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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제조에서 에이징(aging) 공정은 제조 효율을 높이고 에이징 보정을 위한 보

정 값을 측정한다. OLED의 에이징 보정을 위한 보정 값은 구동 신호에 적용할 수 있다. OLED 에이징 공정은 미리 설

정된 구동신호와 온도에 의해 정해진 시간 동안 빛을 출력한 후 전류를 측정한다. OLED 제조 공정에서 증착 및 기온

에 의해 균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에이징을 가하는 것이다. 이 시간이 OLED 효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에이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가열장치와 신호 생성 시스템이 요구된다. 가열장치와 신호 생성 시스템

에 의해 측정된 결과값은 OLED 제조에서 전력 요구사항, 균일성, 효율성을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용적인 OLED 에이징 보정을 위한 구동 신호 생성 및 가열 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ABSTRACT

In 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 manufacturing, the aging process increases the manufacturing efficiency and 
measures the correction value to correct the aging. The correction value for correcting the aging of the OLED can be 
applied to the driving signal. The OLED aging process measures the current after outputting the light for a predetermined 
time according to the preset driving signal and temperature. In the OLED manufacturing process, aging is applied for 
non-uniformity by deposition and temperature. This time has little effect on OLED efficiency reduction. Heating devices 
and signal generation systems are required to creat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aging. The results measured by the 
heating system and signal generation system can be used as a basis for evaluating power requirements, uniformity and 
efficiency in OLED manufactur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implement a configuration for interlocking the driving 
signal generation and heating system for practical OLED aging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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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평면 패널(panel) 디스플

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

었다. 이는 해외의 기업에서도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픽

셀 구조를 가진 패널을 생산하는데 집중투자를 하고 있

는 실정이다[1]. 삼성전자의 AMOLED 가 적용된 모바

일기기가 출시된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써 LCD 의 

대체제로 AMOLED가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품질 개

선을 위한 공정기술의 발전과 대량 양산 기술 최적화를 

위한 기술로 발전하였다[1,2].
AMOLED 에이징은 패널 제조 공정에서 이루어지며 

패널은 OLED의 어레이(array)를 포함하고, 각 OLED는 

2개의 단자 VDD와 VEE를 가진다. 대응하는 OLED 의 

단자 중 하나에 접속된 트랜지스터 회로는 OLED에 대

한 출력변화를 인가한다[3,4]. 에이징 과정의 신호 생성

기는 제어기의 역할에 해당하며 트랜지스터를 구동한

다. 에이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열

장치와 신호 생성 시스템이 요구된다. 가열장치와 신호 

생성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결과는 OLED 제조에서 전

력 요구사항, 균일성, 효율성을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5-7].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AMOLED의 성능향

상을 위한 조건을 연구함에 있어서 에이징 보정을 하는 

이유와 조건에 대해 연구하였다. 에이징 보정을 하는 것

은 에이징 보정 값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 보정 값

은 AMOLED의 성능향상에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

다. 둘째, AMOLED의 발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

정 데이터 추출에 대해 연구하여 결과로서 듀티(Duty) 
신호 발생과 전류 측정 그리고 온도조건을 갖추어야 함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보정데이터 추출을 위한 주변 환

경 연구를 통해 에이징 챔버를 구성하였다. 넷째, 보정

데이터 추출을 위한 장치구성 연구로 보정데이터 추출

을 위한 주요한 장치인 신호발생기와 가열장치를 연구

하였다. 이들을 통해 실용적인 OLED 에이징 보정을 위

한 구동 신호 생성 및 가열 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구성

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Ⅱ. 시스템 설계

2.1. 신호 생성기 구조와 성능

신호 생성에 필요한 듀티 값은 운영 프로그램의 파라

미터 편집기에서 생성되고, 시스템 내부의 FPGA는 이 

듀티값을 기준으로 신호를 출력하도록 설계하였다. 전체

적인 OLED 에이징 전용 신호생성기는 그림 1과 같다.

Fig. 1 OLED AGING Dedicated Signal Generator

Fig. 2 Editor of Timing and Power Data Generation 
Windows

OLED 구동 신호 생성에 필요한 주요 조건은 듀티 사

이클과 전압이다. 이 듀티 사이클과 전압은 그림 2와 같

은 신호생성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다. 데이터화된 신

호 타이밍과 전원 정보는 운영 서버로부터 신호 생성기

로 전달되고, 신호 생성기 내부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신호를 생성하도록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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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임베디드 시스템에 기반 한 신호 생성기는 신

호를 정밀하게 제어하여 OLED 구동신호를 생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MOLED 패널은 제조사 마다 구

조와 발광 원리 및 제조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신

호의 생성과 전류의 조절이 필요하다.

Fig. 3 AMOLED Pixel Circuits and Timing Diagram

Fig. 4 Structure in Signal and power Generator

그림 3은 AMOLED 한 개의 픽셀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신호와 전류의 예를 보여 준다. 그림 2는 EL에 

인가하는 전압 EVDD와 EVSS의 출력과 내부의 게이트

를 구동하기 위한 Data driver 전압, 그리고 SEL, SMPL, 
EM의 게이트 신호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는 편

집기 기능의 화면이다. 

편집기에 의해 미리 정의되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 신

호생성기가 신호를 출력한다. 출력되는 신호는 신호출

력과 전원출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는 신호를 출

력하는 블록과 전압을 출력하는 블록을 보여준다. 
신호출력 블록은 신호 생성을 위한 FPGA와 DAC, 

ADC로 구성된다, FPGA 내부에는 듀티를 발생하는 코

어가 내장되어 있으며, 신호의 진폭을 설정하기 위한 

DAC, 그리고 이 신호 상태를 피드백 받기위해 ADC 가 

신호출력 블록으로 구성되었다. 전원출력 블록은 DC전

압을 출력하는 DAC와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ADC로 

구성되었다.
AMOLED 신호의 소비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 신호 출

력 종단에 전류 검출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AMOLED 휘
도레벨은 AMOLED 전류에 대한 온도에 영향이 있으므

로 전류 측정 동안의 온도를 측정된 전류값과 함께 저장

한다. OLED 구동에 필요한 드라이빙 파워는 듀티 사이

클을 요하지 않으나, 신호보다 소비 전류가 크다. 큰 전류

를 출력하기 위해 신호보다 높은 출력전류를 가지는 증폭

기를 사용하였다. 신호출력은 200mA, 드라이빙 파워는 

2000mA로 10배의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Ⅲ. 시스템 구현

3.1. 전압 설정의 보정 값 도출과 DAC 출력 알고리즘

전압 설정의 보정 값 산출은 출력전압의 성능을 높이

기 위해 사용된다. 전압 출력의 기본적인 구동회로는 그

림 5와 같다. 전압설정에 필요한 값은 그림 2의 운영 프

로그램의 파라미터 편집기에서 십진수로 설정된다. 이 

값은 임베디드 프로세서로 전달되고, 이 값은 파워 출력

의 기본 회로구성에 따른 증폭에 따라 DAC 출력의 전

압을 조정하는 보정 값을 연산에 의해 산출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TI 사의 "DAC7728"을 사용하였다. 
회로의 기본 구성은 Bipolar Output으로 설계하였다. 실
험을 위한 증폭도 설정은 R1-28.7K옴, R2-6.49K 옴으

로 5.42배로 하였다. 산출된 증폭 보정 값은 DAC 다채

널 제어 알고리즘의 중요한 변수로 연산에 사용된다. 이
러한 변수를 이용한 것이 DAC의 다채널 제어 알고리즘

의 구현이다. 각 채널에 따른 출력 전압, 증폭은 각각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의 증폭 보정 값을 가변적으

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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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ucture of power Generator

식 1)은 DAC7728의 기본 식에서 Bipolar Output을 

사용하는 회로의 특성상 2048의 분해능으로 식을 바꾸

었다.

식 1)을 이용하여 원하는 전압을 출력하기 위한 증폭 

보정 값을 얻어야만 한다. 그리고 식 2)를 통해 증폭 보

정 값을 도출한다.

3.2. 듀티 발생 FPGA 코어

본 논문에서는 FPGA 내에 듀티 제어 코어를 고안했

다. 먼저 그림 6과 같은 기본적인 DAC 제어회로를 이용

하여 2 전압 레벨 신호와 그림 7과 같은 4 전압 레벨 신

호의 두 가지 종류의 신호생성 회로를 만들었다. 2 전압 

레벨 신호 생성부의 출력전압 설정은 DAC-0과 DAC-1
의 두 개 채널만을 사용한다. 듀티 생성 또한 H-L의 2레
벨로 출력한다. 이것은 여러 개의 신호가 같은 진폭을 

가지는 경우에 한 묶음으로 다중 신호를 제어 할 수 있

다. 이 방식은 최소의 DAC의 채널로 회로구성의 비용

을 낮추는데 용이한 방법이다. 그림 6은 2 전압 듀티 신

호 발생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Fig. 6 2 Voltage Level Duty Signal Generation circuit

2레벨 신호생성부에서 Vref+와 Vref-의 전류는 Duty 
Generator 신호를 증폭하는 1차 증폭기의 출력전류를 

고려해야 한다. 1차 신호 증폭기는 출력 전류가 50mA 
이하의 증폭기를 사용하였다. 1차 신호 증폭기의 개수

는 DAC 채널의 2차 증폭 전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

다. Vref+ 와 Vref- 의 최대전류를 8A 로 설계 하였고

(OPA549), 1차 신호증폭기는 최대 80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7은 4 전압 듀티 신호 발생 회

로를 나타낸 것이다.

Fig. 7 4 Voltage Level Duty Signal Generation circuit



AMOLED 에이징 챔버 신호 생성 및 가열 시스템

865

Ⅳ. 성 능

본 논문에서는 OLED AGING 전용의 신호생성기가 

그림 4와 같은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림 2의 FPGA를 통

한 신호 출력이 130채널로, 1Hz ~ 2MHz 까지 파형을 출

력할 수 있다. 듀티 사이클은 사용자 프로그램에 의해 

가변적으로 생성가능 하도록 하였다. 신호 출력 전류는 

최대 200mA, DC/AC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OLED의 구동 전원출력 포트는 -25V ~ +25V 까지 가변

적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대 2A 출력이 가

능하다. 이 전원출력 포트는 EL 파워와 DC 파워로 구분

되어 있고, 각각 20채널씩 출력포트로 구성하였다. 이외

에 가열장치 제어에 필요한 RS485 포트와 서버와의 통

신을 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USB 포트를 내장하고 있다. 
LAN 포트는 10/100BASE-T 이더넷으로, 사용전원은 

AC90V~260V이고, USB는 2.0, 적정 사용온도는 0~+85
도까지로, 에이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8은 

신호 생성기의 출력 실험 사진이다. 

Fig. 8 Experiment of Signal Generator

Ⅴ. 결  론

OLED 의 성능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이징 보정에 주

요한 전류 측정과 구동 신호는 에이징 전용 신호생성기

를 사용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전류 변화는 가열장치를 

사용하며 주변 조명에 의한 OLED 전류 변화에 대해서

는 차광을 위한 챔버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AMOLED의 성능향상을 위한 공정기술인 에이징은 보

정 값 추출을 위한 전류의 측정과 구동신호 그리고 온도 

환경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신호생성기와 가열장치는 이와 

같은 환경을 구성하는 주요한 장치이다. 특징으로서 신

호생성기는 80개의 2레벨 신호 생성, 50개의 4레벨 신

호 생성, 10개의 OLED 드라이브 전원, 10개의 게이트 

구동 전원을 출력하는 하드웨어 기반에서, 다중 신호처

리를 위한 데이터 변환 및 전류측정값을 디지털 데이터

화 시키는 내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가열

장치는 가로 1미터의 알루미늄에 균일하게 열을 발생시

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신호생성기는 

7인치이하 AMOLED를 10개까지 한꺼번에 에이징 할 

수 있다. 다수개의 AMOLED 패널을 동시에 에이징 하

는 것은 AMOLED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을 기반으로 OLED 의 성능효율

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이징 보정이 효율적이며, 이것을 

위해서 신호생성기와 가열장치 그리고 챔버가 구성되

어야 한다. AMOLED 제조공정기술에서 적합한 환경적 

구성요소로서 전기적 신호와 온도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서, 이에 적합한 장치를 개발

하였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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