 그림 1과 같다[2].

Fig. 1 OLED Aging and OLED Array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유기물에  따라 밝기와 소비 

전류가 다르다. 유기물의 특성에 따라 어레이를 구성하

는 유기물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로 한다. 유기물

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을 에이징 과정이라 하며, 이 과

정에서 신호를 인가하고 전압 및 전류를 검출하는 기능

의 컨트롤러가 신호 생성기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신호 

생성기는 에이징 실험 검사 장치의 핵심적인 하드웨어 

기술이며, 운영 소프트웨어와 더불어 장비의 가장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신호 생성기는 기존 에이징 챔

버에 탑재하여 운영된다[3]. 그림 2에 밝기와 전류와의 

관계 그래프를 보인다. 

Fig. 2 Luminance vs cumulative current

2.2. 신호 생성 기술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AMOLED 생산 점검

을 위한 GUI기반 중앙 서버 시스템은 고성능 임베디드 



AMOLED 에이징 챔버 신호 생성기 중앙서버 관리 시스템

1163

시스템에 기반한 신호 생성기의 독특한 신호 타이밍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패턴을 생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특히 AMOLED 셀 패널은 제조사 마다 구조와 발광

원리 및 제조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신호의 파형

생성과 전압 전류 신호의 조절이 필요하다. 신호 생성

기의 기본 원리로써 AMOLED 셀 패널에 전기적 특성

을 지닌 복잡한 신호를 RGB 혹은 SYNC 등의 방식에 

따라 변환하여 보내주면 AMOLED에 패턴이 출력된다. 

그림 3에 AMOLED 패널 구조를 보이며, 그림 4에 신호 

파형 예를 보인다[4,5]. 

Fig. 3 AMOLED Panel Structure

Fig. 4 Example of Signal Wave

2.3. AMOLED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AMOLED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의 일반적 구조는 그

림 5와 같이 구성 된다[6].

Fig. 5 Typical Mobile AMOLED Hardware Interface

 AMOLED 인터페이스 전원은 일반적으로 신호 생

성기에서 공급하도록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신호 생성

기가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전압 데이터를 물리적인 전

압으로 출력하도록 DAC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

하고 구현하였다. AMOLED 디스플레이용 데이터 드

라이버의 전원전압은 구동 방식에 따라 그 종류와 소비

전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비전력을 낮추는 방법으

로 구동 박막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을 구동하는 방

식을 사용한다[7,8].

Ⅲ.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 장은 중앙 서버시스템과 신호 생성기의  TCP/IP, 

UDP 기반 유선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내

용을 기술한다.

로컬 네트워크상에 신호 생성기를 검색하고, 검색된 

신호생성기의 IP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송/수

신 패킷을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과 접속된 신호생성기

를 원격에서 제어 및 관리를 종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중앙 서버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6과 같다.

Fig. 6 Diagram of Central Server System

3.1. UDP 기반 Mac 검색 구현

임베디드 리눅스(Linux) 기반의 신호 생성기가 서버

를 확인하고 서버로 인식할 수 있도록 UDP 기반의 Mac 

검색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Mac 검색 프로그램의 알고

리즘은 서버와 같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IP주소로 보드 

캐스팅(Board Casting)을 하면 신호 생성기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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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응답을 보낸다. 이후에 신호 생성기는 서버를 

인식하고 연결된다. IP 검색 패킷 구조는 표 1과 같으며 

타깃 요청하는 화면은 그림 7과 같다.

Table. 1 IP Search Packet Structure

Fig. 7 Target Request

3.2. TCP/IP 기반 신호 생성기 제어  구현

Mac 검색 프로그램으로 신호 생성기가 서버를 인식

한 뒤 신호 생성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의 송수신을 

수행한다. 서버에 접속하여 신호 생성 프로그램에서 얻

은 데이터를 일정한 패킷 형태의 구조로 전송한다. 이

와 같이 tcp_client는 다음 표 2의 패킷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CMD2의 메모리 주소로 패킷을 보내면 신호 생성

기의 신호 생성 프로그램이 이를 전달 받아서 신호 데

이터 패킷에 의해 신호를 생성하게 된다. 타깃 요청 화

면은 그림 8과 같다.

Table. 2 Command Packet Structure

Fig. 8 Target Request Command

3.3. 신호 생성기 통합관리 기술 구현

전체적인 신호 생성기 통합관리 시스템의 화면은 그

림 9와 같다.

Fig. 9 Main Window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소프트웨어의 가장 핵심 프로

그램인 신호생성 프로그램은 tcp_client를 통해 전달된 

명령을 수행하여 주요 파라미터를 수정하며 ELVSS, 

EVLDD, 전류, 신호의 직접적인 호출 및 처리를 담당한

다. 신호 생성을 수행한 결과 데이터를 서버와 호환 가

능한 구조로 변환하여 tcp_client에 전달한다. 전달된 데

이터는 다음의 표 3과 같은 패킷 구조를 통해 중앙서버

로 송신되어 로그기록으로 저장된다. 중앙 서버 GUI와 

신호 생성기 사이 네트워킹 흐름도는 그림 10과 같다. 

Table. 3 Receive Packe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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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Network Packet Flow

Ⅳ. 신호생성 프로그램 구현

본 장에서는 신호 타이밍과 전원 설정 기능을 갖는 

신호 생성 프로그램 구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4.1. 신호 타이밍의 설정기능

AMOLED 패널 인터페이스를 위한 신호생성에 대해 

신호 파형을 정의하고(그림 11), 각 부분을 파라미터 값

으로 0.1uS 단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Fig. 11 Signal Waveform

ELVDD와 ELVSS는 AMOLED의 유기물 동작에 중

요한 전원이다. 전류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타이밍 

파라미터  Va, Vb, Tr, Tf, Tp를 두었다. 신호 생성기의 

주요 파라미터로써 적절한 값을 지정해 줌으로써 패널 

패턴을 구성하여 AMOLED 셀 패널을 테스트한다. 이

의 화면이 그림 12와 같다.

Fig. 12 Editor of Timing and Power Data Generation 
Windows

4.2. 전원 설정기능

이전 절의 내용을 기반으로 AMOLED의 저전력 소

비를 위해 필요한 ELVDD와 ELVSS의 전압 설정 및 타

이밍 설정부문을 아래 그림 13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 13 ELVDD, ELVSS Power Parameter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USB방식 및 소규모의 신호 생

성기에 중앙서버 시스템을 통한 네트워크 통신 기술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원격 명령과 제어 데이터 수집이 가

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 비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었다. 첫째로, 60대 까지 연

결 가능한 중앙서버 시스템으로 신호 생성기들의 상태

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네트워크 

시스템은 검사 시의 불량 유무, 생산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필요시 즉시 수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로

는 로그 기록을 통하여 신호 생성기를 통한 모든 종류의 

검사 결과를 데이터화 하여 중장기적인 생산 전략이나 

개발 혹은 수정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

다. 로그기록은 제조사의 생산 서버와 연결되어 DBMS

로 빅 데이터화 되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신뢰성 

있게 연결되어 데이터의 소실 혹은 변조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하고 저 품질의 인터넷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도록 구현하였다.

결과 시스템은 AMOLED 생산 공정에서 널리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생산 공정에서 다양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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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해 꾸준한 연

구가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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