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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시패널(110)에는, 각각 한 쌍의 전극을 가지며 상기 전극쌍사이를 통과하는 전류에 따라 광작동을 실행하는 복수개의

광소자들(OEL), 전류선(DL), 선택기간(Tse)동안에 소정의 전류값을 갖는 기입전류(Ia)를 상기 전류선(DL)을 통해서 통과

시키고 비선택기간(Tnse)동안에 통과전류를 멈추게 해주는 스위치회로(Tr2), 및 상기 선택기간동안에 상기 전류선(DL)

을 통과하는 상기 기입전류(Ia)의 전류값에 따라 전류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기입전류(Ia)의 전류값에서 소정의

오프셋 전류(Ioff)를 감산함으로써 얻어지는 전류값을 갖는 구동전류(Ib)를 상기 비선택기간(Tnse)동안 상기 광소자들

(OEL)에 공급하는 전류저장회로(Tr1, Tr3, Cs, Cp)들이 포함된다. 전류저장회로(Tr1, Tr3, Cs, Cp)에는, 기입전류(Ia)

에 대응하는 전기전하가 기입되는 제 1 콘덴서소자(Cs)와 오프셋 전류(Ioff)에 대응하는 전기전하가 기입되는 제 2 콘덴서

소자(Cp)가 포함되며, 제 2 콘덴서소자(Cp)는 제 1 콘덴서소자(Cs)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보다 큰 용량값을 갖는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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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전류, 화소 구동회로, 박막 트랜지스터, 전류거울회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표시장치 및 표시장치를 위한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화상신호에 따라 전류를 공급함으로써

소정의 휘도계조로 발광하는 복수개의 광소자 배열이 있는 표시패널을 갖는 표시장치 및 그 표시장치를 위한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에 있어서, 유기 전계발광소자(이후부터, "유기 EL소자"라 칭함), 비유기 전계발광소자(이후부터, "비유기 EL소자"라

칭함) 즉, 발광다이오드(LED) 등과 같은 자발광소자(광소자)가 배열된 표시패널을 갖는 발광형 표시장치가 잘 알려져 있

다.

특히, 능동 매트릭스 구동시스템을 이용하는 발광형 표시장치는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에 비해 보다 빠른 표

시반응을 가지며, 시야각에 대한 의존성이 없으며, 높은 휘도와 콘트라스트, 표시화질의 고-해상도, 소비전력의 감소 등의

제공이 가능하다. 발광형 표시장치는 액정표시장치와는 달리 백라이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치는 훨씬 얇고 갸벼워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각종의 발광소자를 갖는 표시장치에 관하여, 발광소자에 발광제어를 공급해주는 구동제어 메카니

즘과 그 제어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안되어 왔었다. 예를들어, 위에서 언급했던 발광소자들 이외에 표시패널을 형성하는 각

각의 표시화소를 위해 발광소자에 발광제어를 공급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와 같은 복수개의 스위칭소자를 갖는 구동회로(이

후부터, 편의를 위해 "화소 구동회로"라고 칭한다)가 알려져 있다.

이후부터, 위에서 언급한 각종의 발광소자들 가운데, 최근에 발광물질로서의 그 실용화를 위해 활발하게 연구 및 개발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유기 EL소자들을 갖는 표시장치의 표시화소에 적용된 회로도에 관하여 첨부된 도면들을 참

고로 설명한다.

도 11a 및 도 11b들은 유기 EL소자들을 갖는 발광소자형 표시장치에 있어서 종래의 표시화소에 관한 하나의 구성예를 도

시한다.

예를들어, 표시패널상에서 매트릭스형태로 배열된 복수개의 주사선들(SL)과 데이터선(DL)의 각 교차점 부근에 있어서,

종래의 표시화소는 도 11a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화소 구동회로(DP1)를 갖는 구성을 가지는데, 여기에는, 게이트단자가

주사선(SL)에 연결되고 소스단자와 드레인단자가 각각 데이터선(DL)과 노드(N11)에 연결되는 박막 트랜지스터(Tr11),

게이트단자가 노드(N11)에 연결되고 소스단자가 전원선(VL)에 연결되는 박막 트랜지스터(Tr12), 및 애노드단자가 화소

구동회로(DP1)의 박막 트랜지스터(Tr12)의 드레인단자에 연결되고 캐소드단자는 접지전위에 연결되는 유기 EL소자

(OEL)(발광소자)가 포함된다. 이 경우, 도 11a에서 C11은 박막 트랜지스터(Tr12)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에서 형성된 기생

용량을 나타낸다.

즉, 도 11a에 도시된 화소 구동회로(DP1)는 다음 설명에서와 같이, 유기 EL소자에 발광제어를 공급하기 위하여 두 개의

박막 트랜지스터들(Tr11, Tr12)이 ON-OFF제어된다.

상기 구성을 갖는 화소 구동회로(DP1)에 있어서, 하이-레벨의 주사신호가 주사 드라이버(미도시)에 의해 주사선(SL)에

인가되어 표시화소가 선택상태로 설정되는 경우, 박막 트랜지스터(Tr11)는 턴온되고, 이로써 데이터 드라이버(미도시)에

의해 데이터선(DL)에 인가된 신호전압(계조전압)은 표시데이터(화상신호)에 따라 박막 트랜지스터(Tr11)를 통해서 박막

트랜지스터(Tr12)의 게이트단자에 인가된다. 그 결과, 박막 트랜지스터(Tr12)는 상기 신호전압에 의해 전기적인 도통상

태가 계속됨으로써, 전원선(VL)으로부터 소정의 구동전류가 박막 트랜지스터(Tr12)를 통해서 흐르게 되고 유기 EL소자

(OEL)는 표시데이터에 따르는 휘도계조로 발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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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로우-레벨의 주사신호가 주사선(SL)에 인가되어 표시화소가 비선택상태로 설정되면, 박막 트랜지스터(Tr11)는 턴

오프되고, 이로써 데이터선(DL)과 화소 구동회로(DP1)는 전기적으로 비접속상태가 된다. 그 결과, 박막 트랜지스터

(Tr12)의 게이트단자에 인가된 전압이 기생용량(C11)에 의해 보존되고, 박막 트랜지스터(Tr12)가 ON상태를 유지함으로

써, 소정의 구동전류가 유기 EL소자(OEL)로 유입되어 발광작동은 계속된다. 이러한 발광작동은 다음 표시데이터에 따르

는 신호전류가 각 표시화소에 기입될 때까지, 예를들어 하나의 프레임기간동안 계속되도록 제어된다.

이와 같이, 발광소자에 흐르는 구동전류가 각각의 표시화소에 인가되는 전압을 조정함으로써 소정의 휘도계조로 발광작동

하도록 제어되는 까닭에, 상기와 같은 구동방법을 전압구동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또한, 예를들어, 서로 평행하게 배열된 제 1 및 제 2 주사선들(SL1, SL2)과 데이터선들(DL)의 각 교차점 부근에 있어서,

다른 종래의 표시화소는 도 11b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화소 구동회로(DP2)를 갖는 구성을 가지는데, 여기에는, 게이트단

자가 제 1 주사선(SL1)에 연결되고 소스단자와 드레인단자가 각각 데이터선(DL)과 노드(N21)에 연결되는 박막 트랜지스

터(Tr21), 게이트단자가 제 2 주사선(SL2)에 연결되고 소스단자와 드레인단자가 각각의 노드들(N21, N22)에 연결되는

박막 트랜지스터(Tr22), 게이트단자는 노드(N22)에 연결되고 소스단자는 전원선(VL)에 연결되며 드레인단자는 노드

(N21)에 각각 연결되는 박막 트랜지스터(Tr23), 게이트단자는 노드(N22)에 연결되고 소스단자는 전원선(VL)에 연결되는

박막 트랜지스터(Tr24), 및 애노드단자가 화소 구동회로(DP2)의 박막 트랜지스터(Tr24)의 드레인단자에 연결되고 캐소

드단자는 접지전위에 연결되는 유기 EL소자(OEL)(발광소자)가 포함된다.

여기 도 11b에서, 박막 트랜지스터(Tr21)는 n-채널형 MOS 트랜지스터(NMOS)로 형성되며, 각각의 박막 트랜지스터들

(Tr22 내지 Tr24)은 p-채널형 MOS 트랜지스터(PMOS)로 형성된다. C21은 각각의 박막 트랜지스터들(Tr23, Tr24)의

게이트와 소스사이(노드(N22)와 전원선(VL)사이)에서 형성된 기생용량을 나타낸다. 즉, 도 11b에서 도시된 화소 구동회

로(DP2)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유기 EL소자(OEL)에 발광제어를 공급하기 위하여 네 개의 박막 트랜지스터들(Tr21 내지

Tr24)이 ON-OFF제어되는 구성을 갖는다.

상기 구성을 갖는 화소 구동회로(DP2)에 있어서, 로우-레벨의 주사신호와 하이-레벨의 주사신호들이 주사 드라이버(미도

시)에 의해 각각의 주사선들(SL1, SL2)에 인가되어 표시화소가 선택상태로 설정되면, 박막 트랜지스터들(Tr21, Tr22)은

턴온되고, 이로써 데이터 드라이버(미도시)에 의해 데이터선(DL)에 공급된 신호전류(계조전류)는 표시데이터에 따라 박막

트랜지스터들(Tr21, Tr22)을 통해서 노드(N22)에 흐르게 되고, 신호전류레벨은 박막 트랜지스터(Tr23)에 의해 전압레벨

로 변환됨으로써, 그 결과 소정의 전압이 게이트와 소스사이에서 생성된다(기입작동).

그 후, 예를들어, 로우-레벨의 주사신호가 주사선(SL2)에 인가되면, 박막 트랜지스터(Tr22)는 턴오프되고, 이로써 박막

트랜지스터(Tr23)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에서 생성되는 전압은 기생용량(C21)에 의해 보존된다. 다음, 하이-레벨의 주사신

호가 주사선(SL1)에 인가되면, 박막 트랜지스터(Tr21)는 턴오프되고, 이로써 데이터선(DL)과 화소 구동회로(DP2)는 전

기적으로 비접속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박막 트랜지스터(Tr24)는 턴온되어, 전원선(VL)으로부터 소정의 구동전류

가 박막 트랜지스터(Tr24)를 통해서 흐르게 되고 유기 EL소자(OEL)는 표시데이터에 따르는 휘도계조로 발광한다(발광작

동).

여기서, 박막 트랜지스터(Tr24)를 통해서 유기 EL소자(OEL)에 공급되는 구동전류는 표시데이터의 휘도계조에 기초된 전

류값에 도달하도록 제어되고, 이러한 발광작동은 다음 표시데이터에 따르는 신호전류가 각 표시화소에 기입될 때까지, 예

를들어 하나의 프레임기간동안 계속되도록 제어된다.

이와 같이, 표시데이터에 따라 지정된 전류가 각각의 표시화소에 공급되고, 소정의 휘도계조로 발광작동하도록 유기 EL소

자에 흐르는 구동전류가 상기 전류값에 따라 보존된 전압을 기초로 제어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구동방법을 전류지정 시

스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표시화소에서, 위에서 언급한 각종의 화소 구동회로를 갖는 표시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즉, 도 11a에서 도시된 전압구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화소 구동회로는, 채널저항 등과 같은 두개의 박막 트랜지스터들

(Tr11, Tr12)의 소자특성이 주변온도, 시간경과에 따른 변동 등에 의해 변하게 되고, 이것은 발광소자에 공급될 구동전류

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소정의 발광특성을 장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등록특허 10-0610549

- 3 -



게다가, 표시화질의 해상도를 보다 높게 개선하기 위하여 표시패널을 형성하는 각각의 표시화소를 보다 더 미세하게 제작

하는 경우, 화소 구동회로를 형성하는 각각의 박막 트랜지스터들(Tr11, Tr12)의 소스-드레인간 전류 등과 같은 동작특성

에서의 변동은 증가되는데, 그 결과 적절한 계조제어를 실행할 수 없게 되고 각각의 표시화소의 표시특성의 변동이 발생되

어, 화질의 악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도 11a에서 도시된 화소 구동회로에 있어서, 비선택상태에서 발광작동이 계속되도록 하는 회로구성의 관점에서, 박

막 트랜지스터(Tr12)로서 PMOS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발광소자에 구동전류를 공급해주는 박막 트랜지스터(Tr12)의

소스단자를 전원공급선(VL)에 연결시키며, 발광소자의 캐소드단자를 접지전위에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비결정질 실리콘이 사용되는 경우, 충분한 동작특성과 기능을 갖는 PMOS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수 없다. 이런 이유

로, PMOS 트랜지스터가 발광구동회로내에 혼합되는 상기 회로구성에서는, 다결정 및 단결정 실리콘에 관한 제조기술이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결정 및 단결정 실리콘을 이용하는 제조기술은 비결정질 실리콘을 이용하는 제조기술에 비해

제조과정면에서 복잡하고 제조비용면에서 비싸다. 이것은 발광구동회로를 갖는 표시장치의 제조비용의 증가라는 문제점

을 야기시킨다.

게다가, 도 11b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표시데이터에 따라서 각각의 표시화소에 공급되는 신호전류의 전류레벨을 전압레

벨로 변환시켜주는 박막 트랜지스터(Tr23)와, 구동전류를 소정의 전류값으로 공급해 주는 박막 트랜지스터(Tr24)들이 공

급되는 전류지정시스템을 이용하는 화소 구동회로에 있어서는, 각각의 박막 트랜지스터의 동작특성에서의 변동에 의해 초

래되는 영향은 신호전류를 발광소자들에 공급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전류지정시스템을 이용하는 화소 구동회로에서, 비교적 저-휘도계조를 갖는 표시데이터에 기초된

신호전류를 각각의 표시화소상에 기입하는 경우에, 표시데이터의 휘도계조에 대응하는 작은 값을 신호전류에 공급하는 것

이 필요하다. 여기서, 표시데이터를 각각의 표시화소에 기입하는 작동은 데이터선이 소정의 전압으로 충전된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만약, 표시패널의 크기 증가로 인하여 데이터선의 길이가 보다 길도록 설계되는 경우, 신호전류의 전

류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표시화소에 대한 기입작동에 필요한 시간은 증가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결과, 표시패널의

고-해상도에 따라 주사선의 갯수가 증가되고 주사선의 선택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표시화소에 대한 기입작동은 저-계조

기간으로는 불충분해지고, 이 때문에 양호한 표시화상의 화질을 획득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상기와는 대조적으로, 예를들어, 도 11b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소 구동회로는 박막 트랜지스터들(Tr23, Tr24)이 전류거

울 회로구성을 형성하고, 표시화소에 공급되는 전류는 데이터선에 공급되는 신호전류에 비하여 작게 되도록 구성된다. 그

결과, 비교적 작은 값을 갖는 신호전류가 저-계조 기간에서 각각의 표시화소에 기입되는 경우일지라도, 데이터선에 공급

되는 전류의 전류값은 비교적 크게되게끔 할 수 있고, 표시화소에 대한 기입작동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어, 표시화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화소 구동회로에 있어서, 데이터선에 공급되는 전류값은 발광소자에 공급되는 구동전류

에 비례하고, 구동전류의 소정 배수비를 갖는 값이 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기입작동이 최저-계조 기간에서도 충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값으로 전류비가 설정되는 경우, 데이터선에 공급되는 신호전류의 값은 상위-계조 기간에서 과잉

수치가 되는데, 이로인해 표시장치에서의 전력소비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초래되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류지정시스템에 의해 광소자를 제어하는 표시장치에 있어서, 작은 구동전류가 저-계조 기간에서 광소자에 공

급되는 경우라도, 표시반응속도를 개선시켜 기입작동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고, 고-해상도 표시패널상에서 양호한 표시

화질을 획득할 수 있는 발명효과와, 표시데이터 기입작동에 관련된 전류의 증가가 제어되어 표시장치의 전력소비가 증가

되는 것을 제압할 수 있는 발명효과를 갖고 있다.

상기 발명효과를 달성하기위해, 본 발명의 표시장치는 각각 한 쌍의 전극을 가지며 상기 전극쌍 사이를 통과하는 전류에

따라 광작동을 각각 실행하는 복수개의 광소자들, 전류선, 선택기간동안에 소정의 전류값을 갖는 기입전류를 전류선을 통

해서 통과시켜주고 비선택기간동안에 통과전류를 멈추게 해주는 스위치회로, 및 선택기간동안에 전류선을 통과하는 기입

전류의 전류값에 따라 전류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기입전류의 전류값에서 소정의 오프셋 전류를 감산함으로써

얻어지는 전류값을 갖는 구동전류를 비선택기간동안 광소자에 공급하는 전류저장회로가 포함되는 표시패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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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본 발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르는 표시장치 구동방법에는, 기입전류의 전류값에 따라 전류

데이터를 전류저장회로에 저장하기 위하여 소정의 전류값을 갖는 기입전류를 선택기간동안 전류저장회로에 공급하는 전

류저장단계와, 전류저장단계에서 저장된 기입전류의 전류값에서 소정의 오프셋 전류를 감산함으로써 얻어지는 전류값을

갖는 구동전류를 비선택기간동안 광소자에 공급하는 표시단계가 포함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비선택기간동안 광소자에 공급되는 구동전류와는 대조적으로, 선택기간동안 전류경로에 흘러들어가게

되는 기입전류는 소정의 오프셋 전류가 추가된 비교적 큰 전류값을 갖는 전류이다. 이로 인해, 만약 저-계조 기간에서 작

은 값의 구동전류가 광소자에 공급되는 경우일지라도, 전류경로에 흘러들어가게 되는 기입전류의 전류값은 비교적 큰 값

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전류경로에 존재하는 배선용량은 단기간에 충전되어 계조표시 데이터의 기입작동에 필요한 시간

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것은 표시반응속도를 증가시켜, 저-계조 기간에서 표시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고-해상도

표시패널상에서 양호한 표시화질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표시데이터의 계조에 따라 구동전류를 비교해 보면, 고정 오프셋 전류가 추가된 기입전류가 전류경로에 흘러들어가

게 되는데, 그 결과로 상위-계조 기간에서의 기입전류의 증가는 제압되어 표시장치에서의 전력소비의 증가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화소 구동회로로서 세 개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갖는 회로구성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은 본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표시장치가 전류지정시스템이 적용된 화소 구동회로를 가

지며, 회로구성에 있어서, 발광소자에 대한 구동전류의 공급을 제어하는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와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압을 제어하는 기입제어 트랜지스터가 포함되며, 표시데이터에 대응하는 기입전류가 각각의 제어트랜지스터에

추가된 콘덴서(예를들어, 기생용량)에 전압성분으로서 충전되고, 그런 후 구동제어 트랜지스터가 턴온되어 충전전압에 따

르는 구동전류를 공급함으로써, 발광소자가 소정의 휘도를 갖고 발광하게 되는 구성을 갖는다면, 상기 실시예에서와 다른

회로구성이 제공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표시장치와 이에 관한 구동방법에 따르면, 공급되는 전류값에 따라 소정의 휘도를 갖고 자발

광을 실행하는 유기 EL소자, 발광 다이오드 등과 같은 발광소자들이 매트릭스형태로 배열된 표시패널을 갖는 표시장치에

있어서, 표시화소에 대한 기입전류보다 고정 오프셋 전류만큼 크기가 작은 구동전류가 각각의 표시화소에 추가된 화소 구

동회로에 의하여 발광소자에 공급되도록 구성되기 때문에, 최저 휘도계조를 갖는 표시데이터가 기입되는 경우일지라도,

비교적 큰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선과 화소 구동회로에 추가된 용량성분을 충전시켜서 기입작동에 필요한 시

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해 진다.

게다가, 소정의 표시데이터에 대응하는 휘도로 발광시키는 구동전류와는 달리, 고정 오프셋 전류가 추가된 기입전류가 각

각의 표시화소에 흐르도록 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구동전류량의 소정 배수값을 갖는 기입전류가 필요한 전류거울 시스

템을 이용하는 화소 구동회로와 비교하여, 기입전류를 적절하게 제압하여 표시장치의 전력소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또한, 스위치회로에는 전류경로 제어트랜지스터가 포함되며, 전류저장회로에는,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와 상기 구동제어 트

랜지스터에 동반하는 제 1 콘덴서소자를 갖고 기입전류에 대응하는 전류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입전류 저장회로와, 주사신

호에 의해 제어되고 구동제어 트랜지스터를 제어하는 기입제어 트랜지스터와 상기 기입제어 트랜지스터에 동반하는 제 2

콘덴서소자를 갖고 오프셋 전류에 대응하는 전류데이터를 저장하는 오프셋 전류 저장회로가 포함된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화소 구동회로는 세 개의 트랜지스터들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화소 구동회로의 차지면적은 상대적으로 작게되고, 표시화소에서 발광영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되므로, 표

시패널의 밝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광소자의 단위면적당 통과하는 전류량은 줄어들 수 있으며, 그 결과

광소자의 수명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제 2 콘덴서소자는 제 1 콘덴서소자의 용량값과 동일하거나 또는 이 보다 크도록 구성되고, 오프셋 전류는 제 1 콘덴

서소자와 제 2 콘덴서소자사이의 용량비율과 선택기간과 비선택기간 동안의 주사신호의 전기적 전위에서의 변화량을 기

초로 설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값에 의해 설정되는 고정값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르면, 전류지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소자를 제어하는 표시장치에 있어서, 저-계조 기간일지라도

양호한 표시화질을 얻어낼 수 있으며, 표시장치의 전력소비의 증가를 제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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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장치에 대한 하나의 일반적인 구성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2는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에 적용된 표시패널에 대한 하나의 예를 도시하는 모식도이다.

도 3은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에 적용된 데이터 드라이버의 주요구성을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4는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드라이버에 적용된 전압/전류 변환회로에 대한 하나의 예를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도 5는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에 적용된 주사 드라이버에 대한 다른 예를 도시하는 모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장치에 적용가능한 표시화소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도 7a 및 도 7b들은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구동회로에서의 작동을 각각 도시하는 구상도들이다.

도 8은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에서 화상정보의 표시타이밍을 도시하는 타이밍챠트이다.

도 9는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구동회로에서 기입전류와 구동전류사이의 변화량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10은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구동회로의 경우에서의 기입전류의 전류값과, 전류거울 회로구성을 갖는 화소 구동회로의

경우에서의 기입전류의 전류값과의 비교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11a 및 도 11b들은 유기 EL소자를 갖는 발광소자형 표시장치에 있어서, 종래의 표시화소에 대한 하나의 구성예를 도시

한다.

실시예

이후부터는, 본 발명에 따르는 표시장치와 표시장치 구동방법에 관하여 도면들에 도시된 구체적인 실시예를 기초로 상세

하게 설명한다.

<일반적인 구성>

우선, 본 발명에 따른 표시장치에 적용된 일반적인 구성에 관하여 해당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장치에 대한 하나의 일반적인 구성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2는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에 적용된 표시패널에 대한 하나의 예를 도시하는 모식도이다.

이후부터, 상술된 종래기술에서와 동일한 구성요소는 상술된 종래기술에서와 동일한 구성요소와 함께 동일한 지시번호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1 및 도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표시장치(100)에는 표시패널(화소 어레이)(110), 주사 드라이버(120)

, 데이터 드라이버(130), 전원 드라이버(140), 시스템 제어기(150), 및 신호발생회로(160)들이 포함된다.

표시패널(110)에서, 복수개의 표시화소들은 - 이것들 각각은 후술될 화소 구동회로(DC)와 유기 EL소자로 형성된 발광소

자(광소자)(OEL)를 갖는다 - 서로 평행하게 배열된 복수개의 주사선들(SL) 및 전원선들(VL)과, 데이터선들(전류선들)

(DL)과의 각 교차점 근방에 매트릭스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주사 드라이버(120)는 표시패널(110)의 주사선들(SL)에 연결

되고, 소정의 타이밍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이-레벨의 주사신호들(Vsel)을 주사선들(SL)에 인가함으로써, 각각의 행마다

선택상태가 되는 표시화소의 그룹을 제어한다. 데이터 드라이버(130)는 표시패널(110)의 데이터선들(DL)에 연결되고, 데

이터선들(DL)에 대한 표시데이터에 따르는 신호전류(계조전류(Ipix)) 공급상태를 제어한다. 전원 드라이버(140)는 표시패

널(110)의 주사선들(SL)과 평행하게 배열된 전원선들(VL)에 연결되고, 하이-레벨 또는 로우-레벨의 전원전압(Vsc) 각각

을 소정의 타이밍을 갖고 전원선들(VL)에 인가함으로써, 표시데이터에 따라 소정의 신호전류(계조선류, 구동전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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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의 그룹에 흐르도록 해준다. 시스템 제어기(150)는 후술될 표시신호 발생회로(160)로부터 공급되는 타이밍신호를 기

초로, 적어도 주사 드라이버(130), 데이터 드라이버(130) 및 전원 드라이버(140)의 작동상태를 제어하는 주사 제어신호,

데이터 제어신호, 및 전원제어신호를 생성하고 출력한다. 표시신호 발생회로(160)는 표시데이터를 생성하고 이것을 데이

터 드라이버(130)에 공급하며, 표시패널(110)에 표시데이터를 화상표시하는 타이밍신호(시스템 클럭신호 등)를 생성하거

나 또는 이를 추출해내고, 이것을 표시장치(100)의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화상신호를 기초로 시스템 제어기(150)에 공급한

다.

<각 부분에 대한 구성>

다음으로, 상술한 표시장치를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도 3은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에 적용된 데이터 드라이버의 주요구성을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4는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드라이버에 적용된 전압/전류 변환회로에 대한 하나의 예를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또한, 도 5는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에 적용된 주사 드라이버에 대한 다른 예를 도시하는 모식도이다.

(표시패널)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시패널상에서 매트릭스형태로 배열된 표시화소들은, 주사 드라이버(120)로부터 주사선들

(SL)에 인가되는 주사신호들(Vsel), 신호 드라이버(130)로부터 데이터선들(DL)에 공급되는 신호전류들, 및 전원 드라이

버(140)로부터 전원선들(VL)에 인가되는 전원전압들(Vsc)을 기초로, 표시화소에 대한 기입작동과 발광소자의 발광작동

을 제어하는 화소 구동회로(DC)와, 공급되는 구동전류의 전류값에 따라 제어되는 휘도를 갖는 발광소자들(유기 EL소자

(OEL))를 갖도록 구성된다.

여기에서, 화소 구동회로(DC)는 개략적으로, 주사신호를 기초로 표시화소의 선택/비선택상태를 제어하는 기능, 선택상태

시 표시데이터에 따른 계조전류를 끌어들여 이것을 전압레벨로 보존하는 기능, 및 비선택상태시에 보존된 전압레벨에 따

라 구동전류를 흐르도록 함으로써 발광소자의 발광을 실행하는 작동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추가적으로, 화소 구동회로의 회로구성과 회로작동에 대하여서는 하나의 예를들어 구체적으로 후술할 것이다.

게다가, 본 발명에 따르는 표시장치에서, 화소 구동회로에 의해 발광이 제어되는 발광소자들로서, 종래기술에서 설명된 유

기 EL소자와 발광다이오드와 같은 자발광소자들을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주사 드라이버)

주사 드라이버(120)는 시스템 제어기(150)로부터 공급된 주사 제어신호를 기초로 하이-레벨 주사신호들(Vsel)을 주사선

들(SL)에 순차적으로 인가하여, 이로써 각 행마다의 표시화소가 선택상태로 설정되면, 그 후 데이터선들(DL)을 통해서 데

이터 드라이버(130)로부터 공급되는 표시데이터에 기초된 계조전류(Ipix)가 표시화소상으로 기입되도록 제어한다.

더 구체적으로, 도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주사 드라이버(120)에는 각 주사선(SL)에 대응하는 복수개의 쉬프트 블럭단들

(SB1, SB2, ..,)이 있으며, 이것들 각각은 쉬프트 레지스터와 버퍼를 갖고 있다. 쉬프트 제어기로부터 공급되는 주사 제어

신호들(주사 개시신호(SSTR), 주사 클럭신호(SCLK), 등)을 기초로, 표시패널(110)의 상부로부터 쉬프트 레지스터의 하

부까지 순차적으로 쉬프트이동되면서 생성되는 쉬프트 출력들은, 각각 소정의 전압레벨(하이 레벨)을 갖는 주사신호들

(Vsel)로서 버퍼를 통하여 각각의 주사선들(SL)에 인가된다.

(데이터 드라이버)

도 3은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에 적용된 데이터 드라이버의 주요구성을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4는 본 실시예에 따

른 데이터 드라이버에 적용된 전압/전류 변환 및 계조전류 인입(引入)회로에 대한 하나의 예를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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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프트 제어기(150)로부터 공급되는 데이터 제어신호들(출력 인에이블 신호(OE), 데이터 래치신호(STB), 샘플링 개시신

호(SRT), 쉬프트 클럭신호(CLK) 등)을 기초로, 데이터 드라이버(130)는 표시신호 발생회로(160)로부터 공급된 표시데이

터를 소정의 타이밍을 갖고 래치(latch)시켜 보존하고, 소정의 타이밍으로 표시데이터에 대응하는 계조전압을 전류성분으

로 변환시킨 후, 이것을 계조전류(Ipix)로서 각각의 데이터선(DL)에 공급한다.

더 구체적으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드라이버(130)에는, 쉬프트 레지스터회로(131), 데이터 레지스터회로

(132), 데이터 래치회로(133), D/A 컨버터(134), 및 전압/전류 변환 및 계조전류 인입회로(135)가 포함된다. 쉬프트 레지

스터회로(131)는 데이터 제어신호로서 시스템 제어기(150)로부터 공급된 쉬프트 클럭신호(CLK)를 기초로 샘플링 개시신

호(STR)를 순차적으로 쉬프트하면서 쉬프트신호를 출력한다. 데이터 레지스터회로(132)는 하나의 행에 대하여 표시신호

발생회로(160)로부터 공급된 표시데이터(D0 내지 Dn)(디지털 데이터)를 쉬프트 신호의 입력타이밍을 기초로 순차적으로

래치시킨다. 데이터 래치회로(133)는 데이터 레지스터회로(132)에 의해 하나의 행에서 래치된 표시데이터(D0 내지 Dn)

를 데이터 래치신호(STB)에 기초하여 보존한다. D/A 컨버터(134)는 상기 보존된 표시데이터(D0 내지 Dn)를 전원공급수

단(미도시)으로부터 공급되는 계조생성전압(V0 내지 Vn)을 기초로 소정의 아날로그 신호전압(계조전압(Vpix))으로 변환

시킨다. 전압/전류 변환 및 계조전류 인입회로(135)는 아날로그 신호전압으로 변환된 표시데이터에 대응하는 계조전류

(Ipix)를 생성하고, 시스템 제어기(150)로부터 공급되는 출력 인에이블신호(OE)를 기초로 표시패널(110)상에 배열된 데

이터선들(DL)을 경유하여 계조전류(Ipix)를 공급한다(본 실시예에서, 계조전류(Ipix)는 계조전류(Ipix)로서 음의 극성을

갖는 신호전류를 생성함으로써 인입된다).

여기서, 전압/전류 변환 및 계조전류 인입회로(135)에 적용가능하고, 각각의 데이터선들에 연결되는 회로의 일구성으로

서, 예를들어, 반대극성(-Vpix)을 갖는 계조전압이 입력저항(R)을 통하여 하나의 입력단자(음의 입력(-))에 입력되고, 기

준전압(접지전위)이 입력저항(R)을 통하여 나머지 다른 하나의 입력단자(양의 입력(+))에 입력되며, 출력단자는 피드백저

항(R)을 통하여 하나의 입력단자(-)에 연결되는 연산증폭기(OP1)와, 출력저항(R)을 경유하여 연산증폭기(OP1)의 출력단

자에 형성된 노드전위(NA)가 하나의 입력단자(+)에 입력되고, 출력단자가 나머지 다른 입력단자(-)에 연결되며, 기준전

압(접지전위)이 입력저항(R)을 경유하여 연산증폭기(OP1)의 나머지 다른 입력단자(+)에 입력되고, 출력단자는 피드백 저

항(R)을 통하여 하나의 입력단자에 연결되는 연산증폭기(OP2), 및 계조전류(Ipix)가 데이터선(DL)에 공급되는 상태를 획

득하기 위하여 시스템 제어기(150)로부터 공급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OE)를 기초로 노드(NA)에 ON/OFF작동을 공급

해주는 스위칭수단(SW)이 공급될 수 있다(본 실시예에서, 생성되는 계조전류(Ipix)는 음의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류가 인입된다).

전압/전류 변환 및 계조전류 인입회로(135)에 따르면, 음의 극성을 갖는 계조전압(-Vpix)이 입력되면, -Ipix = (-Vpix)/R

으로 구해지는 음의 극성을 갖는 계조전류가 생성되어, 출력 인에이블 신호(OE)를 기초로 데이터선들(DL)에 공급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의 데이터 드라이버(130)에 따르면, 표시데이터에 대응하는 계조전압이 계조전류(음의 극성)로 변환되

고, 그 결과값이 소정의 타이밍을 갖고 데이터선(DL)에 공급되고, 이로써 표시데이터에 대응하는 계조전류(Ipix)가 데이터

선(DL)측으로부터 데이터 드라이버(130)측을 향해 전류 인입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 제어가 실행된다.

(시스템 제어기)

시스템 제어기(150)는 작동상태를 제어하는 주사 제어신호들과 데이터 제어신호들(상술된 주사 쉬프트 개시신호(SSTR),

주사 클럭신호(SCLK), 쉬프트 개시신호(STR), 쉬프트 클럭신호(CLK), 래치신호(STB), 출력 인에이블 신호(OE) 등), 및

전원 제어신호들(후술될 전원 개시신호(VSTR), 전원 클럭신호(VCLK) 등)을 각각의 주사 드라이버(120), 데이터 드라이

버(130), 및 전원 드라이버(140)에 출력하고, 이로써 각각의 드라이버가 소정의 타이밍으로 주사신호(Vsel), 계조전류

(Ipix) 및 전원전압(Vsc)을 생성 및 출력하여, 후술될 화소 구동회로가 구동제어작동(표시장치 구동방법)을 실행하도록 작

동함으로써, 표시패널(110)상에서 소정의 화상신호에 기초된 화상정보를 화면표시하는 제어를 실행한다.

(전원 드라이버)

전원 드라이버(140)는 각 행마다 표시화소의 그룹이 시스템 제어기(150)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제어신호를 기초로 주사드

라이버(120)에 의해 선택상태로 설정되는 타이밍에 맞춰, 로우-레벨 전원전압(Vscl)(예를들어, 접지전위보다 낮은 전압레

벨)을 전원선(VL)에 인가하며, 이로써 표시데이터에 기초된 계조전류(Ipix)에 대응하는 기입전류(싱크 전류)를 전원선

(VL)으로부터 표시화소(표시구동회로)를 통하여 데이터 드라이버(130)의 방향으로 인입시킨다. 한편, 전원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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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는 각 행마다 표시화소의 그룹이 주사 드라이버(120)에 의해 비선택상태로 설정되는 타이밍에 맞춰, 하이-레벨 전원

전압(Vsch)을 전원선(VL)에 인가하며, 이로써 표시데이터에 기초된 계조전류(Ipix)에 대응하는 구동전류(싱크 전류)를 전

원선(VL)으로부터 표시화소(표시구동회로)를 통하여 발광소자(유기 EL소자(OEL))의 방향으로 인입시키도록 제어한다.

도 2에서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상술한 주사 드라이버(120)와 비슷하게, 전원 드라이버(140)에는 각 주사선(SL)

에 대응하는 복수개의 쉬프트 블럭단들(SB1, SB2, ..,)이 있으며, 이것들 각각은 쉬프트 레지스터와 버퍼를 갖고 있다. 시

스템 제어기로부터 공급되는 주사 제어신호들과 동기화되는 전원 제어신호들(전원 개시신호(VSTR), 전원 클럭신호

(VCLK), 등)을 기초로, 표시패널(110)의 상부로부터 쉬프트 레지스터의 하부까지 순차적으로 쉬프트이동되면서 생성되

는 쉬프트 출력들은, 각각 소정의 전압레벨(주사 드라이버에 의해 선택상태에서는 로우 레벨, 비선택상태에서는 하이 레

벨)을 갖는 전원신호들(Vscl, Vsch)로서 버퍼를 통하여 각각의 전원선들(VL)에 인가된다.

(표시신호 발생회로)

표시신호 발생회로(160)는 표시장치의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화상신호로부터 광계조 신호성분을 축출해 내고, 이것을 표

시패널(110)의 각각의 행마다 표시데이터로서 데이터 드라이버(130)의 데이터 레지스터회로(132)에 공급한다. 상술된 화

상신호에 TV방송신호(복합화상신호)에서와 같이 화상정보의 표시타이밍을 정하는 타이밍 신호성분이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 표시신호 발생회로(160)는 상술한 광계조 신호성분을 축출해 내는 기능과 더불어, 시스템 제어기(150)에 공급될

타이밍 신호성분을 축출해 내는 기능을 갖는다. 이 경우에서, 시스템 제어기(150)는 표시신호 발생회로(160)로부터 공급

되는 타이밍신호를 기초로, 주사 드라이버(120), 데이터 드라이버(130), 및 전원 드라이버(140)에 공급되는 주사 제어신

호, 데이터 제어신호 및 전원 제어신호를 생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주사 드라이버(120), 데이터 드라이버(130), 및 전원 드라이버(140)들이 각각 표시패널(110)주변에 공

급되는 드라이버들로서 배열되는 구성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은 여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주사 드라이버(120)와 전원 드라이버(140)들은 각자의 타이밍들이 서로 동기화되는 동등제어신호들(주사 제어신호와 전

원 제어신호)을 기초로 작동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도 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주사 드라이버(120a)에서의 주사신호와

출력타이밍의 생성에 맞춰 전원전압(Vsc)을 공급해주는 기능을 갖도록 구성된 하나의 회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

기와 같은 구성에 따르면, 주변회로구성이 단순해질 수 있게된다.

이후에서는, 상술한 표시화소에 적용된 화소 구동회로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도면들을 참조로 하여 설명한다.

<화소 구동회로>

(회로구성)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장치에 적용가능한 표시화소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도 7a 및 도 7b들은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구동회로에서의 작동을 각각 도시하는 구상도들이다.

도 8은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에서 화상정보의 표시타이밍을 도시하는 타이밍챠트이다.

도 9는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구동회로에서 기입전류와 구동전류사이의 변화량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시패널(110)상에서 서로 수직하게 배열된 주사선들(SL)과 데이터선들(DL)의 각 교차점 근방

에서, 본 실시예에 따르는 화소 구동회로(DC)에는, 다음과 같이:

게이트단자가 주사선(SL)에 연결되고, 소스단자가 전원선(VL)에 연결되며, 드레인단자가 노드(N1)에 각각 연결되는 박막

트랜지스터(기입제어 트랜지스터)(Tr1);

게이트단자가 주사선(SL)에 연결되고, 소스단자와 드레인단자는 각각 데이터선(DL)과 노드(N2)에 연결되는 박막 트랜지

스터(전류경로제어 트랜지스터)(Tr2);

게이트단자가 노드(N1)에 연결되고, 소스단자와 드레인단자는 각각 전원선(VL)과 노드(N2)에 연결되며, 후술될 발광소

자(유기 EL소자(OEL): 광소자)에 대한 구동전류(Ib)의 공급을 제어하는 박막 트랜지스터(구동제어 트랜지스터)(T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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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트랜지스터(구동제어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단자(노드 N1)와 소스단자(노드 N2)사이에 연결된 콘덴서(제 1 용

량성소자)(Cs); 및

박막 트랜지스터(기입제어 트랜지스터)(Tr1)의 게이트단자(노드 N3)와 소스단자(노드 N1)사이에 연결된 콘덴서(제 2 용

량성소자)(Cp)들이 포함되며, 발광소자(유기 EL소자(OEL): 광소자)의 애노드단자와 캐소드단자들은 각각 노드(N2)와 접

지전위에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콘덴서(Cs)는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에서 형성된 기생용량이며, 상기 사이에 하나의 용량성

소자를 더 추가시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콘덴서(Cp)는 박막 트랜지스터(Tr1)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에서 형성된 기생용

량이며, 상기 게이트와 소스사이에 하나의 용량성소자를 더 추가시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막 트랜지스터(Tr1)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에서 형성된 콘덴서(Cp)(예를들어, 기생용량)는 일반적으로 박막 트

랜지스터의 소자특성에 영향을 주어 박막 트랜지스터의 동작특성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콘덴서(Cp)는 보통 상기

악화현상이 최소로 감소되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본 발명은 콘덴서(Cp)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기입작동시에 콘덴서(Cp)

에 충전된 전압에 의해 발생되는 영향, 이것에 대해서는 후술됨)을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

서, 본 발명에서, 콘덴서(Cp)의 용량값은 어느정도 크게되도록 설계된다. 더 구체적으로, 콘덴서(Cp)의 용량값은 박막 트

랜지스터(구동제어 트랜지스터)(Tr3)에 추가된 콘덴서(Cs)와 비교하여 무시못할 정도로 크게되도록 설계된다. 예를들어,

본 실시예에서는, 균등값; Cp ≒ Cs 을 얻도록 설계된 회로구성이 공급된다.

게다가, 박막 트랜지스터(Tr3)와 콘덴서(Cs)가 포함된 회로구성은 본 발명에 따른 기입전류 저장회로를 형성하고, 박막

트랜지스터(Tr1)와 콘덴서(Cp)가 포함된 회로구성은 본 발명에 따른 오프셋 전류 저장회로를 형성하며, 박막 트랜지스터

(Tr2)가 포함된 회로구성은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 전류회로를 형성한다.

(회로작동)

이후에서는, 화소 구동회로(DC)에 의한 발광소자의 발광구동 제어작동을 설명한다.

예를들어, 도 8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화소 구동회로(DC)에 의한 발광소자(유기 EL소자)의 발광구동제어는, 하나의 주사

기간이 하나의 주기이고, 특정 주사선에 연결된 표시화소들의 그룹이 표시데이터에 대응하는 신호전류를 기입하고 이것을

신호전압으로서 하나의 주사기간내(Tsc)에 보존하도록 선택되는 기입작동기간(Tse)(또는 표시화소 선택기간)과, 기입작

동기간(Tsc = Tse + Tnse)동안에 기입되고 보존된 신호전압을 기초로 소정의 광계조를 갖고 발광작동을 실행하도록 하

기 위하여 상기 표시데이터에 대응하는 구동전류가 유기 EL소자에 공급되는 발광작동기간(Tnse)(표시화소 비선택기간)

을 설정함으로써 실행된다. 이 경우, 각 행마다 설정된 기입작동기간(Tse)은 기간들이 겹쳐지지않도록 제공된다.

(기입작동기간: 선택기간)

첫째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시화소 기입작동기간(선택기간(Tse))동안에, 하이-레벨의 주사신호(Vsel)(Vslh)가

주사 드라이버(120)로부터 특정 행(i번째 행)의 주사선(SL)에 인가되고, 로우-레벨의 전원전압(Vscl)이 전원 드라이버

(140)로부터 관련 행(i번째 행)의 전원선(VL)에 인가된다.

게다가, 상기 타이밍에 맞춰, 관련 행(i번째 행)의 표시데이터에 대응하고 음의 극성을 갖고 있으며 데이터 드라이버(130)

에 의해 흘러나오는 계조전류(-Ipix)가 각각의 데이터선(DL)에 공급된다.

이것은 화소 구동회로(DC)를 형성하는 박막 트랜지스터들(Tr1, Tr2)을 턴온시키는데, 그 결과 로우-레벨의 전원전압

(Vscl)이 노드(N1) 즉,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단자와 콘덴서(Cs)의 하나의 단자에 인가되고, 음의 극성을 갖는

계조전류(-Ipix)를 데이터선(DL)을 통하여 인입시키는 작동이 실행되고, 이로써 로우-레벨의 전원전압(Vscl)보다 낮은

전위의 전압레벨이 노드(N2) 즉,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소스단자와 콘덴서(Cs)의 나머지 다른 하나의 단자에 인가된다.

그러므로, 노드(N1)와 노드(N2)사이(박막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단자와 소스단자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고, 이로써

박막 트랜지스터(Tr3)가 턴온되고, 계조전류(Ipix)에 대응하는 기입전류(Ia)가, 도 7a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전원선(VL)

으로부터 박막 트랜지스터(Tr3), 노드(N2), 박막 트랜지스터(Tr2) 및 데이터선(DL)을 거쳐 데이터 드라이버(130)에 공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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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전압(Vg)(노드(N1)에서의 전위)은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드레인과 소스사이(전

류경로)로 기입전류(Ia)를 통과시키는데 요구되는 전압값에 도달하고, 전류데이터로서 게이트전압(Vg)에 대응하는 전기

전하가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에서 형성된 콘덴서(Cs)에 충전된다.

또한,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전압(Vg)이 보존되는 상태에서, 전류데이터로서 박막 트랜지스터(Tr1)의 게이트전

압(하이-레벨의 주사신호(Vsel))과 소스전압(박막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전압(Vg))사이의 전위차에 대응하는 전기전

하가 콘덴서(Cp)에 전압성분으로서 충전된다.

게다가, 선택기간(Tse)동안, 접지전위보다 낮은 전압레벨을 갖는 전원전압(Vsel)이 전원선(VL)에 인가되고, 기입전류(Ia)

가 데이터선(DL)의 방향으로 흐르도록 제어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발광소자(유기 EL소자(OEL))의 애노드단자(노드

N2)에 인가되는 전위는 캐소드단자의 전위(접지전위)보다 낮게되어, 역(逆) 바이어스전압이 발광소자(유기 EL소자(OEL)

)에 인가된다. 따라서, 어떠한 구동전류도 발광소자(유기 EL소자(OEL))에 흐르지 않게되고, 발광소자의 발광작동은 실행

되지 않게된다.

(발광작동기간: 비선택기간)

다음으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입작동기간(선택기간(Tse))이후, 유기 EL소자(OEL)의 발광작동기간(비선택기간

(Tnse))동안에, 로우-레벨의 주사신호(Vsel)(Vsll)가 주사 드라이버(120)로부터 특정 행(i번째 행)의 주사선(SL)에 인가

되고, 하이-레벨의 전원전압(Vsch)이 전원 드라이버(140)로부터 관련 행(i번째 행)의 전원선(VL)에 인가된다. 또한, 상기

타이밍에 맞춰, 데이터 드라이버(130)에 의한 계조전류의 인입작동은 정지된다.

이로 인해, 화소 구동회로(DC)를 형성하는 박막 트랜지스터들(Tr1, Tr2)이 턴오프되는데, 그 결과 노드(N1) 즉, 박막 트

랜지스터(Tr3)의 게이트단자와 콘덴서(Cs)의 하나의 단자에 대한 전원전압(Vsc)의 인가는 중단되고, 노드(N2) 즉,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소스단자와 콘덴서(Cs)의 나머지 다른 하나의 단자에 대한 전압레벨의 인가 - 이것은 데이터 드라이

버(130)에 의한 계조전류의 인입작동에 의해 발생된다 -는 중단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콘데서들(Cs, Cp)은 상술한 기

입작동에 의해 저장된 전기전하들을 보존한다. 이 경우, 후술하겠지만, 선택기간에서 비선택기간까지의 기간동안 주사신

호(Vsel)의 전위는 하이레벨(Vslh)에서 로우레벨(Vsll)로 변한다는 점에 근거하는 영향은 콘덴서(Cs)에 걸쳐진 전압에 미

친다. 콘덴서(Cs)에 걸쳐진 전압은 감소하고, 박막 트랜지스터(Tr3)(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의 전압은

기입작동기간에서의 전압과 비교하여 낮아진다.

즉, 콘덴서(Cs)에 인가된 전기전하는 비선택기간동안 보존된다. 이 때문에,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ON-상태는 유지되

고, 접지전위보다 높은 전압레벨(하이 레벨)을 갖는 전원전압(Vsch)이 전원선(VL)에 인가된다. 그 결과, 바이어스 전압은

발광소자에 순방향으로 인가되어, 발광소자는 박막 트랜지스터(Tr3)로부터 공급된 구동전류(I)에 기초된 휘도를 갖고 발

광한다. 하지만, 이 때에, 발광소자에 공급되는 구동전류(Ib)는, 선택기간과 비선택기간동안 박막 트랜지스터(Tr1)(기입제

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에서 형성된 콘덴서(Cp)의 전위와 주사신호(Vsel)의 변화를 기초로 설정되고, 상술한

기입작동에 의해 박막 트랜지스터(Tr3)(구동제어 트랜지스터)를 통과하는 기입전류(Ia)로부터의 전류(오프셋 전류)에 의

한 감소에 대응하는 전류값으로 설정된다.

그런 후, 도 8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일련의 상기 작동들은 표시패널을 형성하는 모든 행들에서의 표시화소의 그룹과 연결

되어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이 때문에 표시패널의 하나의 화면에 대한 표시데이터는 기입되고, 소정의 광계조를 갖는 발광

이 실행되어, 그 결과 소망하는 화상정보가 화면표시된다.

(콘덴서들(Cs, Cp)과 오프셋 전류와의 관계)

다음으로, 본 실시예에 도시된 화소 구동회로에 적용된 콘덴서들(Cs, Cp)과 오프셋 전류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구동조건들이 주어졌다고 가정한다. 즉, 기입작동기간에, 5V 레벨의 신호가 하이-레벨 주사신호

(Vsel)(Vslh)로서 인가되고, 계조전류(Ipix)가 인입됨으로써 기입전류(Ia)는 화소 구동회로를 통과하고, 그 결과로 -15V

레벨의 신호가 발광소자(Tr3)의 소스단자(노드 N2)에 인가된다. 기입작동후의 발광작동기간에, -20V 레벨의 신호가 로

우-레벨 주사신호(Vsel)(Vsll)로서 인가되고, 계조전류(Ipix)가 인입되는 것이 정지되며, 그 결과 계조전류(Ipix)의 흐름은

중단되고, 5V 레벨의 신호가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소스단자에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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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우선 첫째로, 기입작동시에, [수학식 1]의 왼쪽부분에 나타나는 전기전하(전류데이터)는 각각의 노드의 전위에

따라 콘덴서소자들(Cp, Cs)에 저장된다. 연속하여, 발광작동시에 콘덴서소자들(Cp, Cs)에 저장된 전기전하는 기입작동기

간에 저장된 전기전하에 따라 [수학식 1]의 오른쪽부분에서 나타나는 전기전하에 도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학식

1]에서 나타나는 관계식이 얻어진다.

수학식 1

Cp(Vg1 - Vs1h) + Cs(Vg1 - Vs1) = Cp(Vg2 - Vs1l) + Cs(Vg2 - Vs2)

여기서, Vg1은 기입작동기간에서 노드(N1)(박막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전압)의 전위이며, Vg2는 발광작동기간에서

노드(N1)의 전위이다. 또한, Vs1h는 기입작동기간에서 하이-레벨의 주사신호를 나타내며, Vs1l은 발광작동기간에서 로

우-레벨의 주사신호를 나타낸다. Vsl은 기입작동기간에서 노드(N2)(박막 트랜지스터(Tr3)의 소스전압)의 전위이며, Vs2

는 발광작동기간에서 노드(N2)의 전위이다.

기입작동기간과 발광작동기간에서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전압(Vg)의 변화량(ΔVg)은 위의 [수학식 1]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학식 2]으로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2

ΔVg = (Cp × ΔVsel + Cs × ΔVs) / (Cs + Cp)

여기서, ΔVg = Vg1 - Vg2, ΔVs = Vs1 - Vs2, ΔVsel = Vs1h - Vs1l 이다.

위의 [수학식 2]에서, 만약 콘덴서소자(Cp)가 콘덴서소자(Cs)의 용량값과 비교하여 무시할 정도의 작은 용량값을 갖도록

설정되면(CS ≫ Cp), [수학식 2]는 다음의 [수학식 3]과 같은 근사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3

ΔVg ≒ (Cs × ΔVs) / (Cs) = ΔVs

즉, 이 경우, 기입작동기간과 발광작동기간에서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전압(Vg)의 변화량과 소스전압(Vs)의 변

화량은 서로 상당히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와 소스간의 전압(Vgs)은 다음 [수학식 4]에

서 보이는 것처럼 변하지 않게 된다.

수학식 4

ΔVgs = ΔVg - ΔVs ≒ 0

상기 사실로부터, 기입작동기간에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단자에 기입되는 전압 즉, 콘덴서소자(Cs)에 충전되는

전압은 발광작동기간에서와 동일하게 인가된다. 발광작동기간에서 발광소자에 공급되는 구동전류(Ib)는 기입작동기간에

화소 구동회로를 통과하는 기입전류(Ia)와 동일해진다. 따라서, 이 경우, 최소 광계조를 갖는 표시데이터가 표시화소에 기

입되면, 기입전류(Ia)가 작은 구동전류(Ib)와 동일하게 되는 결과 기입전류(Ia)는 표시화소를 통과하게 되고, 이것은 기입

작동에 요구되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문제를 일으킨다.

상기와 반대로, 만약 콘덴서소자(Cp)가 어느 정도 큰 용량값 즉, 콘덴서소자(Cs)의 용량값과 비교하여 무시하지 못할 정도

로 큰 값(Cs ≒ Cp)을 갖도록 설정된 다면, 위의 [수학식 4]는 다음의 [수학식 5]으로 다시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5

ΔVgs = ΔVg - ΔVs

= (Cp × ΔVsel + Cs × ΔVs) / (Cs + Cp) - ΔVs

= (Cp × ΔVsel + Cs × ΔVs - Cs × ΔVs - Cp × ΔVs) / (Cs +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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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 ΔVsel - Cp × ΔVs) / (Cs + Cp)

= Cp / (Cs + Cp) × (ΔVsel - ΔVs)

여기서, 만약 상술한 바와 같이, 하이-레벨의 주사신호(Vsel)(Vs1h)가 +5V 로 설정되고, 로우-레벨의 주사신호(Vsel)

(Vs1l)가 -20V 로 설정되면, 주사신호(Vsel)의 전압에서의 변화량(ΔVsel)은 다음의 [수학식 6]에 의해 계산될 수 있으

며, ΔVsel ＞ 0 이라는 관계식이 얻어질 수 있다.

수학식 6

ΔVsel = Vs1h - Vs1l = 5 - (-20) = 25

또한, 기입작동기간에서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소스전압(Vs1)(노드 N2의 전위)이 -15V 로 설정되고, 발광작동기간에

서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소스전압(Vs2)이 5V 로 설정된다면, 소스전압(Vs)에서의 변화량(ΔVs)은 다음의 [수학식 7]

에 의해 계산될 수 있으며, ΔVs ＜ 0 이라는 관계식이 얻어질 수 있다.

수학식 7

ΔVs = Vs1 - Vs2 = (-15) - 5 = -20

위로부터, ΔVgs ＞ 0 이라는 관계식이 얻어질 수 있다.

이것은 발광작동기간에 인가된 전압에서의 변화량은 기입작동기간에서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단자에 기입되는

전압에서의 변화량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 9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것은 발광작동기간에서 유기 EL소자를 통과

하는 구동전류(Ib)가 기입작동기간에 화소 구동회로를 통과하는 기입전류(Ia)와 비교하여 소정의 전류(오프셋 전류(Ioff)

만큼 줄어들게 한다.

여기서, 오프셋 전류(Ioff)의 전류값은 상술한 바와 같이, 기입작동기간과 발광작동기간에서 박막 트랜지스터(Tr3)(구동제

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의 전압(Vgs)에서의 변화량(ΔVgs)을 기초로 설정되며, ΔVgs의 값은 박막 트랜지스

터(Tr3)의 소스전압에서의 변화량(ΔVs)을 기초로 설정되는데, 이것은 [수학식 5]에서 나타난 콘덴서(Cs)(제 1 콘덴서소

자)와 콘덴서(Cp)(제 2 콘덴서소자)사이의 용량비, 주사신호(Vsel)의 전위에서의 변화량(ΔVsel), 및 주사신호(Vsel)의 전

위에서의 변화량에 기초가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박막 트랜지스터(Tr1)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에 연결된 콘덴서(Cp)의 용량값은, 박막 트랜지스터

(Tr3)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에 연결된 콘덴서(Cs)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용량값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발

명은 여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들어, 콘덴서(Cp)는 콘덴서(Cs)보다 크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Cs ≪ Cp).

이 경우, 위의 [수학식 5]는 다음의 [수학식 8]으로 다시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8

ΔVgs = ΔVg - ΔVs = Cp / (Cs + Cp) × (ΔVsel - ΔVs)

≒ ΔVsel - ΔVs

즉, 이 경우에서, 박막 트랜지스터(Tr3)(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의 전압(Vgs)은 콘덴서들(Cs, Cp)에

의존되지 않는 전압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의 오프셋 전류(Ioff)는 박막 트랜지스터(Tr3)의 소스전압

에서의 변화량(ΔVs)만을 기초로 설정되며, 이것은 주사신호(Vsel)의 전위에서의 변화량(ΔVsel)과 주사신호(Vsel)의 전

위에서의 변화량(ΔVs)에 기초가 되며, 콘덴서들(Cs, Cp)의 용량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박막 트랜지스터들

(Tr1, Tr3)의 특성의 변화량으로부터의 영향을 제압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구동조건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

며, 이로써 표시화질을 보다 더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화소 구동회로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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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6에 도시된 본 발명의 화소 구동회로와 도 11b에 도시된 전류거울회로를 갖는 화소 구동회로사이의 비교를

기초로, 기입작동기간에서의 기입전류와 관련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화소 구동회로 구성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도 10은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구동회로의 경우에서의 기입전류의 전류값과, 전류거울회로의 구성을 갖는 화소 구동회로

의 경우에서의 기입전류의 전류값과의 비교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여기서, 도 1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의 기입전류는 Ia로, 발광소자에 공급되는 구동전류는 Ib라고 가정한

다. 또한, 전류거울구성이 화소 구동회로에 공급된 경우에서의 기입전류는 Ia'로 가정한다.

이에 더하여, 최소 계조의 휘도에 대응하는 기입전류의 전류값(제 1 전류값), 이것은 표시소자의 소정의 화면표시 반응특

성(반응속도)를 파악하는데 필요로 한다, 을 LSB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발광소자에 공급되는 구동전류(Ib)의 전류값(제

2 전류값)을 LSD라고 가정한다. 또한, 최대 계조의 휘도에 대응하는 기입전류의 전류값(Ia)을 MSB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발광소자에 공급되는 구동전류(Ib)의 전류값을 MSD라고 가정한다.

또한, 전류거울구성이 화소 구동회로에 공급되고, 발광소자에 공급되는 구동전류(Ib)의 전류값이 LSD가 되는 경우에 얻어

지는 기입전류(Ia')의 전류값이 상술된 본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전류값(LSB)이 되는 경우에, 발광소자에 공급되는 구동전

류(Ib)의 전류값이 MSD가 되는 경우에 얻어지는 기입전류(Ia')의 전류값은 MSB'라고 가정한다.

즉, 도 1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구동회로에 있어서, 기입전류(Ia)의 전류값은, 발광작동기간에 발

광소자에 공급되는 구동전류(Ib)에 고정 오프셋 전류(Ioff)가 추가되는 전류값(제 2 전류값)을 갖는다. 따라서, 예를들어,

최저 계조의 휘도를 갖는 표시데이터가 기입되는 경우에 있어서, 기입전류(Ia)의 값은 발광작동기간에 발광소자에 공급되

는 구동전류(Ib)의 전류값(LSD)에 고정 오프셋 전류(Ioff)가 추가되는 전류값(LSB)(= LSD + Ioff)이 된다. 또한, 표시데이

터의 광계조가 m 계조이고, 최대 계조의 휘도를 갖는 표시데이터가 기입되는 경우에서, 기입전류(Ia)의 값은 발광소자에

공급되는 구동전류(Ib)의 전류값(MSD)에 고정 오프셋 전류(Ioff)가 추가되는 전류값(MSB)(= MSD + Ioff = m × LSD +

Ioff)이 된다.

한편, 도 1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전류거울구성이 상술한 화소 구동회로에 공급되는 경우에서, 기입전류(Ia')의 값은 발

광소자에 공급되는 구동전류(Ib)에 대한 고정 전류비(K, 이것은 전류거울회로에서 정해짐)를 가지고, 계조에서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된다. 예를들어, 최저 계조기간에서 기입전류(Ia)의 전류값(LDB)과 최대 계조기간에서의 전류값(MSB')들은

각각 대응 구동전류(Ib)의 값들(LSD, MSD)에 대한 다음 [수학식 9]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갖는다.

수학식 9

LDB = LSD × k, MSB' = MSD × k

결과적으로, 도 1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경우에서의 기입전류(Ia)의 전류값은 전류거울구성을 갖는 화소 구

동회로의 경우에서의 기입전류(Ia)보다 크기가 작으며, 이들간의 차이값은 계조의 증가에 따라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

또한, 본 실시예의 경우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오프셋 전류(Ioff)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발광소자에 공급되는 구동전류(Ib)

에 대한 기입전류(Ia)의 증가비는 저-계조 기간 즉, 구동전류(Ib)가 작아짐에 따라 증가하며, 계조가 상위상태로 이동함에

따라 증가비는 감소한다. 여기서, 데이터선이 소정의 전압까지 충전되는 기입작동에 요구되는 시간은 흐르는 전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단축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실시에에 따르면, 상술한 바와 같이, 구동전류(Ib)가 특히 저-계조 기간

에서 공급되는 경우, 기입전류는 비교적 크게 증가되어 기입작동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화면표시 반응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저-계조 기간에서 표시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본 실시예의 화소 구동회로가 적용된 표시장치에 따르면, 발광소자의 발광작동에 요구되는 구동전류와 대조적

으로, 소정의 오프셋 전류가 추가되는 전류값을 갖는 비교적 큰 기입전류가 각각의 표시화소에 흐르게 된다. 이 때문에, 비

교적 저-계조 전류에 대응하는 작은 구동전류가 발광소자에 공급되는 경우에서도, 데이터선에 존재하는 배선용량은 단기

간에 충전되어 계조 표시데이터의 기입작동에 요구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표시데이터의 광계조에 대응하는 휘도로 발광소

자의 발광작동을 만족스럽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입작동은 각각의 표시화소에 대한 계조전류의 기

입작동시에 선택기간에 구애되는 것 없이 소망하는 광계조에 대응하는 전류값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표시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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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향상될 수 있다. 만일 화소의 갯수가 증가하고, 선택기간이 소형화 및 고-해상도를 갖춘 표시패널에서 처럼 짧아지

도록 설정될지라도, 표시데이터 기입작동과 발광작동은 양호한 표시화질을 얻는 것이 가능하도록 실시된다. 또한, 표시데

이터 기입작동에 관련된 전류에서의 증가는 표시장치의 전력소비의 증가가 제어가능하도록 제압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표시장치와 이에 관한 구동방법에 따르면, 공급되는 전류값에 따라 소정의 휘도를 갖고 자발

광을 실행하는 유기 EL소자, 발광 다이오드 등과 같은 발광소자들이 매트릭스형태로 배열된 표시패널을 갖는 표시장치에

있어서, 표시화소에 대한 기입전류보다 크기가 고정 오프셋 전류만큼 작은 구동전류가 각각의 표시화소에 추가된 화소 구

동회로에 의하여 발광소자에 공급되도록 구성되기 때문에, 최저 휘도계조를 갖는 표시데이터가 기입되는 경우일지라도,

비교적 큰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선과 화소 구동회로에 추가된 용량성분을 충전시켜서 기입작동에 필요한 시

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해 진다.

또한, 소정의 표시데이터에 대응하는 휘도를 가지고 발광시키는 구동전류와는 달리, 고정 오프셋 전류가 추가된 기입전류

가 각각의 표시화소에 흐르도록 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구동전류의 소정 배수의 크기를 갖는 기입전류가 필요한 전류거

울 시스템을 이용하는 화소 구동회로와 비교하여, 기입전류를 적절하게 제압하여 표시장치의 전력소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 뿐만 아니라,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구동회로는 상술된 바와 같이 전류지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동을 실시하는 세 개

의 트랜지스터들을 가지며, 이것은 비교적 간단한 구성을 갖고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화소 구동회로를 형성하는데 필요

한 차지면적은 비교적 작게 제작될 수 있고, 표시화소에서 발광소자의 발광영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끔 제작될 수 있으

므로, 표시패널의 밝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광소자의 단위면적당 통과하는 전류량은 소망 휘도를 얻게끔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그 결과 광소자의 수명은 증가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추가적으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화소 구동회로로서 세 개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갖는 회로구성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은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표시장치가 전류지정시스템이 적용된 화소 구동회로를 가지며,

회로구성에 있어서, 발광소자에 대한 구동전류의 공급을 제어하는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와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을 제어하는 기입제어 트랜지스터가 포함되며, 표시데이터에 대응하는 기입전류가 각각의 제어트랜지스터에 추가된

콘덴서(예를들어, 기생용량)에 전압성분으로서 충전되고, 그런 후 구동제어 트랜지스터가 턴온되어 충전전압에 따르는 구

동전류를 공급함으로써, 발광소자가 소정의 휘도를 갖는 발광하게 되는 구성을 갖는다면, 상기 실시예에서와 다른 회로구

성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구동회로에 적용되는 각각의 박막 트랜지스터들은 특정하게 한정된 것은 아니며, 모든 n-형

트랜지스터들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n-채널형 비결정질 실리콘 TFT가 박막 트랜지스터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확립된 제조기술의 적용으로 안정된 동작특성을 갖는 화소 구동회로를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

능해 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 한 쌍의 전극을 가지며 상기 전극쌍사이를 통과하는 전류에 따라 광작동을 실행하는 복수개의 광소자들(OEL),

전류선(DL),

선택기간(Tse)동안에 소정의 전류값을 갖는 기입전류(Ia)를 상기 전류선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비선택기간(Tnse)동안에

통과전류를 멈추게 해주는 스위치회로(Tr2), 및

상기 선택기간동안에 상기 전류선을 통과하는 상기 기입전류의 전류값에 따라 전류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기입

전류의 전류값에서 소정의 오프셋 전류(Ioff)를 감산함으로써 얻어지는 전류값을 갖는 구동전류(Ib)를 상기 비선택기간동

안 상기 광소자들에 공급하는 전류저장회로(Tr1, Tr3, Cs, Cp)를 적어도 포함하는 표시패널(110)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화상을 화면표시하는 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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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저장회로에는,

상기 전류선에 대한 상기 기입전류(Ia)의 흐름에 따르는 전류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입전류 저장회로(Tr1, Tr3, Cs)와,

상기 오프셋 전류(Ioff)에 대응하는 전류데이터를 저장하는 오프셋 전류 저장회로(Cp)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

시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전류 저장회로에는 상기 기입전류에 대응하는 전기전하가 전류데이터로서 기입되는 제 1 콘

덴서소자(Cs)가 포함되며, 상기 오프셋-전류 저장회로에는 상기 오프셋 전류에 대응하는 전기전하가 전류데이터로서 기

입되는 제 2 콘덴서소자(Cp)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오프셋 전류는 상기 제 1 콘덴서소자와 상기 제 2 콘덴서소자사이의 용량비를 기초로 설정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덴서소자와 상기 제 2 콘덴서소자들은 직렬로 서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덴서소자와 상기 제 2 콘덴서소자들은 서로 동일한 용량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콘덴서소자는 상기 제 1 콘덴서소자보다 더 큰 용량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회로에는,

전류경로의 한 끝은 상기 전류선에 연결되고, 상기 전류경로의 나머지 한 끝은 상기 전류저장회로에 연결되며, 상기 선택

기간동안에 상기 전류경로를 전기적 도통상태가 되게 만들고, 상기 비선택기간동안에 상기 전류경로를 전기적 비도통상태

가 되게 만드는 전류경로 제어 트랜지스터(Tr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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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전류저장회로에는,

상기 광소자들에 직렬로 연결된 구동제어 트랜지스터(Tr3),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제어단자에 상기 전류경로의 한 끝이 연결되어 있는 기입제어 트랜지스터(Tr1),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와 상기 전류경로사이에서 형성되어 상기 기입전류에 대응하는 전류데이터를

저장하는 상기 제 1 콘덴서소자(Cs)를 갖는 기입전류 저장회로, 및

상기 기입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와 상기 전류경로사이에서 형성되어 상기 오프셋 전류에 대응하는 전류데이터

를 저장하는 상기 제 2 콘덴서소자(Cp)를 갖는 오프셋 전류 저장회로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덴서소자는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와 상기 전류경로사이에서 형성된

기생용량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콘덴서소자는 상기 기입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와 상기 전류경로사이에서 형성

된 기생용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와 상기 기입제어 트랜지스터는 비결정질 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소자들은 발광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소자들은 유기 전계발광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광소자들(OEL), 상기 스위치회로, 상기 전류저장회로를 각각 갖는 복수개의 표시화소들은

상기 표시패널상에서 매트릭스형태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간(Tse)동안에 상기 기입전류(Ipix)를 상기 전류선(DL)에 공급하는 데이터 드라이버(130)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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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패널에는 상기 스위치회로와 상기 전류저장회로를 선택하는 선택신호(Vsel)가 인가되는 복수

개의 주사선들(SL)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신호(Vsel)를 상기 주사선들(SL)에 인가해 주는 주사드라이버(12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회로에는, 전류경로의 한 끝은 상기 전류선(DL)에 연결되고 상기 전류경로의 나머지 한 끝

은 상기 전류저장회로에 연결되며, 제어단자는 상기 주사선(SL)에 연결되는 전류경로 제어 트랜지스터(Tr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저장회로에는, 상기 광소자들(OEL)에 직렬로 연결된 구동제어 트랜지스터(Tr3)와, 전류경

로의 한 끝이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Tr3)의 상기 제어단자에 연결되고, 제어단자는 상기 주사선들(SL)에 연결되는 기

입제어 트랜지스터(Tr1)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패널에는, 상기 전류저장회로에 연결되고, 상기 구동전류를 상기 광소자들에 공급해주도록 하

는 전압을 공급해주는 복수개의 전원선들(VL)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간동안에 상기 기입전류를 상기 전류선에 공급해주도록 하는 전압(Vsc)을 상기 전원선들

에 인가해주며, 상기 비선택기간동안에 상기 구동전류를 상기 광소자들에 공급해주도록 하는 전압을 상기 전원선들에 인

가해주는 전원드라이버(14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소자들의 하나의 전극은 상기 구동전류 제어회로에 연결되고, 상기 광소자들의 나머지 다른 하

나의 전극은 고정전압원에 연결되며, 상기 전원드라이버는 상기 고정전압원의 전위보다 낮은 전압을 상기 전원선들에 인

가해주며, 상기 고정전압원의 전위보다 높은 전압을 상기 전원선들에 인가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저장회로에는, 전류경로의 한 끝은 상기 전원선들에 연결되고 상기 전류경로의 나머지 다른

한 끝은 하나의 전극에 연결되는 구동제어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며, 상기 비선택기간동안에, 상기 전원드라이버는 상기 구

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와 상기 전류경로의 한 끝 사이에서의 전압을 상기 전원선에 인가해 주어, 상기 구동제

어 트랜지스터를 통과하는 상기 구동전류가 포화전류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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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패널에는,

상기 스위치회로와 상기 전류저장회로를 선택하는 선택신호가 인가되는 복수개의 주사선들; 및

상기 전류저장회로에 연결되며 상기 광소자들에 상기 구동전류를 공급해주도록 하는 전압을 공급해 주는 복수개의 전원선

들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저장회로에는,

전류경로의 한 끝은 상기 전원선들에 연결되고, 상기 전류경로의 나머지 다른 한 끝은 상기 광소자의 하나의 전극에 연결

되는 구동제어 트랜지스터,

전류경로의 한 끝은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제어단자에 연결되고, 상기 제어단자는 상기 주사선들에 연결되는 기입

제어 트랜지스터,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와 상기 전류경로사이에서 형성되고, 상기 기입전류에 대응하는 전류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1 콘덴서소자를 갖는 기입전류 저장회로, 및

상기 기입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와 상기 전류경로사이에서 형성되고, 상기 오프셋 전류에 대응하는 전류데이터

를 저장하는 제 2 콘덴서소자를 갖는 오프셋 전류 저장회로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오프셋 전류는, 상기 제 1 콘덴서소자와 상기 제 2 콘덴서소자사이의 용량비를 기초로, 상기 구동

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에서의 전기전위의 변화량에 따라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오프셋 전류는, 상기 선택기간과 상기 비선택기간동안에 상기 주사선들에서의 전기전위에서의 변

화량을 기초로,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에서의 전기전위의 변화량에 따라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표시장치.

청구항 28.

제 24 항에 있어서, 전류경로의 한 끝은 상기 전류선에 연결되고 상기 전류경로의 나머지 한 끝은 상기 전류저장회로에 연

결되며, 제어단자는 상기 주사선에 연결되는 전류경로 제어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9.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선들에 상기 선택신호를 인가해 주는 주사 드라이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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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기간동안에 상기 기입전류를 상기 전류선에 공급해주도록 하는 전압을 인가해주며, 상기 구동전류를 상기 광소

자들에 공급해주도록 하는 전압을 인가해주는 전원드라이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30.

기입전류의 전류값에 따라 전류데이터를 전류저장회로에 저장하기 위하여, 소정의 전류값을 갖는 기입전류를 선택기간동

안 전류저장회로에 공급하는 전류저장단계와, 상기 전류저장단계에서 저장된 상기 기입전류의 전류값에서 소정의 오프셋

전류를 감산함으로써 얻어지는 전류값을 갖는 구동전류를 비선택기간동안 광소자에 공급하는 표시단계로 구성되는 표시

패널상에서 화상정보를 화면표시하는 표시장치 구동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저장단계에서 상기 기입전류는 전류선을 통하여 공급되고, 상기 표시단계에서 상기 구동전류

는 상기 전류선을 통과하는 것 없이 상기 광소자들에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구동방법.

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전류는 상기 전류저장단계에서 상기 광소자들을 통과하는 것 없이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구동방법.

청구항 33.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저장회로에는,

상기 전류선에 대한 상기 기입전류의 흐름에 따르는 전류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입전류 저장회로와,

상기 오프셋 전류(Ioff)에 대응하는 전류데이터를 저장하는 오프셋 전류 저장회로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

치 구동방법.

청구항 34.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저장회로에는,

전류경로의 한 끝은 상기 전원선들에 연결되고, 상기 전류경로의 나머지 다른 한 끝은 상기 광소자의 하나의 전극에 연결

되는 구동제어 트랜지스터,

상기 전류경로의 한 끝은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제어단자에 연결되고, 상기 전류경로의 나머지 다른 한 끝은 상기

전원선에 연결되며, 상기 제어단자는 주사선에 연결되는 기입제어 트랜지스터,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와 상기 전류경로사이에서 형성되고, 상기 기입전류에 대응하는 전류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1 콘덴서소자를 갖는 기입전류 저장회로, 및

상기 기입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와 상기 전류경로사이에서 형성되고, 상기 오프셋 전류에 대응하는 전류데이터

를 저장하는 제 2 콘덴서소자를 갖는 오프셋 전류 저장회로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구동방법.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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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덴서소자는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경로와 상기 제어단자사이에서 형성된

기생용량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콘덴서소자는 상기 기입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와 상기 전류경로사이에서 형성

된 기생용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구동방법.

청구항 36.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간동안에 상기 기입전류를 공급해 주는 전압은 상기 전원선들에 인가되고, 상기 비선택기

간동안에 상기 광소자들에 상기 구동전류를 공급해 주는 전압은 상기 전원선들에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구동방법.

청구항 37.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제어 트랜지스터는 상기 주사선들에 인가되는 주사신호에 따라 제어되고, 이로써 상기 구동

제어 트랜지스터가 제어되고, 그 결과, 상기 기입전류가 상기 선태기간동안에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경로

에 공급되고, 전기전하가 상기 기입전류에 따른 전류데이터로서 상기 제 1 콘덴서소자와 상기 제 2 콘덴서소자에 기입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구동방법.

청구항 38.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간동안에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경로에 대한 상기 기입전류의 공급은, 상

기 주사선에 인가되는 상기 주사신호에 따라 제어되는 전류경로 제어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경로를 통해서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구동방법.

청구항 39.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광소자들에 대한 상기 구동전류의 공급은 상기 주사선으로부터의 상기 주사신호에 따라 제어되는

상기 기입제어 트랜지스터에 따라 구동되는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경로를 통하여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구동방법.

청구항 40.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패널에는:

주사신호가 인가되는 주사선;

기입전류가 공급되는 전류선;

상기 광소자에 상기 구동전류를 공급해 주는 전압이 공급되는 전원선;

상기 전류경로의 한 끝은 상기 전원선들에 연결되고 상기 전류경로의 나머지 다른 한 끝은 상기 광소자의 하나의 전극에

연결되는 구동제어 트랜지스터, 상기 전류경로의 한 끝은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제어단자에 연결되고 상기 제어단

자는 상기 주사선들에 연결되는 기입제어 트랜지스터,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와 상기 전류경로사이에

서 형성되고 상기 기입전류에 대응하는 전류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1 콘덴서소자를 갖는 기입전류 저장회로, 및 상기 기입

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와 상기 전류경로사이에서 형성되고 상기 오프셋 전류에 대응하는 전류데이터를 저장하

는 제 2 콘덴서소자를 갖는 오프셋 전류 저장회로가 포함되는 상기 전류저장회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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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경로의 한 끝은 상기 전류선에 연결되고, 상기 전류경로의 나머지 한 끝은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경로

의 나머지 다른 한 끝에 연결되며, 상기 제어단자는 상기 주사선에 연결되는 전류경로 제어 트랜지스터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구동방법.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저장단계에서는, 상기 광소자의 나머지 다른 한 끝의 전기전위보다 낮은 전압이 상기 전원선에 인가되어 상기 선

택기간동안에 전류가 공급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기 기입제어 트랜지스터와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들은 상기 주사

선으로부터의 상기 주사신호에 의해 선택되고, 상기 기입전류는 상기 전류경로를 통하여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상

기 전류경로를 통과하며, 그리고 전기전하는 상기 기입전류에 따른 상기 전류데이터로서 상기 제 1 콘덴서소자와 상기 제

2 콘덴서소자에 저장되며,

상기 표시단계에서는, 상기 주사선으로부터의 상기 주사신호는 상기 전류경로 제어트랜지스터가 상기 비선택기간동안에

상기 전류선에 상기 기입전류를 공급하는 것을 정지시켜 상기 제 1 콘덴서소자와 상기 제 2 콘덴서소자에 저장된 전기전

하를 보존토록 하고, 상기 광소자의 나머지 다른 한 쪽의 전기전위보다 높은 전압을 상기 전원선에 인가하며, 그리고 상기

구동전류를 상기 제 1 콘덴서소자와 상기 제 2 콘덴서소자에 저장된 상기 전기전하를 기초로 상기 광소자에 공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구동방법.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선택기간동안에 상기 전원선에 인가되는 전압은, 상기 전압에 의해 설정되는 상기 구동제어 트

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와 상기 전류경로의 한 끝사이에서의 전압으로 설정되며, 이로써 상기 비선택기간동안에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를 통과하는 상기 구동전류가 상기 전압에 의해 설정되는 상기 구동제어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단자

와 상기 전류경로의 한 끝 사이에서의 전압에 의해 포화전류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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