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9G 3/3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9월04일

10-0619609

2006년08월28일

(21) 출원번호 10-2000-0033348 (65) 공개번호 10-2001-0039666

(22) 출원일자 2000년06월16일 (43) 공개일자 2001년05월15일

(30) 우선권주장 99-170577

2000-166170

1999년06월17일

2000년06월02일

일본(JP)

일본(JP)

(73) 특허권자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키타시나가와 6쵸메 7반 35고

(72) 발명자 세키야미쓰노부

일본국도쿄도시나가와쿠키타시나가와6쵸메7반35고소니가부시끼가이

샤내

유모토아키라

일본국도쿄도시나가와쿠키타시나가와6쵸메7반35고소니가부시끼가이

샤내

(74) 대리인 유미특허법인

김재만

심사관 : 최정윤

(54) 화상표시장치

요약

본 발명은 화소 내부의 능동 소자의 설계 자유도를 늘려 양호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표시휘도를 자유롭게 또한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는 화상표시장치를 제공한다. 각 화소(PXL)는 공급되는 전류량에 의해 휘도가 변화되는 발광소자

(OLED)와, 주사선(X)에 의해 제어되고 또한 데이터선(Y)으로부터 주어진 휘도정보를 화소에 기입하는 제1 TFT, 및 기입

된 휘도정보에 따라 OLED에 공급되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는 제2 TFT를 포함한다. 각 화소에의 휘도정보의

기입은, 주사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선에 휘도정보에 따른 전기신호를 인가함으로써 행해진다. 각 화소에 기입된 휘

도정보는 주사선이 비선택으로 된 후에도 각 화소에 의해 유지되어, 발광소자는 각 화소에 의해 유지된 휘도정보에 따른

휘도로 점등(點燈)을 유지할 수 있다. 동일한 주사선에 접속된 각 화소의 발광소자를 최소한 주사선 단위에서 강제적으로

소등하는 정지제어선을 가지며,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기입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走査) 사이클 동안

에 발광소자를 점등상태로부터 소등상태로 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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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화소, 발광소자, 주사선, 정지제어선, 데이터선.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제1 실시형태를 나타낸 화소회로도.

도 2는 제1 실시형태의 전체회로 구성도.

도 3는 제1 실시형태의 타이밍 차트.

도 4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제2 실시형태의 전체회로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제3 실시형태를 나타낸 화소회로도.

도 6은 본 발명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제4 실시형태를 나타낸 화소회로도.

도 7은 제4 실시형태의 타이밍 차트.

도 8은 본 발명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제5 실시형태를 나타낸 전체회로 구성도.

도 9는 제5 실시형태의 타이밍 차트.

도 10은 종래의 화상표시장치의 일예를 나타낸 화소회로도.

도 11은 종래의 화상표시장치의 전체회로 구성도.

도 12는 종래의 화상표시장치의 다른 예를 나타낸 화소회로도.

도 13은 종래의 화상표시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

도 14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제6 실시형태의 일예를 나타낸 1화소분의 등가회로도.

도 15는 도 14에 나타낸 제6 실시형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PXL: 화소, OLED: 발광소자, TFT1: 제1 능동소자, TFT2: 제2 능동소자, TFT3: 제3 능동소자, Cs: 유지용량, X: 주사선,

Y: 데이터선, Z: 정지제어선, 21: 주사선 구동회로, 22: 데이터선 구동회로, 23: 정지제어선 구동회로, 24: 지연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신호에 따라 휘도(輝度)가 제어되는 화소를 구비한 화상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유기(有機) 전자발

광(EL)소자 등 전류에 따라 휘도가 제어되는 발광소자를 각 화소마다 구비한 화상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

는, 각 화소 내에 형성된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등의 능동소자에 의해 발광소자에 공급되는 전류량이 제어되

는, 이른바 액티브 매트릭스형 화상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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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액티스 매트릭스형 화상표시장치에서는, 다수의 화소를 매트릭스형으로 나란히 하고, 주어진 휘도정보에 따

라 화소마다 광강도를 제어함으로써 화상을 표시한다. 전기광학물질로서 액정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 화소에 기입되는 전

압에 따라 화소의 투과율이 변화된다. 전기광학물질로서 유기 전자발광재료를 사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화상표시장치라

도, 기본적인 동작은 액정을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액정디스플레이와 달리 유기 EL디스플레이는 각 화소에 발

광소자를 가지는, 이른바 자발광형(自發光型)이며, 액정디스플레이와 비교하여 화상의 가시도(可視度)가 높아, 백 라이트

(back light)가 불필요하고, 응답속도가 빠른 등의 이점을 가진다. 개개의 발광소자의 휘도는 전류량에 따라 제어된다. 즉,

발광소자가 전류구동형 또는 전류제어형이라고 하는 점에서 액정디스플레이 등과는 크게 상이하다.

액정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유기 EL디스프레이도 그 구동방식으로서 단순 매트릭스 방식과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이

가능하다. 전자는 구조가 단순하지만 대형 또한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의 실현이 곤란하기 때문에,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

의 개발이 한창 행해지고 있다.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은 각 화소에 형성한 발광소자로 흐르는 전류를 화소 내부에 형성한

능동소자(일반적으로는,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일종인 박막트랜지스터, 이하 TFT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

음)에 의해 제어된다. 이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유기 EL디스플레이는 예를 들면, 일본국 특개평 8(1996)-234683호 공

보에 개시되어 있으며, 1화소분의 등가회로를 도 10에 나타냈다. 화소(PXL)는 발광소자(OLED), 제1 박막트랜지스터

(TFT1), 제2 박막트랜지스터(TFT2) 및 유지용량(Cs)으로 이루어진다. 발광소자는 유기 전자발광(EL)소자이다. 유기 EL

소자는 많은 경우 정류성(整流性)이 있기 때문에, OLED(유기 발광다이오드)라고 불리는 것이 있으며, 도면에서는 발광소

자(OLED)로서 다이오드의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단, 발광소자는 반드시 OLED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자로 흐르는

전류량에 따라 휘도가 제어되는 것이면 된다. 또, 발광소자에 반드시 정류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한 예에서는,

TFT2의 소스(S)를 기준전위(접지전위)로 하고, 발광소자(OLED)의 애노드(A(양극))는 Vdd(전원전위)에 접속되는 한편,

캐소드(K(음극))는 TFT2의 드레인(D)에 접속되어 있다. 한편, TFT1의 게이트(G)는 주사선(X)에 접속되고, 소스(S)는 데

이터선(Y)에 접속되고, 드레인(D)은 유지용량(Cs) 및 TFT2의 게이트(G)에 접속되어 있다.

화소(PXL)를 동작시키기 위해, 먼저, 주사선(X)을 선택상태로 하고, 데이터선(Y)에 휘도정보를 표시하는 데이터전위

(Vdata)를 인가하면, TFT1이 도통되어 유지용량(Cs)이 충전 또는 방전되고, TFT2의 게이트전위는 데이터전위(Vdata)

와 일치된다. 주사선(X)을 비선택상태로 하면, TFT1이 오프로 되고, TFT2는 전기적으로 데이터선(Y)으로부터 분리되지

만, TFT2의 게이트전위는 유지용량(Cs)에 의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TFT2를 통해 발광소자(OLED)로 흐르는 전류는,

TFT2의 게이트/소스 간 전압(Vgs)에 따른 값으로 되고, 발광소자(OLED)는 TFT2로부터 공급되는 전류량에 따른 휘도로

발광을 계속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주사선(X)을 선택하여 데이터선(Y)의 전위를 화소 내부에 전달하는 조작을 이하 "기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TFT2의 드레인/소스 간에 흐르는 전류를 Ids로 하면, 이것이 OLED로 흐르는 구동전류이다. TFT2가 포화영역에

서 동작하는 것으로 하면, 전류(Ids)는 다음의 수학식 1로 표현된다.

수학식 1

Ids = (1/2) ·μ·Cox ·(W/L) ·(Vgs - Vth)

= (1/2) ·μ·Cox ·(W/L) ·(Vdata - Vth)2

여기에서, Cox는 단위면적당의 게이트용량이며, 다음의 수학식 2로 주어진다.

수학식 2

Cox = εO ·εr/d

수학식 1 및 2 중, Vth는 TFT2의 임계값을 나타내고, μ는 캐리어(carrier)의 이동도를 나타내고, W는 채널폭을 나타내고,

L은 채널길이를 나타내고, εO는 진공의 유전률을 나타내고, εr은 게이트 절연막의 비(比)유전률을 나타내고, d는 게이트절

연막의 두께이다.

수학식 1에 의하면, 화소(PXL)에 기입하는 전위(Vdata)에 의해 Ids를 제어할 수 있고, 그 결과 발광소자(OLED)의 휘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TFT2를 포화영역에서 동작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포화영역에서는 Ids는 Vgs만

에 의해 제어되고, 드레인/소스 간 전압(Vds)에는 의존하기 않기 때문에, OLED의 특성 분산에 의해 Vds가 변동되어도,

소정량의 전류(Ids)를 OLED로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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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도 10에 나타낸 화소(PXL)의 회로 구성에서는, 한번 Vdata의 기입을 행하면, 다음에 재기입될 때까지

1주사 사이클(1프레임(frame)) 동안, OLED는 일정한 휘도로 발광을 계속한다. 이와 같은 화소(PXL)를 도 11과 같이 매

트릭스형으로 다수 배열하면, 액티브 매트릭스형 화상표시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종래의 화상

표시장치는 소정의 주사 사이클(예를 들면, NTSC 규격에 따른 프레임 주기(週期))에서 화소(PXL)를 선택하기 위한 주사

선(X1 내지 XN)과, 화소(PXL)를 구동하기 위한 휘도정보(데이터전위(Vdata))를 부여하는 데이터선(Y)이 매트릭스형으

로 배치되어 있다. 주사선(X1 내지 XN)은 주사선 구동회로(21)에 접속되는 한편, 데이터선(Y)은 데이터선 구동회로(22)

에 접속된다. 주사선 구동회로(21)에 의해 주사선(X1 내지 XN)을 차례로 선택하면서, 데이터선 구동회로(22)에 의해 데이

터선(Y)으로부터 Vdata의 기입을 반복함으로써, 원하는 화상을 표시할 수 있다. 단순 매트릭스형의 화상표시장치에서는,

각 화소(PXL)에 포함되는 발광소자는 선택된 순간에만 발광하는 데 대하여, 도 11에 나타낸 액티브 매트릭스형 화상표시

장치에서는, 기입 종료 후에도 각 화소(PXL)의 발광소자가 발광을 계속하기 때문에, 단순 매트릭스형과 비교하여 발광소

자의 피크휘도(피크전류)를 낮출 수 있는 등의 점에서, 특히 대형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에서는 유리하게 된다.

도 12는 종래의 화소구조의 다른 예를 나타낸 등가회로도이며, 도 10에 나타낸 앞의 종래예와 대응하는 부분에는 대응하

는 참조번호를 붙여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앞의 종래예가 TFT1 및 TFT2로서 N채널형의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종래예에서는 P채널형의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 10의 회로 구성

과는 반대로, OLED의 캐소드(K)가 네커티브 전위의 Vdd에 접속되고, 애노드(A)가 TFT2의 드레인(D)에 접속되어 있다.

도 13은 도 12에 나타낸 화소(PXL)의 단면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단, 도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OLED와

TFT2만을 표시하고 있다. OLED는 투명전극(10), 유기 EL층(11) 및 금속전극(12)을 차례로 겹친 것이다. 투명전극(10)

은 화소마다 분리되어 있고 OLED의 애노드(A)로서 기능하여, 예를 들면, ITO 등의 투명도전막으로 이루어진다. 금속전극

(12)은 화소 간에서 공통접속되어 있고, OLED의 캐소드(K)로서 기능한다. 즉, 금속전극(12)은 소정의 전원전위(Vdd)에

공통접속되어 있다. 유기 EL층(11)은, 예를 들면, 정공(正孔)수송층과 전자수송층을 겹친 복합막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

면, 애노드(A)(정공주입전극)로서 기능하는 투명전극(10)의 위에 정공수송층으로서 Diamyne을 증착하고, 그 위에 전자수

송층으로서 Alq3을 증착하고, 다시 그 위에 캐소드(K(전자주입전극))로서 기능하는 금속전극(12)을 성막한다. 그리고,

Alq3은 8-hydroxy quinoline aluminum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층구조를 가지는 OLED는 일예에 불과하다. 이러

한 구성을 가지는 OLED의 애노드/캐소드 간에 순(順)방향의 전압(10V 정도)을 인가하면, 전자나 정공 등 캐리어의 주입

이 일어나 발광이 관측된다. OLED의 동작은 정공수송층으로부터 주입된 정공과 전자수송층으로부터 주입된 전자로 형성

된 여기(勵起)소자에 의한 발광으로 생각된다.

한편, TFT2는 유리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판(1)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2)과, 그 상면에 겹친 게이트절연막(3)과, 이 게

이트절연막(3)을 통해 게이트전극(2) 상방에 겹친 반도체박막(4)으로 이루어진다. 이 반도체박막(4)은, 예를 들면, 다결정

실리콘박막으로 이루어진다. TFT2는 OLED에 공급되는 전류의 통로로 되는 소스(S), 채널(Ch) 및 드레인(D)을 구비하고

있다. 채널(Ch)은 게이트전극(2)의 바로 위에 위치한다. 이 바닥게이트 구조의 TFT2는 층간절연막(5)에 의해 피복되어

있고, 그 위에는 소스전극(6) 및 드레인전극(7)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 위에는 다른 층간절연막(9)을 통해 전술한 OLED가

성막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전술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EL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데 해결해야 할 제1 과제는, OLED로 흐르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능

동소자인 TFT2의 설계자유도가 작아, 경우에 따라서는 화소치수에 맞춘 실용적인 설계가 곤란하게 된다. 또, 해결해야 할

제2 과제는 화면 전체의 표시휘도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다. 이들 과제를 도 10 내지 13에 나타낸 종래예

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파라미터를 들면서 설명한다. 전형적인 설계예에서는, 화면치수가 20cm ×20cm, 행(行)의 수(주

사선의 개수)가 1000, 열(列)의 수(데이터선의 개수)가 1000, 화소치수가 S = 200㎛ ×200㎛, 피크휘도가 Bp = 200cd/

㎡, 발광소자의 효율이 E = 10cd/A, TFT2의 게이트절연막 두께가 d = 100nm, 게이트 절연막의 비유전률이 εr =3.9, 캐

리어 이동도가 μ= 100㎠/V ·s, 화소당 피크전류가 Ip = Bp/E ×S = 0.8μA, ｜Vgs - Vth｜(구동전압)의 피크값이 Vp =

5V이다. 이와 같은 설계예에서 피크전류(Ip)를 공급하기 위해, TFT2의 설계예로서는, 전술한 수학식 1 및 2로부터 다음

수학식 3과 같이 된다.

수학식 3

채널폭: W = 5㎛

채널길이: L = {W ·/(2 ·Ip)} ·μ·Cox ·Vp2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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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먼저 문제인 것은 수학식 3에서 주어지는 채널길이(L)가 화소사이즈(S = 200㎛ ×200㎛)에 필적하거나 또는 이

를 상회하는 치수라고 하는 것이다. 수학식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크전류(Ip)는 채널길이(L)에 반비례한다. 상기 예에서

는 피크전류(Ip)를 동작에 충분히 필요한 0.8μA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 채널길이(L)를 270㎛까지 길게 해야 한다. 이것으

로는, 화소 내에서의 TFT2의 점유면적이 커져, 발광영역을 좁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

소의 미세화가 곤란하게 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요구되는 휘도(피크전류)와 반도체 프로세스의 파라미터 등이 주어지면,

TFT2의 설계자유도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즉, 상기 예에서 채널길이(L)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수학식 3에서 명백

한 바와 같이, 먼저 채널폭(W)을 작게 하는 것이 고려된다. 그러나, 프로세스 상 채널폭(W)의 미세화에 한계가 있어, 현재

의 박막트랜지스터 프로세스에서는 상기 정도보다 대폭 미세화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른 방법으로서, 구동전압의 피크값

(Vp)을 작게 하는 것이 고려된다. 그러나, 이 경우, 계조(階調)제어를 행하기 위해서는, OLED의 발광강도를 아주 작은 구

동전압폭으로 제어할 필요가 생긴다. 예를 들면, Vp = 5V인 경우에 있어서도, 발광강도를 64계조로 제어하려고 하면, 1계

조당 전압스텝은 평균 5V/64 = 80mV 정도로 된다. 이를 더욱 작게 하는 것은, 약간의 노이즈나 TFT특성의 분산에 의해,

화상의 표시품질이 영향을 받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구동전압의 피크값(Vp)을 작게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다른 해결

방법으로서는, 수학식 3에 표현되는 캐리어 이동도(μ) 등의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적당한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고려된다.

그러나,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사정이 양호한 값으로 정밀도 양호하게 제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곤란하여, 애초부터 설계

하려고 하는 화상표시장치의 사양에 맞춰 제조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전혀 현실적이 아니다. 이와 같이, 종

래의 액티브 매트릭스형 EL디스플레이에서는, 화소설계의 자유도가 부족하여, 실용적인 설계를 행하는 것이 곤란하다.

전술한 제1 문제점과도 연관되지만, 제2 문제점으로서,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EL디스플레이에서는 화면 전체의 표시휘도

를 임의로 제어하는 것이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젼 등의 화상표시장치에서는 화면 전체의 표시휘도를 자유롭게 조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실용 상 빠뜨릴 수 없는 조건이다. 예를 들면, 주위가 밝은 상황 하에서 화상표시장치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화면휘도를 높게 하고, 반대로 어두운 상황 하에서 화상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면휘도를 낮게 억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와 같은 화면휘도의 조절은, 예를 들면, 액정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백 라이트의 전력을 변화시킴

으로써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또, 단순 매트릭스형의 EL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어드레스 시의 구동전류를 조정함으

로써, 비교적 간단히 화면휘도를 조절 가능하다.

그런데,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유기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화면 전체로서의 표시휘도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은 곤란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표시휘도는 피크전류(Ip)에 비례하고, Ip는 TFT2의 채널길이(L)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표시휘도를 낮

추기 위해서는 채널길이(L)를 크게 하면 되지만,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표시휘도를 선택하는 수단으로는 될 수 없다.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서, 휘도를 낮추기 위해 구동전압의 피크값(Vp)을 작게 하는 것이 고려된다. 그러나, Vp를 낮추면 노이즈

등의 원인으로 화질의 열화를 초래한다. 반대로 휘도를 올리고 싶은 경우에, 구동전압의 피크값(Vp)을 크게 하려고 해도,

TFT2의 내압 등에 의한 상한이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종래 기술의 과제를 감안하여, 본 발명은 화소 내부의 능동소자의 설계자유도를 늘려 양호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화면휘도를 자유롭게 또한 간편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화상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1 양태에 의하면,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소정의 주사 사이클에

서 상기 화소를 선택하기 위한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주사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화소를 구동하기 위한

휘도정보를 부여하는 복수의 데이터선을 포함하고, 상기 화소는 상기 주사선과 상기 데이터선의 교차부에 배치되고, 각 화

소는 공급되는 전류량에 의해 휘도가 변화되는 발광소자와, 상기 주사선 중 1개의 주사선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데이터선

중 1개의 데이터선으로부터 주어진 상기 휘도정보를 상기 화소에 기입하는 제1 능동소자, 및 상기 화소에 기입된 휘도정

보에 따라 상기 발광소자에 공급하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제2 능동소자를 포함하고, 각 화소에의 휘도정보의 기입은, 상기

화소에 접속된 주사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기 화소에 접속된 데이터선에 휘도정보에 따른 전기신호를 인가함으로써 행해

지고, 각 화소에 기입된 휘도정보는 상기 화소에 접속된 주사선이 비선택 상태로 된 후에도 각 화소에 의해 유지되어, 각

화소의 발광소자는 상기 화소에 의해 유지된 휘도정보에 따른 휘도로 점등(點燈)을 유지 가능하고, 동일 주사선에 접속된

각 화소의 발광소자를 최소한 주사선 단위에서 강제적으로 소등하는 제어수단을 가지고,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

음 새로운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 동안에 발광소자를 점등상태로부터 소등상태로 하는 화상표시장치가 제공

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수단은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 동안에, 발

광소자를 점등상태로부터 소등상태로 변환하는 시점을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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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제어수단은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상기 제2 능동소자의 게이트에 접

속된 제3 능동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제3 능동소자에 부여하는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2 능동소자의 게이트전위를 제어

하여 상기 발광소자를 소등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제어신호는 각 주사선과 평행으로 형성된 정지제어선을 통해 동일한

주사선 상의 각 화소에 포함되는 제3 능동소자에 주어진다.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발광소자와 직렬로 접속된 제3 능동소자를 접속하고, 상기 제3 능동소자에

부여하는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발광소자로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제어신호는 각 주사선과 평행으

로 형성된 정지제어선을 통해 동일한 주사선 상의 각 화소에 포함되는 제3 능동소자에 주어진다.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각

발광소자는 정류작용을 가지는 2단자(端子) 소자로 이루어지고, 한쪽의 단자는 대응하는 제2 능동소자에 접속되고, 다른

쪽의 단자는 동일한 주사선 상의 각 화소에서는 공통접속되고 또한 주사선 사이에서는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기 제

어수단은 각 2단자 소자가 공통접속된 다른 쪽 단자의 전위를 제어하여 각 2단자 소자를 소등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제어수단은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

동안에, 재차 주사선을 선택하여 각 화소에 데이터선으로부터 휘도 제로를 표시하는 정보를 기입하여 각 화소의 발광소자

를 소등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각 화소는 상기 발광소자로 흐르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제2 능동소자를 구성하는 절

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일단이 접속된 용량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용량소자의 타단

전위를 제어함으로써 상기 제2 능동소자를 구성하는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위를 제어하여 상기

발광소자를 소등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제어수단은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후 1주사 사이클 내에서, 각 화소에 포함되는 발

광소자의 점등시점 및 소등시점을 최소한 주사선 단위로 제어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동일한 주사선에 적, 녹, 청의

각 화소를 공통으로 접속하는 한편, 상기 제어수단은 적, 녹, 청의 각 화소에 포함되는 발광소자를 개개의 시점에서 소등한

다.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상기 발광소자는 유기(有機) 전자발광소자이다.

본 발명의 제2 양태에 의하면, 화소에 제1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제2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기간 내

에 휘도정보에 따라 복수의 화소를 점등하는 화상표시장치에 있어서, 소정의 주사 사이클에서 각각의 화소를 선택하는 복

수의 주사선과, 상기 주사선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상기 화소를 점등하기 위한 휘도정보를 부여하는 복수의 데이

터선과, 상기 주사선에 의해 제어되고, 상기 휘도정보를 수용하는 제1 능동소자와, 상기 휘도정보를 상기 화소의 구동에

사용하는 전기신호로 전환하는 제2 능동소자를 가지고, 상기 1주사 사이클기간 내에, 상기 화소를 점등상태로부터 소등상

태로 하는 제어수단을 가지고 있는 화상표시장치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1주사 사이클기간 내에, 상기 점등상태로부터 상기 소등시간까지의 사이의 시간을

가변 가능하다. 또, 상기 제2 능동소자는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이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절연게이트형 전

계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된 제3 능동소자를 가지고, 상기 제3 능동소자는 상기 주사선과 대략 평행으로 형성된

제어선에 의해 제어된다.

또,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2 능동소자에 직렬로 형성된 제3 능동소자를 가지고, 상기 제3 능동소자는 상기 주사선과 대

략 평행으로 형성된 제어선에 의해 제어된다.

또,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발광소자는 제1 및 제2 단자를 가지고, 상기 제1 단자는 상기 제2 능동소자에

접속되는 동시에, 상기 제2 단자는 소정의 참조전위에 접속되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참조전위를 가변 제어함으로써 상

기 발광소자를 소등시킨다.

또,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주사선이 선택된 후, 상기 1주사 사이클기간 내에 상기 주사선을 재선택하고, 상기 데이터선으

로부터 휘도 제로를 표시하는 휘도정보를 화소에 공급함으로써, 상기 화소를 소등한다.

또, 각 화소는 상기 제2 능동소자를 구성하는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일단이 접속된 용량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용량소자의 타단 전위를 제어함으로써 상기 제2 능동소자를 구성하는 절연게이트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제어하여 화소를 소등한다. 또,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주사선마다 상기 화소를 소등한

다.

또, 상기 화소는 청, 녹, 적색의 발광소자를 가지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청, 녹, 적색의 발광소자를 상이한 시간에 소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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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제2 능동소자는 휘도정보를 화소의 구동에 사용하는 전류로 전환하고, 각 화소는 전류에 의해 발광되는 유기물을

이용한 발광소자를 가진다.

또, 상기 주사선을 차례로 선택하기 위한 수직클록이 입력되는 주사선 구동회로를 추가로 구비하고, 상기 수직클록을 소정

기간 지연하여 얻어지는 수직클록이 입력되고, 상기 주사선 또는 이와 평행으로 형성된 제어선을 선택하는 제어회로를 가

지고, 상기 주사선은 상기 주사선 구동회로에 의해 상기 수직클록에 동기하여 차례로 선택되어, 상기 화소를 점등하는 동

시에, 상기 점등 후, 상기 제어회로에 의해 상기 지연된 수직클록에 동기하여, 상기 1주사기간 내에 상기 주사선 또는 제어

선을 통해 상기 화소를 소등한다. 또한, 상기 데이터선에 휘도정보를 부여하는 데이터선 구동회로를 추가로 가지고, 상기

주사선 구동회로의 출력은 상기 주사선에 출력단자가 접속된 논리합회로의 한쪽 입력단자에 접속되는 동시에, 상기 제어

회로의 출력이 상기 논리합회로의 다른 쪽 입력단자에 접속된 논리곱회로의 한쪽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논리곱회로

의 다른쪽 입력단자에 상기 수직클록이 입력된다.

본 발명에 의한 화상표시장치는 주사선 단위에서 휘도정보를 각 화소에 기입한 후, 다음 주사선 사이클(프레임)의 휘도정

보가 새로이 기입되기 이전에, 주사선 단위에서 각 화소에 포함되는 발광소자를 일괄하여 소등한다. 다시 말해, 휘도정보

를 각 화소에 기입하여 화소가 발광을 시작한 후, 다음 프레임의 기입을 행하기 전에 발광을 정지할 수 있다. 따라서, 휘도

정보의 기입 후 발광소자의 점등으로부터 소등까지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즉, 1주사 사이클에서의 발광시간의 비

율(듀티(duty))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발광시간(듀티)의 조절은 등가적으로 각 발광소자의 피크전류(Ip)를 조절하는 것에

상당한다. 따라서, 듀티를 조절함으로써 보다 간편 또한 자유롭게 표시휘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점은

듀티를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등가적으로 Ip를 크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듀티를 1/10로 하면, Ip를 10배로 해도 동일한

휘도가 얻어진다. Ip를 10배로 하면 TFT의 채널길이(L)를 1/10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듀티를 적당히 선택함으로써 화

소에 포함되는 TFT의 설계자유도가 늘어, 실용적인 설계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듀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평균의 표시휘도를 동일하게 유지한 채, 발광 시에 발광소자로 흐르는 전류량을 적당히 설정하는 자유도

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광소자로 흐르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능동소자의 설계에 자유도가 발생한다. 이 결과, 보다 고품위

의 화상을 제공할 수 있는 화상표시장치나, 보다 작은 화상 사이즈의 화상표시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제1 실시형태의 일

예를 나타내고 있으며, 1화소분의 등가회로도이다. 화상표시장치는 소정의 주사 사이클(프레임)에서 화소(PXL)를 선택하

기 위한 복수의 주사선(X)(도 1에서는 1개만 나타냄)과, 화소(PXL)를 구동하기 위한 휘도정보를 부여하는 복수의 데이터

선(Y)(도 1에서는 1개만 나타냄)을 포함한다. 주사선(X)과 데이터선(Y)은 서로 직교하는 방향으로 연장되고 화소(PXL)는

개개의 교차부에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주사선(X)과 데이터선(Y)의 교차부에 형성된 각 화소(PXL)는 발광소자

(OLED)와, 제1 능동소자인 TFT1과, 제2 능동소자인 TFT2와, 유지용량(Cs)을 포함한다. 발광소자(OLED)는 공급되는

정류량에 의해 휘도가 변화된다. TFT1은 주사선(X)에 의해 제어되고 또한 데이터선(Y)으로부터 주어진 휘도정보를 화소

(PXL)에 포함된 유지용량(Cs)에 기입한다. TFT2는 유지용량(Cs)에 기입된 휘도정보에 따라 발광소자(OLED)에 공급하

는 전류량을 제어한다. 화소(PXL)에의 휘도정보의 기입은 주사선(X)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선(Y)에 휘도정보에 따른

전기신호(데이터전위(Vdata))를 인가함으로써 행해진다. 화소(PXL)에 기입된 휘도정보는 주사선(X)가 비선택으로 된 후

에도 유지용량(Cs)으로 유지되고, 발광소자(OLED)는 유지된 휘도정보에 따른 휘도로 점등을 유지 가능하다. 본 발명의

특징사항으로서, 동일한 주사선(X)에 접속된 각 화소(PXL)의 발광소자(OLED)를 최소한 주사선 단위에서 강제적으로 소

등하는 제어수단을 가지고, 각 화소(PXL)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 동안에 발

광소자를 점등상태로부터 소등상태로 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어수단이 TFT2의 게이트(G)에 접속된 TFT3(제3 능동

소자)을 포함하고, TFT3의 게이트(G)에 부여하는 제어신호에 의해 TFT2의 게이트전위를 제어하여, 발광소자(OLED)를

소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제어신호는 주사선(X)과 평행으로 형성된 정지제어선(Z)을 통해 대응하는 주사선 상의 각 화

소(PXL)에 포함되는 TFT3에 주어진다. 제어신호에 따라 TFT3을 온상태로 함으로써, 유지용량(Cs)이 방전되어, TFT2

의 Vgs가 0V로 되어, 발광소자(OLED)로 흐르는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TFT3의 게이트(G)는 주사선(X)에 대응한 정지

제어선(Z)에 공통 접속되어 있어, 정지제어선(Z) 단위에서 발광정지 제어를 행할 수 있다.

도 2는 도 1에 나타낸 화소(PXL)를 매트릭스형으로 배열한 화상표시장치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2에서는,

주사선(X1, X2, …, XN)이 행형으로 배열되고, 데이터선(Y)이 열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각 주사선(X)과 데이터선(Y)의 교

차부에 화소(PXL)가 형성되어 있다. 또, 주사선(X1, X2, …, XN)과 평행으로, 정지제어선(Z1, ZE, …, ZN)이 형성되어 있

다. 주사선(X)은 주사선 구동회로(21)에 접속되어 있다. 주사선 구동회로(21)는 시프트 레지스터(shift register)를 포함하

고 있으며, 수직클록신호(VCK)에 동기하여 수직 스타트 펄스(VSP1)를 차례로 전송함으로써, 주사선(X1, X2, …, XN)을

1주사 사이클 내에서 차례로 선택한다. 한편, 정지제어선(Z)은 정지제어선 구동회로(23)에 접속되어 있다. 이 구동회로

(23)도 시프트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직클록신호(VCK)에 동기하여 수직 스타트 펄스(VSP2)를 차례로 전송함으

로써, 정지제어선(Z)에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그리고, 수직 스타트 펄스(VSP2)는 지연회로(24)에 의해 소정시간만큼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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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펄스(VSP1)로부터 지연처리되고 있다. 데이터선(Y)은 데이터선 구동회로(22)에 접속되어 있고, 주사선(X)의 선순

차(線順次) 주사에 동기하여, 각 데이터선(Y)에 휘도정보에 대응한 전기신호를 출력한다. 이 경우, 데이터선 구동회로(22)

는, 이른바 선순차 구동을 행하여, 선택된 화소의 행에 대하여 일제히 전기신호를 공급한다. 또는, 데이터선 구동회로(22)

는, 이른바 점순차(点順次) 구동을 행하여, 선택된 화소의 행에 대하여 차례로 전기신호를 공급해도 된다. 어쨋든, 본 발명

은 선순차 구동과 점순차 구동의 양자를 포함하고 있다.

도 3은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전술한 화상표시장치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이다. 먼저, 수직 스타트 펄스(SP1)

가 주사선 구동회로(21) 및 지연회로(24)에 입력된다. 주사선 구동회로(21)는 수직 스타트 펄스(VSP1)의 입력을 받은 후,

수직클록신호(VCK)에 동기하여 주사선(X1, X2, …, XN)을 차례로 선택하여, 주사선 단위에서 휘도정보가 화소(PXL)에

기입되어 간다. 각 화소(PXL)는 기입된 휘도정보에 따른 강도로 발광을 개시한다. 수직 스타트 펄스(VSP1)는 지연회로

(24)로 지연되어, 수직 스타트 펄스(VSP2)로서 정지제어선 구동회로(23)에 입력된다. 정지제어선 구동회로(23)는 수직

스타트 펄스(VSP2)를 받은 후, 수직클록신호(VCK)에 동기하여 정지제어선(Z1, Z2, …, ZN)을 차례로 선택하여, 발광이

주사선 단위에서 정지되어 간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전술한 화상표시장치에 의하면, 각 화소(PXL)가 발광하는 것은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발광

정지 제어신호에 의해 발광이 정지될 때까지의 동안, 즉 대체로 지연회로(24)에 의해 설정된 지연시간분이다. 그 지연시간

을 τ로 하고, 1주사 사이클(1프레임)의 시간을 T로 하면, 화소가 발광되고 있는 기간적 비율, 즉 듀티는 대체로 τ/T로 된

다. 발광소자의 시간평균휘도는 이 듀티에 비례하여 변화된다. 따라서, 지연회로(24)를 조작하여 지연시간(τ)을 변경함으

로써, EL디스플레이의 화면휘도를 간편 또한 폭 넓은 범위에서 가변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휘도의 제어가 용이하게 되는 것은, 화소회로의 설계자유도를 늘려, 보다 양호한 설계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도 10에 나타낸 종래의 화상표시장치의 화소 설계예에서는 TFT2의 사이즈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있다.

채널폭 : W = 5㎛

채널길이: L = {W ·/(2 ·Ip)} ·μ·Cox ·Vp2 = 270㎛

이들 TFT2의 사이즈는 발광소자의 듀티가 1인 경우에 상당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발명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듀티를 미리 원하는 값으로 설정하여 둘 수 있다. 예를 들면, 듀티를 0.1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발명

에 의한 설계예로서, 도 1에 나타낸 TFT2의 사이즈를 아래와 같이 축소할 수 있다.

채널폭 : W = 5㎛

채널길이: L = 270㎛ ×0.1 = 27㎛

그 밖의 파라미터는 도 10에 나타낸 종래예와 동일하게 한다. 이 경우, 발광 시에 발광소자(OLED)로 흐르는 전류는 수학

식 1에 따라 10배로 되지만, 듀티를 0.1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평균에서의 구동전류는 종래예와 동일하게 된다. 유기

EL소자에서는, 전류와 휘도는 통상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시간평균의 발광휘도는 종래예와 본 발명에서 동일하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의 설계예에서는, TFT2의 채널길이(L)가 종래예의 1/10로 대폭 소형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화소 내부에서

의 TFT2의 점유율이 대폭 내려가고, 그 결과 유기 EL소자의 점유면적(발광영역)을 크게 취할 수 있으므로, 화상품위가 향

상된다. 또, 화소의 미세화도 용이하게 실현 가능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제2 실시형태의 일예를 나타낸 전체 회로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전술한 제1 실시형태의 화상표시장치가 모노크롬의 화상표시장치인 데 대하여, 본 실시형태의 화상표시장치는 컬러 화상

표시장치이며, R, G 및 B 3원색이 할당된 화소(PXL)가 집적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동일한 주사선(X)에 적,

녹, 청의 각 화소(PXL)를 공통으로 접속하는 한편, 정지제어선(ZR, ZG, 및 ZB)에 적, 녹, 청의 각 화소를 따로따로 접속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적, 녹, 청의 각 화소에 포함되는 발광소자를 따로따로의 시점에서 소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는, R, G, B 3색의 화소(PXL)에 대응하여, 3개의 정지제어선 구동회로(23R, 23G, 23B)가 따로따로 형성되어 있다.

또, 이들의 정지제어선 구동회로(23R, 23G, 23B)에 대응하여 각각 따로따로 지연회로(24R, 24G, 24B)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R, G, B 따로따로, 수직 스타트 펄스(VSP1)의 지연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 수직 스타트 펄스(VSP2R, VSP2G,

VSP2B)를 대응하는 정지제어선 구동회로(23R, 23G, 23B)에 공급 가능하다. 정지제어선 구동회로(23R)에 의해 제어되는

정지제어선(ZR)에는 적색 화소(R)가 접속되고, 정지제어선 구동회로(23G)에 의해 제어되는 정지제어선(ZG)에는 녹색 화

소(G)가 접속되고, 정지제어선 구동회로(23B)에 의해 제어되는 정지제어선(ZB)에는 청색 화소(B)가 접속된다. 이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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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의하면, R, G, B의 각 색마다 휘도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연회로(24R, 24G, 24B)의 지연시간을 적절히 조정함

으로써, 컬러 화상표시장치의 색도 조절이 용이하게 되어, 컬러 밸런스를 간단히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화면을 관찰하

여 붉은기의 성분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지연회로(24R)의 지연시간을 조절하여, 적색에 대응하는 듀티를 상대적으로 작

게 함으로써, 붉은기의 성분을 약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5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제3 실시형태의 일예를 나타낸 1화소분의 등가회로도이며, 도 5에 나타낸 화소는

도 1의 변형이나 상이하다. 본 실시 형태는 발광소자(OLED)와 직렬로 접속된 TFT3(제3 능동소자)를 포함하고, TFT3에

부여하는 제어신호에 따라 발광소자(OLED)로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어신호는 주사선(X)과 평행으로

형성된 정지제어선(Z)을 통해 동일한 주사선 상의 각 화소(PXL)에 포함되는 TFT3의 게이트(G)에 주어진다. 본 실시형태

에서는, 접지전위와 TFT2 사이에 TFT3이 삽입되어 있고, TFT3의 게이트전위의 제어에 의해, 발광소자(OLED)로 흐르

는 전류를 온/오프할 수 있다. 그리고, TFT3을 TFT2와 발광소자(OLED) 사이, 또는 발광소자(OLED)와 전원전위(Vdd)

사이에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6은 본 발명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제4 실시형태의 일예를 나타낸 1화소분의 등가회로도이다. 도 6의 화소는 도 10의

개량이지만 상이하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발광소자(OLED)는 정류작용을 가지는 2단자 소자로 이루어지고, 한쪽의 단자

(캐소드(K))는 TFT2에 접속되고, 다른 쪽의 단자(애노드(A))는 정지제어선(Z)에 접속되어 있다. 동일한 주사선 상의 각

화소에서는 2단자 소자의 애노드(A)는 정지제어선(Z)에 공통 접속되고, 상이한 주사선 사이에서는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경우, 2단자 소자가 공통 접속된 다른 쪽 단자(애노드(A))의 전위를 정지제어선(Z)에 의해 제어하여, 각 발광소자

(OLED)를 소등한다. 단, 발광소자(OLED)의 애노드(A)는 종래와 같이 일정 전위의 전원전위(Vdd)에 접속되는 것이 아니

고, 정지제어선(Z)을 통해 외부로부터 그 전위가 제어된다. 애노드 전위를 충분히 높은 값으로 하면, 발광소자(OLED)에는

TFT2에 의해 제어되는 전류가 흐르지만, 발광소자(OLED)는 2단자 소자이고 정류작용이 있기 때문에, 애노드 전위를 충

분히 낮은 전위(예를 들면, 접지전위)로 함으로써, 발광소자(OLED)로 흐르는 전류를 오프할 수 있다.

도 7은 도 6에 나타낸 화소의 제어예를 나타낸 타이밍 차트이다. 1주사 사이클(1프레임)을 T로 표시하고 있다. 1주사 사

이클(T)의 선두에 위치하는 기입기간(RT)에서 전 화소에 대한 휘도정보의 기입을 선순차로 행한다. 특히, 도 7의 동작에

서는, 1주사 사이클의 일부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휘도정보를 모든 화소에 기입하고 있다. 기입이 완료된 후, 정지제어선

(Z)을 일제히 제어하여, 각 화소에 포함되는 발광소자(OLED)를 온한다. 이에 따라, 각 화소의 발광소자(OLED)는 기입된

휘도정보에 따라 각각 발광을 개시한다. 그 후, 소정의 지연시간(τ)이 경과하면, 모든 정지제어선(Z)을 통해 모든 발광소자

(OLED)의 애노드(A)를 접지전위로 떨어뜨린다. 이에 따라, 발광이 오프로 된다. 이상과 같은 제어에 의해, 전 화소 단위로

듀티(τ/T)를 조정 가능하다. 그리고,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주사선 단위에서 각 화소의 온/오프를

제어하도록 해도 된다. 이상과 같이, 본 제어예에서는,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후 1주사 사이클 내에서, 각 화소에 포

함되는 발광소자의 점등시점 및 소등시점을 화면 단위 또는 주사선 단위로 제어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제5 실시형태의 일예를 나타낸 전체 회로 구성도이며, 도 8의 화상표시장치는 도 2

의 변형이지만 상이하여, 특별한 정지제어선을 형성하지 않고, 주사선(X1 내지 XN)을 이용하여 각 화소(PXL)의 듀티 제

어를 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사선 구동회로(21)와는 따로 제어회로(23')를 형성하고 있다. 제어회로(23')의 각 출력단

자는 대응하는 앤드(AND)게이트회로(28)의 한쪽 입력단자에 접속되어 있다. 각 앤드게이트회로(28)의 출력단자는 다음

단의 오어(OR)게이트회로(29)의 한쪽 입력단자를 통해 각 주사선(X1, X2, …, XN)에 접속되어 있다. 각 앤드게이트회로

(28)의 다른 쪽 단자에는 수직클록신호(VCK)가 공급되어 있다. 그리고, 주사선 구동회로(21)의 각 출력단자는 대응하는

각 오어게이트회로(29)의 다른 쪽 입력단자를 통해 각 주사선(X1, X2, …XN)에 접속되어 있다. 또, 수직 스타트 펄스

(VSP1)는 앞의 실시형태와 동일하게 지연회로(24)를 통해 수직 스타트 펄스(VSP2)로 되어, 제어회로(23')에 공급된다.

한편, 각 데이터선(Y)은 P채널형의 TFT26을 통해 데이터선 구동회로(22)에 접속되어 있다. TFT26의 게이트에는 수직클

록신호(VCK)가 공급되어 있다. 또, 각 데이터선(Y)의 전위는 N채널형의 TFT27에 의해서도 제어할 수 있다. TFT27의 게

이트에도 수직클록신호(VCK)가 공급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화상표시장치의 주변회로 구성은 도 11에 나타낸 종래예와

상이하지만, 개개의 화소(PXL)회로 구성은 도 11에 나타낸 종래의 화소회로 구성과 동일하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제어

회로(23')는 각 화소(PXL)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 동안에, 재차 주사선(X)

을 선택하여 각 화소(PXL)에 데이터선(Y)으로부터 휘도 0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입하여 각 화소(PXL)의 발광소자(OLED)

를 소등할 수 있다.

도 9는 도 8에 나타낸 제5 실시형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이다. 도 8 및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직 스타트 펄스

(VSP1)는 주사선 구동회로(21) 및 지연회로(24)에 입력된다. 주사선 구동회로(21)는 수직 스타트 펄스(VSP1)를 받은 후,

수직클록신호(VCK)에 동기하여 주사선(X1, X2, …,XN)을 차례로 선택하여, 주사선 단위에서 각 화소(PXL)에 휘도정보

를 기입해 간다. 각 화소는 기입된 휘도정보에 따른 강도로 발광을 개시한다. 단, 본 실시형태에서는 TFT26, 27을 형성함

으로써, 각 데이터선(Y)은 VCK = H(하이 레벨)의 기간에서 휘도 0에 상당하는 전위(본 예에서는 접지전위)로 되고, V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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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로 레벨)의 기간에서 본래의 휘도정보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 관계는 도 9의 수직클록신호(VCK)의 파형에 L, H

를 붙이고, 데이터선의 파형에 경사선을 붙여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수직 스타트 펄스(VSP1)는 지연회로(24)로 지연

된 후, 스직 스타트 펄스(VSP2)로서 제어회로(23')에 입력된다. 제어회로(23')는 수직 스타트 펄스(VSP2)를 받은 후, 수직

클록신호(VCK)에 동기하여 동작하지만, 그 출력은 앤드게이트회로(28)에 입력된다. 각 앤드게이트회로(28)에는 수직클

록신호(VCK)가 동시에 입력되고 있으므로, 제어회로(23')의 출력이 H(하이 레벨)이고 또한 VCK = H(하이 레벨)인 때 주

사선(X)이 선택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VCK = H의 기간은 각 데이터선(Y)에 휘도 0에 상당하는 전위가 주어지고 있으므

로, 제어회로(23')에 의해 선택된 주사선(X)에 접속된 화소는 휘도 0에 상당하는 정보에 의해 발광이 정지된다.

도 14는 본 발명에 관한 화상표시장치의 제6 실시형태의 일예를 나타낸 1화소분의 등가회로도이다. 앞의 각 실시형태에서

는, 화소의 소등을 행하기 위해 트랜지스터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많으나, 본 실시형태는 트랜지스터의 추가가 불필

요하여, 보다 실용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발광소자(OLED)에 공급하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트랜지스

터(TFT2)의 게이트(G)에 접속된 용량소자(Cs)의 다른 쪽 단자가 발광정지 제어선(Z)에 접속된다. 기입 종료 후, 발광정지

제어선(Z)의 전위를 도 14의 회로 구성에서 낮춘다. 예를 들면, 용량소자(Cs)의 용량이 TFT2의 게이트용량 등과 비교하

여 충분히 큰 경우에는, 발광정지 제어선(Z)의 전위 변화가, 즉 TFT2의 게이트전위의 변화로 된다. 따라서, 기입 시의

TFT2의 게이트전위의 최대치를 Vgmax로 한 경우, 발광정지 제어선(Z)의 전위를 기입 시보다 Vgmax-Vth 이상 낮춤으

로써, TFT2의 게이트전위를 Vth 이하로 할 수 있고, 따라서 발광소자(OLED)는 소등된다. 실제로는, TFT2의 게이트용량

등을 고려하여, 좀 더 큰 진폭으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5는 도 14에 나타낸 제6 실시형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이다. 도 14 및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지제어

선은 주사선 선택과 대체로 동시에 고레벨로 되고, 기입 종료 후 고레벨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발광소자는 기입된 휘도정

보에 따른 휘도로 발광상태로 된다. 다음의 프레임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기입되기 이전에 정지제어선을 저레벨로 하면, 발

광소자는 소등된다.

그런데, CRT(cathode ray tube)에 있어서 표시화상은 μsec 오더에서 휘도가 감쇄되는 데 대하여,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디스플레이에서는 1프레임 동안 화상을 계속 표시하는 유지형의 표시원리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화(動畵)표시를 행하

는 경우, 동화의 윤곽에 따른 화소는 프레임이 변환되기 직전까지 화상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람의 눈의 잔상(殘像)

효과와 함께, 다음의 프레임에서도 거기에 상이 표시되고 있는 것 같이 감지된다. 이것이 액티브 매트릭스형 디스플레이에

서의 동화표시 화질이 CRT와 비교하여 낮아지는 근본 원인이다. 이 해결책으로서, 본 발명에 관한 구동방법이 효과적이

며, 화소를 강제적으로 소등하여 사람의 눈으로 느끼는 잔상을 단절(斷切)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동화질(動畵質)의 개

선을 도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1프레임의 전반에서 화상을 표시하는 한

편, 1프레임의 후반은 마치 CRT 휘도가 감쇄되는 것 같이, 화상을 소등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동화질 개선을 위해서

는, 프레임당 점등과 소등의 듀티를 50% 정도로 설정한다. 더욱 높은 동화질 개선을 위해서는, 프레임당 점등과 소등의 듀

티를 25% 이하로 설정하면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되어 발광이 개시된 후, 다음 프레임의 기입이 행해

지기 전에 화소의 발광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1프레임 내에서의 발광시간의 비율(듀티)을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간

평균의 표시휘도를 간편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듀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평균

의 표시휘도를 동일하게 유지한 채, 발광 시에 발광소자로 흐르는 전류량을 적당히 설정하는 자유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광소자로 흐르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능동소자의 설계에 자유도가 발생한다. 이 결과, 보다 고품위의 화상을 제공할 수

있는 화상표시장치나, 보다 작은 화소 사이즈의 화상표시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이러한 설명은 오로지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한 것이

며, 다음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사상이나 범주를 일탈하지 않고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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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주사 사이클에서 상기 화소를 선택하기 위한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주사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화소를 구동하기 위한 휘도정보를 부여하는 복수의 데이터선

을 포함하고,

상기 화소는 상기 주사선과 상기 데이터선의 교차부에 배치되고,

각 화소는 공급되는 전류량에 의해 휘도가 변화되는 발광소자와, 상기 주사선 중 1개의 주사선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데이

터선 중 1개의 데이터선으로부터 주어진 상기 휘도정보를 상기 화소에 기입하는 제1 능동소자, 및 상기 화소에 기입된 휘

도정보에 따라 상기 발광소자에 공급하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제2 능동소자를 포함하고,

각 화소에의 휘도정보의 기입은, 상기 화소에 접속된 주사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기 화소에 접속된 데이터선에 휘도정보

에 따른 전기신호를 인가함으로써 행해지고,

각 화소에 기입된 휘도정보는 상기 화소에 접속된 주사선이 비선택 상태로 된 후에도 각 화소에 의해 유지되어, 각 화소의

발광소자는 상기 화소에 의해 유지된 휘도정보에 따른 휘도로 점등(點燈)을 유지 가능하고,

동일한 주사선에 접속된 각 화소의 발광소자를 최소한 주사선 단위에서 강제적으로 소등하는 제어수단을 가지고, 각 화소

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 동안에 발광소자를 점등상태로부터 소등상태로 하

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 동안에, 발광소자를 점등

상태로부터 소등상태로 변환하는 시점을 조정 가능한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상기 제2 능동소자의 게이트에 접속된 제3 능동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제3 능동소자에 부여하는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2 능동소자의 게이트전위를 제어하여 상기 발광소자를

소등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제어신호는 각 주사선과 평행으로 형성된 정지제어선을 통해 동일한 주사선 상의 각 화소에

포함되는 제3 능동소자에 주어지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발광소자와 직렬로 접속된 제3 능동소자를 접속하고, 상기 제3 능동소자에 부여하는 제어신호에 따

라 상기 발광소자로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제어신호는 각 주사선과 평행으로 형성된 정지제어선을

통해 동일한 주사선 상의 각 화소에 포함되는 제3 능동소자에 주어지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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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각 발광소자는 정류작용을 가지는 2단자(端子) 소자로 이루어지고, 한쪽의 단자는 대응하는 제2 능동소자에 접속되고, 다

른 쪽의 단자는 동일한 주사선 상의 각 화소에서는 공통접속되고 또한 주사선 사이에서는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기

제어수단은 각 2단자 소자가 공통접속된 다른 쪽 단자의 전위를 제어하여 각 2단자 소자를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 동안에, 재차 주사선을 선

택하여 각 화소에 데이터선으로부터 휘도 제로를 표시하는 정보를 기입하여 각 화소의 발광소자를 소등하는 화상표시장

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각 화소는 상기 발광소자로 흐르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제2 능동소자를 구성하는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게

이트에 일단이 접속된 용량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용량소자의 타단 전위를 제어함으로써 상기 제2 능동

소자를 구성하는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위를 제어하여 상기 발광소자를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후 1주사 사이클 내에서, 각 화소에 포함되는 발광소자의 점등시점 및 소등

시점을 최소한 주사선 단위로 제어하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동일한 주사선에 적, 녹, 청의 각 화소를 공통으로 접속하는 한편, 상기 제어수단은 적, 녹, 청의 각 화소에 포함되는 발광소

자를 개개의 시점에서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소자는 유기(有機) 전자발광소자인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11.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소정의 주사 사이클에서 상기 화소를 선택하기 위한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주사선

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화소를 구동하기 위한 휘도정보를 부여하는 복수의 데이터선을 포함하고, 상기 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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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기 주사선과 상기 데이터선의 교차부에 배치되고, 각 화소는 공급되는 전류량에 의해 휘도가 변화되는 발광소자와,

상기 주사선 중 1개의 주사선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데이터선 중 1개의 데이터선으로부터 주어진 상기 휘도정보를 상기

화소에 기입하는 제1 능동소자, 및 상기 화소에 기입된 휘도정보에 따라 상기 발광소자에 공급하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제

2 능동소자를 포함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각 화소에의 휘도정보의 기입은, 상기 화소에 접속된 주사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기 화소에 접속된 데이터선에 휘도정보

에 따른 전기신호를 인가함으로써 행해지고, 각 화소에 기입된 휘도정보는 상기 화소에 접속된 주사선이 비선택 상태로 된

후에도 각 화소에 의해 유지되어, 각 화소의 발광소자는 상기 화소에 의해 유지된 휘도정보에 따른 휘도로 점등을 유지 가

능하고,

동일한 주사선에 접속된 각 화소의 발광소자를 최소한 주사선 단위에서 강제적으로 소등하는 제어수단을 가지고, 각 화소

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 동안에 발광소자를 점등상태로부터 소등상태로 하

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 동안에, 발광소자를 점등상태로부터 소등상

태로 변환하는 시점을 조정 가능한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상기 제2 능동소자의 게이트에 접속된 제3 능동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제3 능동소자에 부여하는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2 능동소자의 게이트전위를 제어하여 상기 발광소자를 소등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제어신호는 각 주사선과 평행으로 형성된 정지제어선을 통해 동일한 주사선 상의 각 화소에 포함되는 제3

능동소자에 주어지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소자와 직렬로 접속된 제3 능동소자를 접속하고, 상기 제3 능동소자에 부여하는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발광소자

로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제어신호는 각 주사선과 평행으로 형성된 정지제어선을 통해 동일한 주사

선 상의 각 화소에 포함되는 제3 능동소자에 주어지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각 발광소자는 정류작용을 가지는 2단자(端子) 소자로 이루어지고, 한쪽의 단자는 대응하는 제2 능동소자에 접속되고, 다

른 쪽의 단자는 동일한 주사선 상의 각 화소에서는 공통접속되고 또한 주사선 사이에서는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2

단자 소자가 공통접속된 다른 쪽 단자의 전위를 제어하여 각 2단자 소자를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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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 동안에, 재차 주사선을 선택하여 각 화소에

데이터선으로부터 휘도 제로를 표시하는 정보를 기입하여 각 화소의 발광소자를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각 화소는 상기 발광소자로 흐르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제2 능동소자를 구성하는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게

이트에 일단이 접속된 용량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용량소자의 타단 전위를 제어함으로써 상기 제2 능동소자를 구성하는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위를 제어하여 상기 발광소자를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18.

제11항에 있어서,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후 1주사 사이클 내에서, 각 화소에 포함되는 발광소자의 점등시점 및 소등시점을 최소한 주

사선 단위로 제어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19.

제11항에 있어서,

동일한 주사선에 적, 녹, 청의 각 화소를 공통으로 접속하는 한편, 상기 제어수단은 적, 녹, 청의 각 화소에 포함되는 발광소

자를 개개의 시점에서 소등하는 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20.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소자는 유기 전자발광소자인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21.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소정의 주사 사이클에서 상기 화소를 선택하기 위한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주사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화소를 구동하기 위한 휘도정보를 부여하는 복수의 데이터선

을 포함하고,

상기 화소는 상기 주사선과 상기 데이터선의 교차부에 배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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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화소는 공급되는 전류량에 의해 휘도가 변화되는 발광소자와, 상기 주사선 중 1개의 주사선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데이

터선 중 1개의 데이터선으로부터 주어진 상기 휘도정보를 상기 화소에 기입하는 제1 능동소자, 및 상기 화소에 기입된 휘

도정보에 따라 상기 발광소자에 공급하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제2 능동소자를 포함하고,

각 화소에의 휘도정보의 기입은 상기 화소에 접속된 주사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기 화소에 접속된 데이터선에 휘도정보

에 따른 전기신호를 인가함으로써 행해지고,

각 화소에 기입된 휘도정보는 상기 화소에 접속된 주사선이 비선택 상태로 된 후에도 각 화소에 의해 유지되어, 각 화소의

발광소자는 상기 화소에 의해 유지된 휘도정보에 따른 휘도로 점등을 유지 가능하고,

각 주사선에 접속된 각 화소의 발광소자를 강제적으로 소등하는 제어수단을 가지고,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

로운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 동안에 발광소자를 점등상태로부터 소등상태로 하고,

동일한 주사선 상에 적, 녹, 청의 각 화소를 공통으로 접속하는 한편, 상기 제어수단은 적, 녹, 청의 각 화소에 포함되는 발

광소자를 개개의 시점에서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22.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소정의 주사 사이클에서 상기 화소를 선택하기 위한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주사선

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화소를 구동하기 위한 휘도정보를 부여하는 복수의 데이터선을 포함하고, 상기 화소

는 상기 주사선과 상기 데이터선의 교차부에 배치되고, 각 화소는 공급되는 전류량에 의해 휘도가 변화되는 발광소자와,

상기 주사선 중 1개의 주사선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데이터선 중 1개의 데이터선으로부터 주어진 상기 휘도정보를 상기

화소에 기입하는 제1 능동소자, 및 상기 화소에 기입된 휘도정보에 따라 상기 발광소자에 공급하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제

2 능동소자를 포함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각 화소에의 휘도정보의 기입은, 상기 화소에 접속된 주사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기 화소에 접속된 데이터선에 휘도정보

에 따른 전기신호를 인가함으로써 행해지고, 각 화소에 기입된 휘도정보는 상기 화소에 접속된 주사선이 비선택 상태로 된

후에도 각 화소에 의해 유지되어, 각 화소의 발광소자는 상기 화소에 의해 유지된 휘도정보에 따른 휘도로 점등을 유지 가

능하고,

각 주사선에 접속된 각 화소의 발광소자를 강제적으로 소등 가능하고, 각 화소에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휘도정보

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 동안에 발광소자를 점등상태로부터 소등상태로 하고,

동일한 주사선 상에 적, 녹, 청의 각 화소를 공통으로 접속하는 한편, 적, 녹, 청의 각 화소에 포함되는 발광소자를 개개의

시점에서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23.

화소에 제1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제2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기간 내에 휘도정보에 따라 복수의 화

소를 점등하는 화상표시장치에 있어서,

소정의 주사 사이클에서 각각의 화소를 선택하는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주사선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상기 화소를 점등하기 위한 휘도정보를 부여하는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주사선에 의해 제어되고, 상기 휘도정보를 수용하는 제1 능동소자와,

상기 휘도정보를 상기 화소의 구동에 사용하는 전기신호로 전환하는 제2 능동소자를 가지고,

상기 1주사 사이클기간 내에, 상기 화소를 점등상태로부터 소등상태로 하는 제어수단을 가지고 있는 화상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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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1주사 사이클기간 내에, 상기 점등상태로부터 상기 소등시간까지의 사이의 시간을 가변 가능한 화

상표시장치.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능동소자는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이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의 게이트에 접속된 제3 능동소자를 가지고, 상기 제3 능동소자는 상기 주사선과 대략 평행으로 형성된 제어선에 의해 제

어되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2 능동소자에 직렬로 형성된 제3 능동소자를 가지고, 상기 제3 능동소자는 상기 주사선과 대략 평

행으로 형성된 제어선에 의해 제어되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발광소자는 제1 및 제2 단자를 가지고, 상기 제1 단자는 상기 제2 능동소자에 접

속되는 동시에, 상기 제2 단자는 소정의 참조전위에 접속되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참조전위를 가변 제어함으로써 상기

발광소자를 소등시키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주사선이 선택된 후, 상기 1주사 사이클기간 내에 상기 주사선을 재선택하고, 상기 데이터선으로부

터 휘도 제로를 표시하는 휘도정보를 화소에 공급함으로써, 상기 화소를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29.

제23항에 있어서,

각 화소는 상기 제2 능동소자를 구성하는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일단이 접속된 용량소자를 포함

하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용량소자의 타단 전위를 제어함으로써 상기 제2 능동소자를 구성하는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제어하여 화소를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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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주사선마다 상기 화소를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31.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청, 녹, 적색의 발광소자를 가지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청, 녹, 적색의 발광소자를 상이한 시간에 소등 가능

한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32.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능동소자는 휘도정보를 화소의 구동에 사용하는 전류로 전환하고, 각 화소는 전류에 의해 발광되는 유기물을 이

용한 발광소자를 가지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33.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선을 차례로 선택하기 위한 수직클록이 입력되는 주사선 구동회로를 추가로 구비하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수

직클록을 소정 기간 지연하여 얻어지는 다른 수직클록이 입력되고, 상기 주사선 또는 이와 평행으로 형성된 제어선을 선택

하는 제어회로를 가지고, 상기 주사선은 상기 주사선 구동회로에 의해 상기 수직클록에 동기하여 차례로 선택되어, 상기

화소를 점등하는 동시에, 상기 점등 후, 상기 제어회로에 의해 상기 지연된 수직클록에 동기하여, 상기 1주사기간 내에 상

기 제어선을 통해 상기 화소를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선에 휘도정보를 부여하는 데이터선 구동회로를 추가로 가지고, 상기 주사선 구동회로의 출력은 상기 주사선

에 출력단자가 접속된 논리합회로의 한쪽 입력단자에 접속되는 동시에, 상기 제어회로의 출력이 상기 논리합회로의 다른

쪽 입력단자에 접속된 논리곱회로의 한쪽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논리곱회로의 다른쪽 입력단자에 상기 수직클록이

입력되는 화상표시장치.

청구항 35.

화소에 제1 휘도정보가 기입된 다음 새로운 제2 휘도정보가 기입되는 1주사 사이클기간 내에 휘도정보에 따라 화소를 점

등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주사선을 통해, 소정의 주사 사이클에서 각각의 화소를 선택하는 스텝과,

상기 주사선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형성된 데이터선을 통해, 상기 화소를 점등하기 위한 휘도정보를 부여하는 스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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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사선에 의해 제어되는 제1 능동소자로 상기 휘도정보를 화소에 수용하는 스텝과,

제2 능동소자에 의해, 상기 휘도정보를 상기 화소의 구동에 사용하는 전기신호로 전환하는 스텝과,

상기 1주사 사이클기간 내에, 상기 화소를 점등상태로부터 소등상태로 하는 제어스텝을 포함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

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스텝은 상기 1주사 사이클기간 내에, 상기 점등상태로부터 상기 소등시간까지의 사이의 시간을 가변 가능한 화

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능동소자는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기 제어스텝은 상기 절연게이트형 전계효

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된 제3 능동소자를 사용하여 행하고, 상기 제3 능동소자는 상기 주사선과 대략 평행으로

형성된 제어선에 의해 제어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스텝은 상기 제2 능동소자에 직렬로 형성된 제3 능동소자를 사용하고, 상기 제3 능동소자는 상기 주사선과 대략

평행으로 형성된 제어선에 의해 제어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39.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발광소자는 제1 및 제2 단자를 가지고, 상기 제1 단자는 상기 제2 능동소자에 접

속되는 동시에, 상기 제2 단자는 소정의 참조전위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참조전위를 가변 제어함으로써

상기 발광소자를 소등시키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40.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주사선이 선택된 후, 상기 1주사 사이클기간 내에 상기 주사선을 재선택하고, 상기 데이터선으로부

터 휘도 제로를 표시하는 휘도정보를 화소에 공급함으로써, 상기 화소를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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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항에 있어서,

각 화소는 상기 제2 능동소자를 구성하는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일단이 접속된 용량소자를 포함

하고, 상기 제어스텝은 상기 용량소자의 타단 전위를 제어함으로써 상기 제2 능동소자를 구성하는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제어하여 화소를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42.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스텝은 상기 주사선마다 상기 화소를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43.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청, 녹, 적색의 발광소자를 가지고, 상기 제어스텝은 상기 청, 녹, 적색의 발광소자를 상이한 시간에 소등 가능

한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44.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능동소자는 휘도정보를 화소의 구동에 사용하는 전류로 전환하고, 각 화소는 전류에 의해 발광되는 유기물을 이

용한 발광소자를 가지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45.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선을 차례로 선택하기 위한 수직클록을 입력하는 주사선 구동스텝과, 상기 수직클록을 소정 기간 지연하여 얻어

지는 수직클록이 입력되고, 상기 주사선 또는 이와 평행으로 형성된 제어선을 선택하는 제어스텝을 행하고, 상기 주사선은

상기 주사선 구동스텝에 의해 상기 수직클록에 동기하여 차례로 선택되어, 상기 화소를 점등하는 동시에, 상기 점등 후, 상

기 제어회로에 의해 상기 지연된 수직클록에 동기하여, 상기 1주사기간 내에 상기 주사선 또는 제어선을 통해 상기 화소를

소등하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선에 휘도정보를 부여하는 데이터선 구동스텝을 포함하고, 상기 주사선 구동스텝의 출력은 상기 주사선에 출

력단자가 접속된 논리합회로의 한쪽 입력단자에 접속되는 동시에, 상기 제어스텝의 출력이 상기 논리합회로의 다른 쪽 입

력단자에 접속된 논리곱회로의 한쪽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논리곱회로의 다른쪽 입력단자에 상기 수직클록이 입력되

는 화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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