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9G 3/3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6월30일

10-0594834

2006년06월22일

(21) 출원번호 10-2003-0080409 (65) 공개번호 10-2004-0051500

(22) 출원일자 2003년11월14일 (43) 공개일자 2004년06월18일

(30) 우선권주장 JP-P-2002-00360978 2002년12월12일 일본(JP)

(73) 특허권자 세이코 엡슨 가부시키가이샤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초메 4-1

(72) 발명자 가사이도시유키

일본국나가노켄스와시오와3-3-5세이코엡슨가부시키가이샤내

(74) 대리인 문두현

문기상

심사관 : 천대식

(54) 전기 광학 장치,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및 전자 기기

요약

본 발명은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기 광학 소자를 사용한 전기 광학 장치에 있어서, 표시 품질의 개선을 도모

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화소의 각각은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유기 EL 소자(OLED)와,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된 데이터에 따라, 전하

를 축적하는 커패시터(C)와, 커패시터(C)에 축적된 전하에 따라, 구동 전류(Ioled)를 설정하고, 설정된 구동 전류(Ioled)를

유기 EL 소자(OLED)에 공급하는 구동 트랜지스터(T4)와, 1수직 주사 기간에서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제어 트랜지스터(T5)를 갖는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구동 전류, 휘도, 발광, 표시, 유기 EL 소자, 데이터선, 커패시터, 구동 트랜지스터, 제어 트랜지스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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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제 1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제 1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회로도.

도 3은 제 1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구동 타이밍차트.

도 4는 제 1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다른 구동 타이밍차트.

도 5는 제 2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회로도.

도 6은 제 2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구동 타이밍차트.

도 7은 제 2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회로도의 변형예.

도 8은 제 2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회로도의 다른 변형예.

도 9는 제 2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구동 타이밍차트.

도 10은 제 3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회로도.

도 11은 제 3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구동 타이밍차트.

도 12는 제 4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회로도.

도 13은 제 4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구동 타이밍차트.

도 14는 제 5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회로도.

도 15는 제 5 실시예에 따른 화소의 구동 타이밍차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표시부

2 : 화소

3 : 주사선 구동 회로

4 : 데이터선 구동 회로

5 : 제어 회로

T1 :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

T2 :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

T3 :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

T4 : 구동 트랜지스터

T5 : 제어 트랜지스터

T6 : 제 2 제어 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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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커패시터

C1 : 제 1 커패시터

C2 : 제 2 커패시터

OLED : 유기 EL 소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류에 의해 발광 휘도가 제어되는 전기 광학 소자를 사용한 전기 광학 장치,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및 전

자 기기에 관한 것이며, 특히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차단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최근, 유기 EL(Electronic Luminescence) 소자를 사용한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FPD)가 주목받고 있다. 유기 EL 소자는

자기를 흐르는 전류에 의해 구동하는 전형적인 전류 구동형 소자이며, 그 전류 레벨에 따른 휘도로 자기(自己) 발광한다.

유기 EL 소자를 사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디스플레이의 구동 방식은, 전압 프로그램 방식과 전류 프로그램 방식으로 대

별(大別)된다.

예를 들면, 전압 프로그램 방식에 관한 일본국 특개2001-60076호 공보에는, 유기 EL 소자에 구동 전류를 공급하는 전류

경로 중에, 이 경로를 차단하는 트랜지스터(일본국 특개2001-60076호 공보의 도 5에 나타낸 TFT3)를 설치한 화소 회로

가 개시되어 있다. 이 트랜지스터는 1프레임 기간의 전반(前半)에서 온(on) 상태로 제어되는 동시에, 그 후반(後半)에서 오

프(off) 상태로 제어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가 온하여 구동 전류가 흐르는 전반 기간에서는, 그 전류 레벨에 따른 휘도로

유기 EL 소자가 발광한다. 또한, 트랜지스터가 오프하여 구동 전류가 차단되는 후반 기간에서는, 유기 EL 소자가 강제적

으로 소등(消燈)되기 때문에, 흑색이 표시된다. 이러한 수법은 블링킹(Blinking)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 수법에 의해 사

람의 눈이 느끼는 잔상(殘像)을 잘라 버려, 동화(動畵) 표시 품질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일본국 특개2001-147659호 공보 및 일본국 특표2002-514320호 공보에는, 전류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

한 화소 회로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일본국 특개2001-147659호 공보는, 한쌍의 트랜지스터에 의해 구성된 커런트 미

러 회로를 사용한 화소 회로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일본국 특표2002-514320호 공보는, 유기 EL 소자에 공급하는 구동 전

류의 설정원으로 되는 구동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그 전류 불균일성과 임계값 전압 변화의 저감을 도모하는 화소 회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기 광학 소자를 사용한 전기 광학 장치에 있어서, 표시 품질의 개

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1 발명은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을 선택

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데이터선에 데이터를 출력

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를 제공한다. 여기서, 화소의 각각은,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기 광학 소자와,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된 데이터에 따른 전하를 축적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이 실행되는 커패시터와,

구동 트랜지스터와, 제어 트랜지스터를 갖는다. 구동 트랜지스터는 커패시터에 축적된 전하에 따라, 구동 전류를 설정하

고,설정된 구동 전류를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한다. 제어 트랜지스터는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

택되고 나서, 이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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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 1 발명을 전류 프로그램 방식에 적용할 수도 있다. 전류 프로그램 방식을 적용할 경우, 데이터선 구동 회로는 데

이터선에 대하여 데이터 전류로서 데이터를 출력한다. 또한, 화소의 각각은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를 더 갖는다. 이 프로

그래밍 트랜지스터는, 자기(自己)의 채널에 데이터 전류가 흐름으로써 게이트 전압을 발생시킨다. 커패시터에는 발생한 게

이트 전압에 따른 전하가 축적되고, 이것에 의해, 커패시터에 대한 데이터의 기입이 실행된다.

또한, 제 1 발명을 전압 프로그램 방식에 적용할 수도 있다. 전압 프로그램 방식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선 구동 회로는 데이

터선에 대하여 데이터 전압으로서 데이터를 출력한다. 커패시터에 대한 데이터의 기입은 데이터 전압에 의거하여 실행된

다.

제 1 발명에 있어서, 제어 트랜지스터는 주사선 구동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펄스 신호에 의해 도통(導通) 제어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 경우, 주사선 구동 회로는,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공급하는 주사 신호와 동기하여,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공급하는 펄스 신호를 고(高)레벨과 저(低)레벨이 번갈아 반복되는 펄스 형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발명은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주사선에

제 1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을 선택하는 동시에, 제 1 주사 신호

와 동기한 제 2 주사 신호와, 제 1 주사 신호와 동기한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

하여,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데이터선에 데이터 전류를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는 전기 광학 장

치를 제공한다. 여기서, 화소의 각각은 5개의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터와, 전기 광학 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는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데이터선에 접속되어, 제 1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는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되어, 제 2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커패시터는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되어 있다.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는 드레인이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와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한쪽 단자에 공통 접속되고, 게이트가 제 2 스위칭 트랜지

스터의 다른쪽 단자와 커패시터에 공통 접속되어 있어, 데이터 전류에 따른 전하를 자기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에 축

적시킨다. 구동 트랜지스터는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와 쌍으로 되어 커런트 미러 회로를 구성하고,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

시터에 축적된 전하에 따라, 구동 전류를 설정한다. 전기 광학 소자는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한다. 제어 트랜지스터

는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 중에 설치되어, 펄스 신호의 도통 제어에 의해,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차단한다.

여기서, 제 2 발명에 있어서, 제어 트랜지스터는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이 주사선

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제어 트랜지스

터는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이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중의 프로

그래밍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계속하여 차단하는 동시에, 프로그래밍 기간에 연속되는 구동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 2 발명에 있어서, 구동 트랜지스터의 누설 전류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말하면, 제어 트랜지스터는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이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중의 프로그래밍 기간에서, 구

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차단하고, 프로그래밍 기간에 연속되는 구동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차단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제 3 발명은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을 선택하는 동시에, 주사 신호와 동기한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데이터선

에 데이터 전류를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를 제공한다. 여기서, 화소의 각각은 4개의 트랜지

스터와, 커패시터와, 전기 광학 소자를 갖는다.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는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데이터선에 접

속되어,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는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커패시터는 제 1 스위칭 트랜

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와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한쪽 단자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구동 트랜지스터는 소스가 제 1 스위

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한쪽 단자에 접속되며, 드레인이 제 2 스위

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되어 있다. 이 구동 트랜지스터는, 데이터 전류에 따른 전하를 자기의 게이트와 자기

의 소스 사이에 접속된 커패시터에 축적시키는 동시에, 커패시터에 축적된 전하에 따라, 구동 전류를 설정한다. 전기 광학

소자는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한다. 제어 트랜지스터는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

서, 이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펄스 신호의 도통 제어에 의해,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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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 3 발명에 있어서, 제어 트랜지스터는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이 주사선

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중의 프로그래밍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계속하여 차단하는 동시에, 프로그

래밍 기간에 연속되는 구동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4 발명은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을 선택하는 동시에, 주사 신호와 동기한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데이터선

에 데이터 전류를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를 제공한다. 여기서, 화소의 각각은 4개의 트랜지

스터와, 커패시터와, 전기 광학 소자를 갖는다.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는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데이터선에 접

속되어,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는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되어,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커패시터는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되어 있

다. 구동 트랜지스터는 게이트가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와 커패시터에 공통 접속되고, 드레인이 제 1 스위

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와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한쪽 단자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 이 구동 트랜지스터는, 데이

터 전류에 따른 전하를 자기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에 축적시키는 동시에, 커패시터에 축적된 전하에 따라, 구동 전

류를 설정한다. 전기 광학 소자는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한다. 제어 트랜지스터는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

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이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펄스 신호의 도통 제어에 의해,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한다.

여기서, 제 4 발명에 있어서, 제어 트랜지스터는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이 주사선

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중의 프로그래밍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계속하여 차단하는 동시에, 프로그

래밍 기간에 연속되는 구동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5 발명은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을 선택하는 동시에, 주사 신호와 동기한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데이터선

에 데이터 전압을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를 제공한다. 여기서, 화소의 각각은 3개의 트랜지

스터와, 커패시터와, 전기 광학 소자를 갖는다. 스위칭 트랜지스터는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데이터선에 접속되

어,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커패시터는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되어, 데이터 전압에 따른 전하를 축

적한다. 구동 트랜지스터는 게이트가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와 커패시터에 공통 접속되어, 커패시터에 축적된

전하에 따라, 구동 전류를 설정한다. 전기 광학 소자는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한다. 제어 트랜지스터는 기입 대상으

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이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펄스 신호의 도통 제어

에 의해,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한다.

여기서, 제 5 발명에 있어서, 제어 트랜지스터는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이 주사선

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중의 전반의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계속하여 차단하는 동시에, 전반의 기간

에 연속되는 후반의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6 발명은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주사선에

제 1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을 선택하는 동시에, 제 1 주사 신호

와 동기한 제 2 주사 신호와, 제 1 주사 신호와 동기한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

하여,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데이터선에 데이터 전압을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는 전기 광학 장

치를 제공한다. 여기서, 화소의 각각은 4개의 트랜지스터와, 2개의 커패시터와, 전기 광학 소자를 갖는다. 제 1 스위칭 트

랜지스터는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데이터선에 접속되어, 제 1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제 1 커패시터는 한쪽

전극이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되어 있고, 제 2 커패시터는 한쪽 전극에 전원 전위가 인가되어 있다.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는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제 1 커패시터의 다른쪽 전극과 제 2 커패시터의 다른쪽 전극

에 공통 접속되어, 제 2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구동 트랜지스터는 게이트가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한쪽 단자와

제 1 커패시터의 다른쪽 단자와 제 2 커패시터의 다른쪽 단자에 공통 접속되고, 소스에 제 2 커패시터의 한쪽 전극이 접속

되며, 드레인에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가 접속되어 있다. 이 구동 트랜지스터는, 데이터 전류에 따른 전하

를 제 2 커패시터에 축적시키는 동시에, 제 2 커패시터에 축적된 전하에 따라, 구동 전류를 설정한다. 전기 광학 소자는 구

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한다. 제어 트랜지스터는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이 주

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펄스 신호의 도통 제어에 의해,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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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 6 발명에 있어서, 제어 트랜지스터는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이 주사선

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중의 구동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고, 구동 기간을 제외한 기간

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계속하여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7 발명은 상술한 제 1 내지 제 6 발명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를 실장한 전자 기기를 제공한다.

제 8 발명은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을 선택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기입 대상으

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데이터선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을 제공한

다. 이 구동 방법은,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데이터선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1 단계와,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가 갖는 커패시터에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된 데이터에 따른 전하를 축적하는 제 2 단계와,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

가 갖는 구동 트랜지스터에 의해, 커패시터에 축적된 전하에 따른 구동 전류를 설정하고, 설정된 구동 전류를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하는 제 3 단계와,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이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제 4 단계를 갖는다.

여기서, 제 8 발명에 있어서, 제 1 단계는 데이터선에 대하여 데이터 전류로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이고, 제 2 단계에

서, 데이터선에 공급된 데이터 전류가 전압으로 변환되고, 변환된 전압에 따라, 커패시터에 대한 데이터의 기입을 행할 수

도 있다.

또한, 제 8 발명에 있어서, 제 1 단계는 데이터선에 대하여 데이터 전압으로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이고, 제 2 단계에

서, 데이터선에 공급된 데이터 전압에 따라, 커패시터에 대한 데이터의 기입을 행할 수도 있다.

또한, 제 8 발명의 제 4 단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 차단의 반복은,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공급하는 주사 신호와

동기하여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9 발명은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을 선택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

와,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데이터선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

로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를 제공한다. 여기서, 화소의 각각은,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기 광학 소자와, 데이

터선을 통하여 공급된 데이터를 유지하는 유지 수단과, 유지 수단에 의해 유지된 데이터에 따라,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하

는 구동 전류를 설정하는 구동 소자와,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이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제어 소자를 갖는다.

제 10 발명은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을 선택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기입 대상으

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데이터선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을 제공한

다. 이 구동 방법은,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데이터선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1 단계와,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가 갖는 유지 수단에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된 데이터를 유지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을 행하는 제 2 단계와,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가 갖는 구동 소자에 의해, 유지 수단에 유지된 데이터에 따른 구동 전류를 설정하고, 설정된 구동 전류

를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류 구동형의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하는 제 3 단계와,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이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

하는 제 4 단계를 갖는다.

(제 1 실시예)

본 실시예는 전류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한 전기 광학 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각각의 화소가 커런트 미러 회로를 포함하

고 있는 액티브 매트릭스형 디스플레이의 표시 제어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전류 프로그램 방식」은 데이터선에 대한

데이터의 공급을 전류 베이스로 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도 1은 전기 광학 장치의 블록 구성도이다. 표시부(1)에는, m도트×n라인 분의 화소(2)가 매트릭스 형상(2차원 평면적)으

로 배열되어 있는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수평 라인 그룹(Y1∼Yn)과,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데이터

선 그룹(X1∼Xm)이 배치되어 있다. 1개의 수평 라인(Y)(Y는 Y1∼Yn 중 임의의 1개를 가리킴)은 2개의 주사선과 1개의

신호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에 대하여 제 1 주사 신호(SEL1), 제 2 주사 신호(SEL2), 펄스 신호(PLS)가 출력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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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주사 신호(SEL1, SEL2)는 기본적으로 서로 배타적인 논리 레벨을 취하지만, 한쪽의 변화 타이밍을 약간 늦추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화소(2)는 수평 라인 그룹(Y1∼Yn)과 데이터선 그룹(X1∼Xm)의 각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되어 있다. 펄스

신호(PLS)는, 일정 화소(2)가 선택되고 나서, 이 화소(2)가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본 실시예에서는 1수직 주사 기

간)에서, 그 화소(2)를 구성하는 전기 광학 소자를 임펄스 구동시키는 제어 신호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1개의 화소

(2)를 화상의 최소 표시 단위로 하고 있지만, 1개의 화소(2)를 복수의 서브 화소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도 1에서는 각

화소(2)에 소정의 고정 전위(Vdd, Vss)를 공급하는 전원선 등이 생략되어 있다.

제어 회로(5)는 상위 장치(도시 생략)로부터 입력되는 수직 동기 신호(Vs), 수평 동기 신호(Hs), 도트 클록 신호(DCLK) 및

계조 데이터(D) 등에 의거하여, 주사선 구동 회로(3)와 데이터선 구동 회로(4)를 동기 제어한다. 이 동기 제어 하에서, 주사

선 구동 회로(3) 및 데이터선 구동 회로(4)는 서로 협동하여 표시부(1)의 표시 제어를 행한다.

주사선 구동 회로(3)는 시프트 레지스터 및 출력 회로 등을 주체로 구성되어 있고, 주사선에 주사 신호(SEL1, SEL2)를 출

력함으로써, 주사선을 차례로 선택하여 간다. 이러한 선순차(線順次) 주사에 의해, 1수직 주사 기간에서, 소정의 주사 방향

으로(일반적으로는 최상으로부터 최하를 향하여) 1수평 라인 분의 화소 그룹에 상당하는 화소 행이 차례로 선택되어 간다.

한편, 데이터선 구동 회로(4)는 시프트 레지스터, 라인 래치(latch) 회로, 출력 회로 등을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시예

에 있어서, 데이터선 구동 회로(4)는, 전류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는 관계상, 화소(2)의 표시 계조에 상당하는 데이터(데

이터 전압(Vdata))를 데이터 전류(Idata)로 변환하는 가변 전류원을 포함한다. 데이터선 구동 회로(4)는, 1수평 주사 기간

에서, 금회(今回) 데이터를 기입하는 화소 행에 대한 데이터 전류(Idata)의 일제(一齊) 출력과, 다음 수평 주사 기간에서 기

입을 행하는 화소 행에 관한 데이터의 점순차(點順次)적인 래치를 동시에 행한다. 일정 수평 주사 기간에서, 데이터선(X)

의 개수에 상당하는 ｍ개의 데이터가 차례로 래치된다. 그리고, 다음 수평 주사 기간에서, 래치된 ｍ개의 데이터는 데이터

전류(Idata)로 변환된 후, 각각의 데이터선(X1∼Xm)에 대하여 일제히 출력된다. 또한, 데이터선 구동 회로(4)에 대하여 프

레임 메모리(도시 생략)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선순차적으로 직접 입력하는 구성에서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경

우에서도 본 발명의 주안(主眼)으로 하는 부분의 동작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이 경우, 데이터선 구동 회로(4)에

시프트 레지스터를 포함할 필요가 없어진다.

도 2는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2)의 회로도이다. 1개의 화소(2)는 유기 EL 소자(OLED), 능동 소자인 5개의 트랜지스터

(T1∼T5), 및 데이터를 유지하는 커패시터(C)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다이오드로서 표기된 유기 EL 소자(OLED)는, 자체

에 공급된 구동 전류(Ioled)에 의해 발광 휘도가 제어되는 전류 구동형의 소자이다. 또한, 이 화소 회로에서는 n채널형의

트랜지스터(T1, T5)와 p채널형의 트랜지스터(T2∼T4)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일례로서, 본 발명이 이것에 한정되지

는 않는다.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T1)의 게이트는 제 1 주사 신호(SEL1)가 공급되는 주사선에 접속되고, 그 소스는 데이터 전류

(Idata)가 공급되는 데이터선(X)(X는 X1∼Xm 중 임의의 1개를 가리킴)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

(T1)의 드레인은,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T2)의 드레인과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T3)의 드레인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

제 2 주사 신호(SEL2)가 게이트에 공급된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T2)의 소스는, 커런트 미러 회로를 구성하는 한쌍의 트

랜지스터(T3, T4)의 게이트와 커패시터(C)의 한쪽 전극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T3)의 소스, 구동

소자의 일 형태 구동 트랜지스터(T4)의 소스 및 커패시터(C)의 다른쪽 전극에는 전원 전위(Vdd)가 인가되어 있다. 제어

소자의 일 형태로서, 펄스 신호(PLS)가 게이트에 공급된 제어 트랜지스터(T5)는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 중에, 구체

적으로는, 구동 트랜지스터(T4)의 드레인과 유기 EL 소자(OLED)의 애노드(양극)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이 유기 EL 소자

(OLED)의 캐소드(음극)에는 전원 전위(Vdd)보다 낮은 전위(Vss)가 인가되어 있다.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T3) 및 구동

트랜지스터(T4)는, 양자의 게이트가 서로 접속된 커런트 미러 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T3)

의 채널을 흐르는 데이터 전류(Idata)의 전류 레벨과, 구동 트랜지스터(T4)의 채널을 흐르는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레벨

은 비례 관계로 된다.

도 3은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2)의 구동 타이밍차트이다. 주사선 구동 회로(3)의 선순차 주사에 의해, 일정 화소(2)의 선

택이 개시되는 타이밍을 t0으로 하고, 그 화소(2)의 선택이 다음에 개시되는 타이밍을 t2로 한다. 이 1수직 주사 기간

t0∼t2는 전반의 프로그래밍 기간 t0∼t1과 후반의 구동 기간 t1∼t2로 나뉜다.

우선, 프로그래밍 기간 t0∼t1에서는, 화소(2)의 선택에 의해 커패시터(C)에 대한 데이터의 기입이 실행된다. 타이밍 t0에

서, 제 1 주사 신호(SEL1)가 고레벨(이하, 「H레벨」이라고 함)로 상승하여,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T1)가 온한다. 이것

에 의해, 데이터선(X)과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T3)의 드레인이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 제 1 주사 신호(SEL1)의 상승

과 동기하여, 제 2 주사 신호(SEL2)가 저레벨(이하, 「L레벨」이라고 함)로 하강하여,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T2)도 온

한다. 이것에 의해,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T3)는 자기의 게이트가 자기의 드레인에 접속된 다이오드 접속으로 되고, 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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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非線形)의 저항 소자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T3)는 데이터선(X)으로부터 공급된 데이터 전류

(Idata)를 자기의 채널에 흐르게 하여, 데이터 전류(Idata)에 따른 게이트 전압(Vg)을 자기의 게이트에 발생시킨다. 프로그

래밍 트랜지스터(T3)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C)에는, 발생한 게이트 전압(Vg)에 따른 전하가 축적되어, 데이터가 기

입된다.

프로그래밍 기간 t0∼t1에서는, 펄스 신호(PLS)가 L레벨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 트랜지스터(T5)는 오프의 상태이

다. 따라서, 커런트 미러 회로를 구성하는 한쌍의 트랜지스터(T3, T4)의 임계값에 관계없이, 유기 EL 소자(OLED)에 대한

전류 경로가 계속하여 차단된다. 그 때문에, 이 기간 t0∼t1에서 유기 EL 소자(OLED)는 발광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동 기간 t1∼t2에서는, 커패시터(C)의 축적 전하에 따른 구동 전류(Ioled)가 유기 EL 소자(OLED)를 흘러, 유

기 EL 소자(OLED)가 발광한다. 우선, 타이밍 t1에서, 제 1 주사 신호(SEL1)가 L레벨로 하강하여, 제 1 스위칭 트랜지스

터(T1)가 오프한다. 이것에 의해, 데이터선(X)과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T3)의 드레인이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프로그래

밍 트랜지스터(T3)에 대한 데이터 전류(Idata)의 공급이 정지된다. 이 제 1 주사 신호(SEL1)의 하강과 동기하여, 제 2 주

사 신호(SEL2)가 H레벨로 상승하여,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T2)도 오프한다. 이것에 의해,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T3)

의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된다. 구동 트랜지스터(T4)의 게이트에는, 커패시터(C)에 축적된 전하에 의

해, 게이트 전압(Vg)에 상당하는 전압이 인가된다.

타이밍 t1에서의 제 1 주사 신호(SEL1)의 하강과 동기하여, 그 이전은 L레벨이었던 펄스 신호(PLS)는 H레벨과 L레벨이

번갈아 반복되는 펄스 형상의 파형으로 변화한다. 이 펄스 파형은 화소(2)의 다음 선택이 개시되는 타이밍 t2에 도달할 때

까지 계속된다. 이것에 의해, 펄스 신호(PLS)에 의해 도통 제어되는 제어 트랜지스터(T5)는 온과 오프를 번갈아 반복하게

된다. 제어 트랜지스터(T5)가 온인 경우, 전원 전위(Vdd)로부터 전위(Vss)를 향하여, 구동 트랜지스터(T4)와 제어 트랜

지스터(T5)와 유기 EL 소자(OLED)를 통한 전류 경로가 형성된다. 유기 EL 소자(OLED)를 흐르는 구동 전류(Ioled)는, 그

전류값을 설정하는 구동 트랜지스터(T4)의 채널 전류에 상당하고, 커패시터(C)의 축적 전하에 기인한 게이트 전압(Vg)에

의해 제어된다. 유기 EL 소자(OLED)는 구동 전류(Ioled)에 따른 휘도로 발광한다. 상술한 커런트 미러 구성에 의해, 유기

EL 소자(OLED)의 발광 휘도를 규정하는 구동 전류(Ioled)(구동 트랜지스터(T4)의 채널 전류)는 데이터선(X)으로부터 공

급된 데이터 전류(Idata)(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T3)의 채널 전류)에 비례한다. 한편, 제어 트랜지스터(T5)가 오프인 경

우,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가 제어 트랜지스터(T5)에 의해 강제적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제어 트랜지스터(T5)의

오프 기간에서는, 유기 EL 소자(OLED)의 발광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흑색 표시로 된다. 이와 같이, 구동 기간 t1∼t2에

서는,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 중에 설치된 제어 트랜지스터(T5)의 온과 오프가 복수회 실행되기 때문에, 유기 EL

소자(OLED)의 발광과 비(非)발광이 복수회 반복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제어 트랜지스터(T5)의 도통 제어에 의해, 화소(2)가 선택되고 나서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t0∼t2에서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의 차단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구동 기간 t1∼t2에서 유기 EL 소자

(OLED)의 발광과 비발광이 복수회 실행된다. 그 결과, 화소(2)의 광학 응답을 임펄스형에 근접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t1∼t2에서 유기 EL 소자(OLED)가 비발광으로 되는 기간(흑색 표시의 기간)이 분산되기 때문에, 표시 화상의 플리커

(flicker)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다. 그 결과, 표시 품질의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그것과 함께, 화소(2)의 광학 응

답을 개선함으로써, 동화 표시 등에서의 의사(疑似) 윤곽의 발생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기 EL 소자(OLED)의 발광과 비발광에 의해, 연속하여 발광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평균 휘도는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발광과 비발광의 시간 밸런스를 제어함으로써, 휘도의 조절이 용이하게 가능해진다.

또한, 본 실시예에 의하면,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 중에 제어 트랜지스터(T5)를 설치함으로써, 커런트 미러 회로를

구성하는 한쌍의 트랜지스터(T3, T4)의 임계값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 상술한 일본국 특개2001-60076호 공보에 개시된

커런트 미러 회로를 갖는 화소 회로에서는,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 중에 제어 트랜지스터(T5)가 설치되어 있지 않

다. 그 때문에, 구동 트랜지스터(T4)의 임계값은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T3)의 임계값보다도 낮아지지 않도록 설정할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커패시터(C)에 대한 데이터의 기입이 충분히 완료되지 않은 동안에,

구동 트랜지스터(T4)가 온하게 되고, 이것에 기인한 누설 전류에 의해, 유기 EL 소자(OLED)가 발광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구동 트랜지스터(T4)를 완전하게 오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유기 EL 소자(OLED)를 완전하게 소등할 수 없는, 즉,

「흑색」 표시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것에 대하여, 본 실시예와 같이,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

로 중에 제어 트랜지스터(T5)를 추가하여, 프로그래밍 기간 t0∼t1 중에 이것을 오프시켜 두면, 트랜지스터(T3, T4)의 임

계값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를 강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 결과, 프로그래밍 기간

t0∼t1에서, 구동 트랜지스터(T4)의 누설 전류에 기인한 유기 EL 소자(OLED)의 발광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어, 표시

품질의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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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구동 기간 t1∼t2에서 펄스 신호(PLS)의 파형을 펄스 형상으로 한 예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

러나, 상술한 누설 전류에 기인한 유기 EL 소자(OLED)의 발광 방지에만 주목하면, 적어도 프로그래밍 기간 t0∼t1에서 제

어 트랜지스터(T5)가 오프하고 있으면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그래밍 기간 t0∼t1에서는

펄스 신호(PLS)를 L레벨로 유지하고, 이것에 연속되는 구동 기간 t1∼t2에서는 펄스 신호(PLS)를 H레벨로 유지할 수도

있다. 또한,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T2)를 n채널형으로 변경하여 T2의 게이트에 주사 신호를 접속하는 구성에서도 동일

한 효과가 얻어진다. 그 경우는 주사선이 불필요해지므로 화소를 구성하는 회로 규모가 작아져, 제조 수율 향상이나 개구

율 향상에 공헌할 수 있다.

(제 2 실시예)

본 실시예는 구동 트랜지스터가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로서의 기능도 담당하는, 전류 프로그램 방식에서의 화소 회로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또한, 후술하는 각 실시예를 포함하여, 전기 광학 장치의 전체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1개의 수평 라인

(Y)의 구성을 제외하고 도 1과 동일하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1개의 수평 라인(Y)은 주사 신호(SEL)가 공급되는 1개의 주

사선과, 펄스 신호(PLS)가 공급되는 1개의 신호선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도 5는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2)의 회로도이다. 1개의 화소(2)는 유기 EL 소자(OLED), 4개의 트랜지스터(T1, T2, T4,

T5) 및 커패시터(C)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회로에 있어서, 트랜지스터(T1, T2, T4, T5)의

타입은 모두 p채널형이지만, 이것은 일례로서, 본 발명이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T1)의 게이트는 주사 신호(SEL)가 공급되는 주사선에 접속되고, 그 소스는 데이터 전류(Idata)가

공급되는 데이터선(X)에 접속되어 있다.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T1)의 드레인은 제어 트랜지스터(T5)의 드레인과, 구동

트랜지스터(T4)의 소스와, 커패시터(C)의 한쪽 전극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 커패시터(C)의 다른쪽 전극은 구동 트랜지스

터(T4)의 게이트와,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T2)의 소스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T2)의 게이트는,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T1)와 동일하게, 주사 신호(SEL)가 공급되는 주사선에 접속되어 있다.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

(T2)의 드레인은 구동 트랜지스터(T4)의 드레인과, 유기 EL 소자(OLED)의 애노드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 이 유기 EL 소

자(OLED)의 캐소드에는 전위(Vss)가 인가되어 있다. 제어 트랜지스터(T5)의 게이트는 펄스 신호(PLS)가 공급되는 신호

선에 접속되고, 그 소스에는 전원 전위(Vdd)가 인가되어 있다.

도 6은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2)의 구동 타이밍차트이다. 도 5의 화소 회로에서는, 1수직 주사 기간 t0∼t2의 거의 전체에

걸쳐, 유기 EL 소자(OLED)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유기 EL 소자(OLED)가 발광한다. 상술한 실시예와 동일하게, 1수직

주사 기간 t0∼t2는 프로그래밍 기간 t0∼t1과 구동 기간 t1∼t2로 나뉜다.

우선, 프로그래밍 기간 t0∼t1에서는, 화소(2)의 선택에 의해, 커패시터(C)에 대한 데이터의 기입이 실행된다. 타이밍 t0에

서 주사 신호(SEL)가 L레벨로 하강하여, 스위칭 트랜지스터(T1, T2)가 모두 온한다. 이것에 의해, 데이터선(X)과 구동 트

랜지스터(T4)의 소스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동시에, 구동 트랜지스터(T4)는 자기의 게이트와 자기의 드레인이 전기적으

로 접속된 다이오드 접속으로 된다. 이것에 의해, 구동 트랜지스터(T4)는 데이터선(X)으로부터 공급된 데이터 전류(Idata)

를 자기의 채널에 흐르게 하여, 이 데이터 전류(Idata)에 따른 게이트 전압(Vg)을 자기의 게이트에 발생시킨다. 구동 트랜

지스터(T4)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접속된 커패시터(C)에는, 발생한 게이트 전압(Vg)에 따른 전하가 축적되어, 데이터가

기입된다.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 기간 t0∼t1에서, 구동 트랜지스터(T4)는 커패시터(C)에 데이터를 기입하는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로서 기능한다.

프로그래밍 기간 t0∼t1에서는, 펄스 신호(PLS)가 H레벨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 트랜지스터(T5)는 오프의 상태이

다. 따라서, 전원 전위(Vdd)로부터 전위(Vss)를 향하는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 자체는 계속하여 차단된다. 그러나,

데이터선(X)과 전위(Vss) 사이에,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T1)와 구동 트랜지스터(T4)와 유기 EL 소자(OLED)를 통한 데

이터 전류(Idata)의 전류 경로가 형성된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기간 t0∼t1에서도, 데이터 전류(Idata)에 따른 휘도로 유기

EL 소자(OLED)가 발광한다.

다음으로, 구동 기간 t1∼t2에서는, 커패시터(C)에 축적된 전하에 따른 구동 전류(Ioled)가 유기 EL 소자(OLED)를 흘러,

유기 EL 소자(OLED)가 발광한다. 우선, 구동 개시 타이밍 t1에서 주사 신호(SEL)가 H레벨로 상승하여, 스위칭 트랜지스

터(T1, T2)가 모두 오프한다. 이것에 의해, 데이터 전류(Idata)가 공급된 데이터선(X)과 구동 트랜지스터(T4)의 소스가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구동 트랜지스터(T4)의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도 전기적으로 분리된다. 구동 트랜지스터(T4)의 게

이트에는, 커패시터(C)의 축적 전하에 따라, 게이트 전압(Vg)에 상당하는 전압이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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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t1에서의 주사 신호(SEL)의 상승과 동기하여, 그 이전은 H레벨이었던 펄스 신호(PLS)는 펄스 파형으로 변화한다.

이것에 의해, 펄스 신호(PLS)에 의해 도통 제어되는 제어 트랜지스터(T5)는 온과 오프를 번갈아 반복하게 된다. 제어 트랜

지스터(T5)가 온인 경우,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가 형성된다. 유기 EL 소자(OLED)를 흐르는 구동 전류(Ioled)는

커패시터(C)의 축적 전하에 기인한 게이트 전압(Vg)에 의해 제어되고, 이 전류 레벨에 따른 휘도로 유기 EL 소자(OLED)

가 발광한다. 한편, 제어 트랜지스터(T5)가 오프인 경우,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가 제어 트랜지스터(T5)에 의해 강

제적으로 차단된다. 이러한 제어 트랜지스터(T5)의 도통 제어를 통하여, 구동 기간 t1∼t2에서 유기 EL 소자(OLED)의 발

광이 단속적(斷續的)으로 반복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제어 트랜지스터(T5)의 도통 제어에 의해, 화소(2)가 선택되고 나서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t0∼t2에서,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의 차단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구동 기간 t1∼t2에서 유기 EL 소자

(OLED)의 발광과 비발광이 복수회 실행된다. 그 결과, 제 1 실시예와 동일하게, 화소(2)의 광학 응답을 임펄스형에 근접시

킬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t1∼t2에서, 유기 EL 소자(OLED)가 비발광으로 되는 기간(흑색 표시의 기간)이 분산되기 때문

에, 표시 화상의 플리커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다. 그 결과, 표시 품질의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그것과 함께, 화소

(2)의 광학 응답을 개선함으로써, 동화 표시 등에서의 의사 윤곽의 발생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기 EL 소자(OLED)의 발광과 비발광에 의해, 연속하여 발광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평균 휘도는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발광과 비발광의 시간 밸런스를 제어함으로써, 휘도의 조절이 용이하게 가능해진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유기 EL 소자(OLED)의 단속적인 발광을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 중에 존재하는 제어 트랜

지스터(T5)의 도통 제어에 의해 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도 7 또는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 중에 제어 트랜지스터(T5)와는 별도로 제 2 제어 트랜지스터(T6)를 추가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을 실현할 수

있다. 도 7의 화소 회로에서는, 제 2 제어 트랜지스터(T6)를 제 1 제어 트랜지스터(T5)의 드레인과 구동 트랜지스터(T4)

의 소스 사이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도 8의 화소 회로에서는, 제 2 제어 트랜지스터(T6)를 구동 트랜지스터(T4)의 드레

인과 유기 EL 소자(OLED)의 애노드 사이에 설치하고 있다. 제 2 제어 트랜지스터(T6)는, 일례로서, n채널형의 트랜지스

터이며, 그 게이트에는 펄스 신호(PLS)가 공급된다. 한편, 제 1 제어 트랜지스터(T5)의 게이트에는 제어 신호(GP)가 공급

된다.

도 9는 도 7 또는 도 8의 화소(2)의 구동 타이밍차트이다. 제어 신호(GP)는 프로그래밍 기간 t0∼t1에서 H레벨로 유지된

다. 따라서,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는, 제어 신호(GP)에 의해 도통 제어되는 제어 트랜지스터(T5)에 의해 복수회 차

단된다. 또한, 이 프로그래밍 기간 t0∼t1에서는 펄스 신호(PLS)가 H레벨로 되기 때문에, 제 2 제어 트랜지스터(T6)가 온

한다. 따라서, 도 5의 화소 회로와 동일하게, 데이터 전류(Idata)의 전류 경로가 형성되어, 커패시터(C)에 데이터가 기입되

는 동시에, 유기 EL 소자(OLED)가 발광한다. 연속되는 구동 기간 t1∼t2에서는, 제어 신호(GP)가 H레벨로 되는 동시에,

펄스 신호(PLS)가 펄스 파형으로 된다. 따라서, 펄스 신호(PLS)에 의한 제 2 제어 트랜지스터(T6)의 도통 제어를 통하여,

유기 EL 소자(OLED)의 발광이 단속적으로 반복된다.

(제 3 실시예)

본 실시예는, 구동 트랜지스터가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로서의 기능도 담당하는, 전류 프로그램 방식에서의 화소 회로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1개의 수평 라인(Y)은 주사 신호(SEL)가 공급되는 1개의 주사선과, 펄스 신호

(PLS)가 공급되는 1개의 신호선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도 10은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2)의 회로도이다. 1개의 화소(2)는 유기 EL 소자(OLED), 4개의 트랜지스터(T1, T2, T4,

T5) 및 커패시터(C)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회로에서는, n채널형의 트랜지스터(T1, T2, T5)

와 p채널형의 트랜지스터(T4)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일례로서, 본 발명이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T1)의 게이트는 주사 신호(SEL)가 공급되는 주사선에 접속되고, 그 소스는 데이터 전류(Idata)가

공급되는 데이터선(X)에 접속되어 있다.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T1)의 드레인은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T2)의 소스와,

구동 트랜지스터(T4)의 드레인과, 제어 트랜지스터(T5)의 드레인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T2)의

게이트는,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T1)와 동일하게, 주사 신호(SEL)가 공급되는 주사선에 접속되어 있다. 제 2 스위칭 트

랜지스터(T2)의 드레인은 커패시터(C)의 한쪽 전극과, 구동 트랜지스터(T4)의 게이트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 커패시터

(C)의 다른쪽 전극과 구동 트랜지스터(T4)의 소스에는 전원 전위(Vdd)가 인가되어 있다. 펄스 신호(PLS)가 게이트에 공

급된 제어 트랜지스터(T5)는, 구동 트랜지스터(T4)의 드레인과 유기 EL 소자(OLED)의 애노드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이

유기 EL 소자(OLED)의 캐소드에는 전위(Vss)가 인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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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2)의 구동 타이밍차트이다. 상술한 실시예와 동일하게, 1수직 주사 기간 t0∼t2는 프로그

래밍 기간 t0∼t1과 구동 기간 t1∼t2로 나뉜다.

우선, 프로그래밍 기간 t0∼t1에서는, 화소(2)의 선택에 의해, 커패시터(C)에 대한 데이터의 기입이 실행된다. 타이밍 t0에

서 주사 신호(SEL)가 H레벨로 상승하여, 스위칭 트랜지스터(T1, T2)가 모두 온한다. 이것에 의해, 데이터선(X)과 구동 트

랜지스터(T4)의 드레인이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동시에, 구동 트랜지스터(T4)는 자기의 게이트와 자기의 드레인이 전기적

으로 접속된 다이오드 접속으로 된다. 이것에 의해, 구동 트랜지스터(T4)는 데이터선(X)으로부터 공급된 데이터 전류

(Idata)를 자기의 채널에 흐르게 하여, 이 데이터 전류(Idata)에 따른 게이트 전압(Vg)을 자기의 게이트에 발생시킨다. 구

동 트랜지스터(T4)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C)에는, 발생한 게이트 전압(Vg)에 따른 전하가 축적되어, 데이터가 기입

된다.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 기간 t0∼t1에서, 구동 트랜지스터(T4)는 커패시터(C)에 데이터를 기입하는 프로그래밍 트

랜지스터로서 기능한다.

프로그래밍 기간 t0∼t1에서는, 펄스 신호(PLS)가 L레벨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 트랜지스터(T5)는 오프의 상태이

다. 따라서, 유기 EL 소자(OLED)에 대한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가 계속하여 차단되기 때문에, 이 기간 t0∼t1에서

유기 EL 소자(OLED)는 발광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동 기간 t1∼t2에서는, 커패시터(C)에 축적된 전하에 따른 구동 전류(Ioled)가 유기 EL 소자(OLED)를 흘러,

유기 EL 소자(OLED)가 발광한다. 우선, 구동 개시 타이밍 t1에서 주사 신호(SEL)가 L레벨로 하강하여, 스위칭 트랜지스

터(T1, T2)가 모두 오프한다. 이것에 의해, 데이터 전류(Idata)가 공급된 데이터선(X)과 구동 트랜지스터(T4)의 드레인이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구동 트랜지스터(T4)의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도 전기적으로 분리된다. 구동 트랜지스터(T4)의 게

이트에는, 커패시터(C)의 축적 전하에 따라, 게이트 전압(Vg)에 상당하는 전압이 인가된다.

타이밍 t1에서의 주사 신호(SEL)의 하강과 동기하여, 그 이전은 L레벨이었던 펄스 신호(PLS)는 펄스 파형으로 변화한다.

이 펄스 파형은 화소(2)의 다음 선택이 개시되는 타이밍 t2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것에 의해, 펄스 신호(PLS)에 의

해 도통 제어되는 제어 트랜지스터(T5)는 온과 오프를 번갈아 반복하게 된다. 제어 트랜지스터(T5)가 온인 경우, 구동 전

류(Ioled)의 전류 경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유기 EL 소자(OLED)는 구동 전류(Ioled)에 따른 휘도로 발광한다. 한편, 제어

트랜지스터(T5)가 오프인 경우,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가 제어 트랜지스터(T5)에 의해 강제적으로 차단된다. 이러

한 제어 트랜지스터(T5)의 도통 제어를 통하여,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의 차단이 반복되기 때문에, 유기 EL 소자

(OLED)의 발광과 비발광이 복수회 실행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제어 트랜지스터(T5)의 도통 제어에 의해, 화소(2)가 선택되고 나서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t0∼t2에서,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의 차단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구동 기간 t1∼t2에서 유기 EL 소자

(OLED)의 발광과 비발광이 복수회 실행된다. 그 결과, 제 1 실시예와 동일하게, 화소(2)의 광학 응답을 임펄스형에 근접시

킬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t1∼t2에서 유기 EL 소자(OLED)가 비발광으로 되는 기간(흑색 표시의 기간)이 분산되기 때문

에, 표시 화상의 플리커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다. 그 결과, 표시 품질의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그것과 함께, 화소

(2)의 광학 응답을 개선함으로써, 동화 표시 등에서의 의사 윤곽의 발생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기 EL 소자(OLED)의 발광과 비발광에 의해, 연속하여 발광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평균 휘도는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발광과 비발광의 시간 밸런스를 제어함으로써, 휘도의 조절이 용이하게 가능해진다.

(제 4 실시예)

본 실시예는 전압 프로그램 방식에서의 화소 회로의 구성에 관한 것이며, 특히 CC(Conductance Control)법이라고 불리

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전압 프로그램 방식」은 데이터선(X)에 대한 데이터의 공급을 전압 베이스로 행하는 방식

을 의미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1개의 수평 라인(Y)은 주사 신호(SEL)가 공급되는 1개의 주사선과, 펄스 신호(PLS)가

공급되는 1개의 신호선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전압 프로그램 방식에서는, 데이터 전압(Vdata)을 데이터선(X)에 그대로

출력하는 관계상, 데이터선 구동 회로(4)에 가변 전류원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도 12는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2)의 회로도이다. 1개의 화소(2)는 유기 EL 소자(OLED), 3개의 트랜지스터(T1, T4, T5)

및 커패시터(C)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회로에서는, 트랜지스터(T1, T4, T5)의 타입은 모두

n채널형이지만, 이것은 일례로서, 본 발명이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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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칭 트랜지스터(T1)의 게이트는 주사 신호(SEL)가 공급되는 주사선에 접속되고, 그 드레인은 데이터 전압(Vdata)이

공급되는 데이터선(X)에 접속되어 있다. 스위칭 트랜지스터(T1)의 소스는 커패시터(C)의 한쪽 전극과, 구동 트랜지스터

(T4)의 게이트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 커패시터(C)의 다른쪽 전극에는 전위(Vss)가 인가되어 있고, 구동 트랜지스터(T4)

의 드레인에는 전원 전위(Vdd)가 인가되어 있다. 제어 트랜지스터(T5)는 펄스 신호(PLS)에 의해 도통 제어되고, 그 소스

는 유기 EL 소자(OLED)의 애노드에 접속되어 있다. 이 유기 EL 소자(OLED)의 캐소드에는 전위(Vss)가 인가되어 있다.

도 13은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2)의 구동 타이밍차트이다. 우선, 타이밍 t0에서 주사 신호(SEL)가 H레벨로 상승하여, 스

위칭 트랜지스터(T1)가 온한다. 이것에 의해, 데이터선(X)에 공급된 데이터 전압(Vdata)이 스위칭 트랜지스터(T1)를 통

하여 커패시터(C)의 한쪽 전극에 인가되고, 데이터 전압(Vdata)에 상당하는 전하가 커패시터(C)에 축적된다(데이터의 기

입). 또한, 타이밍 t0으로부터 타이밍 t1까지의 기간에서, 펄스 신호(PLS)는 L레벨로 유지되기 때문에, 제어 트랜지스터

(T5)는 오프의 상태이다. 따라서, 유기 EL 소자(OLED)에 대한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전반의

기간 t0∼t1에서 유기 EL 소자(OLED)는 발광하지 않는다.

전반의 기간 t0∼t1에 연속되는 후반의 기간 t1∼t2에서는, 커패시터(C)에 축적된 전하에 따른 구동 전류(Ioled)가 유기

EL 소자(OLED)를 흘러, 유기 EL 소자(OLED)가 발광한다. 타이밍 t1에서는 주사 신호(SEL)가 L레벨로 하강하여, 스위칭

트랜지스터(T1)가 오프한다. 이것에 의해, 커패시터(C)의 한쪽 전극에 대한 데이터 전압(Vdata)의 인가가 정지되지만, 커

패시터(C)의 축적 전하에 의해, 구동 트랜지스터(T4)의 게이트에는 게이트 전압(Vg)에 상당하는 전압이 인가된다.

타이밍 t1에서의 주사 신호(SEL)의 하강과 동기하여, 그 이전은 L레벨이었던 펄스 신호(PLS)는 펄스 파형으로 변화한다.

이 펄스 파형은 화소(2)의 다음 선택이 개시되는 타이밍 t2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제어 트랜지스터(T5)의 도

통 제어를 통하여,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의 차단이 복수회 실행되기 때문에, 유기 EL 소자(OLED)의 발광과 비발

광이 반복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제어 트랜지스터(T5)의 도통 제어에 의해, 화소(2)가 선택되고 나서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t0∼t2에서,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의 차단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구동 기간 t1∼t2에서 유기 EL 소자

(OLED)의 발광과 비발광이 복수회 실행된다. 그 결과, 제 1 실시예와 동일하게, 화소(2)의 광학 응답을 임펄스형에 근접시

킬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t1∼t2에서 유기 EL 소자(OLED)가 비발광으로 되는 기간(흑색 표시의 기간)이 분산되기 때문

에, 표시 화상의 플리커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다. 그 결과, 표시 품질의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그것과 함께, 화소

(2)의 광학 응답을 개선함으로써, 동화 표시 등에서의 의사 윤곽의 발생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기 EL 소자(OLED)의 발광과 비발광에 의해, 연속하여 발광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평균 휘도는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발광과 비발광의 시간 밸런스를 제어함으로써, 휘도의 조절이 용이하게 가능해진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펄스 신호(PLS)의 파형을 펄스 형상으로 하는 개시 타이밍은 주사 신호(SEL)의 하강 타이밍 t1

과 동일할 수도 있지만, 특히 저계조 데이터의 기입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이것보다도 소정의 시간만큼 빠르게 설정할 수

도 있다.

(제 5 실시예)

본 실시예는 전압 프로그램 방식의 화소 회로를 구동하는 화소 회로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1개의 수

평 라인(Y)은 제 1 주사 신호 및 제 2 주사 신호가 각각 공급되는 2개의 주사선과, 펄스 신호(PLS)가 공급되는 1개의 신호

선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도 14는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2)의 회로도이다. 1개의 화소(2)는 유기 EL 소자(OLED), 4개의 트랜지스터(T1, T2, T4,

T5) 및 2개의 커패시터(C1, C2)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회로에서는, 트랜지스터(T1, T2,

T4, T5)의 타입이 모두 p채널형이지만, 이것은 일례로서, 본 발명이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T1)의 게이트는 주사 신호(SEL)가 공급되는 주사선에 접속되고, 그 소스는 데이터 전압(Vdata)

이 공급되는 데이터선(X)에 접속되어 있다.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T1)의 드레인은 제 1 커패시터(C1)의 한쪽 전극에 접

속되어 있다. 또한, 제 1 커패시터(C1)의 다른쪽 전극은 제 2 커패시터(C2)의 한쪽 전극과,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T2)의

소스와, 구동 트랜지스터(T4)의 게이트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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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커패시터(C2)의 다른쪽 전극과 구동 트랜지스터(T4)의 소스에는 전원 전위(Vdd)가 인가되어 있다. 제 2 스위칭 트랜

지스터(T2)의 게이트에는 제 2 주사 신호(SEL2)가 공급되고, 그 드레인은 구동 트랜지스터(T4)의 드레인과 제어 트랜지

스터(T5)의 소스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 펄스 신호(PLS)가 게이트에 공급된 제어 트랜지스터(T5)는, 구동 트랜지스터

(T4)의 드레인과 유기 EL 소자(OLED)의 애노드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이 유기 EL 소자(OLED)의 캐소드에는 전위(Vss)

가 인가되어 있다.

도 15는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2)의 구동 타이밍차트이다. 1수직 주사 기간 t0∼t4는 기간 t0∼t1과, 오토 제로 기간

t1∼t2와, 로드 데이터 기간 t2∼t3과, 구동 기간 t3∼t4로 나뉜다.

우선, 기간 t0∼t1에서, 구동 트랜지스터(T4)의 드레인의 전위가 전위 Vss로 설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타이밍 t0에서 제 1

및 제 2 주사 신호(SEL1, SEL2)가 모두 L레벨로 하강하여, 제 1 및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T1, T2)가 모두 온한다. 이

기간 t0∼t1에서는, 데이터선(X)에 대하여 전원 전위(Vdd)가 고정적으로 인가되고 있기 때문에, 제 1 커패시터(C1)의 한

쪽 전극에는 전원 전위(Vdd)가 인가된다. 또한, 이 기간 t0∼t1에서는 펄스 신호(PLS)가 L레벨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 트랜지스터(T5)가 온한다. 이것에 의해, 제어 트랜지스터(T5)와 유기 EL 소자(OLED)를 통한 전류 경로가 형성되고,

구동 트랜지스터(T4)의 드레인 전위가 전위 Vss로 된다. 따라서, 구동 트랜지스터(T4)의 소스를 기준으로 한 게이트 전압

(Vgs)이 마이너스로 되어, 구동 트랜지스터(T4)가 온한다.

다음으로, 오토 제로 기간 t1∼t2에서, 구동 트랜지스터(T4)의 게이트 전압(Vgs)이 임계값 전압(Vth)으로 된다. 이 기간

t1∼t2에서는, 주사 신호(SEL1, SEL2)는 모두 L레벨이기 때문에, 스위칭 트랜지스터(T1, T2)의 온 상태가 유지된다. 타

이밍 t1에서 펄스 신호(PLS)가 H레벨로 상승하여, 제어 트랜지스터(T5)가 오프로 되지만, 제 1 커패시터(C1)의 한쪽 전

극에는 데이터선으로부터의 전원 전위(Vdd)의 인가가 계속된다. 구동 트랜지스터(T4)의 게이트에는, 자기의 채널과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T2)를 통하여, 자기의 소스에 인가된 전원 전위(Vdd)가 인가된다. 이것에 의해, 구동 트랜지스터(T4)

의 게이트간 전압(Vgs)은 자기의 임계값 전압(Vth)까지 밀어 올려지고, 게이트 전압(Vgs)이 임계값 전압(Vth)으로 된 시

점에서, 구동 트랜지스터(T4)가 오프로 된다. 그 결과, 구동 트랜지스터(T4)의 게이트에 접속된 2개의 커패시터(C1, C2)

의 전극에는, 각각 임계값 전압(Vth)이 인가된다. 한편, 커패시터(C1, C2)의 대향하는 전극에는 데이터선(X)으로부터의

전원 전위(Vdd)가 인가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커패시터(C1, C2)의 전위차는 전원 전위(Vdd)와 임계값 전압(Vth)의 차

(Vdd-Vth)로 설정된다(오토 제로).

연속되는 로드 데이터 기간 t2∼t3에서, 오토 제로로 설정된 커패시터(C1, C2)에 대한 데이터의 기입이 실행된다. 이 기간

t2∼t3에서, 제 1 주사 신호(SEL1)는 그 이전과 동일하게 L레벨로 유지되고, 펄스 신호(PLS)도 그 이전과 동일하게 H레

벨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T1)는 온한 상태이고, 제어 트랜지스터(T5)는 오프한 상태이다. 그

러나, 타이밍 t2에서 제 2 주사 신호(SEL2)가 H레벨로 상승하기 때문에,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T2)가 온으로부터 오프

로 변화한다. 또한, 데이터 전압(Vdata)으로서, 종전의 전원 전위(Vdd)로부터 ΔVdata만큼 저하시킨 전압 레벨이 데이터

선(X)에 인가된다. 변화량 ΔVdata는 화소(2)에 기입하는 데이터에 따른 가변값이며, 이것에 의해, 제 1 커패시터(C1)의

전위차가 저하된다. 이와 같이 제 1 커패시터(C1)의 전위차를 변화시키면, 커패시터(C1, C2)의 용량 분할의 관계에 따라,

제 2 커패시터(C2)의 전위차도 변화한다. 변화 후의 각 커패시터(C1, C2)의 전위차는, 오토 제로 기간 t1∼t2에서의 전위

차(Vdd-Vth)로부터 변화량 ΔVdata만큼을 뺀 값에 의해 결정된다. 변화량 ΔVdata에 기인한 커패시터(C1, C2)의 전위차

변화에 의해, 각각의 커패시터(C1, C2)에 대하여 데이터가 기입된다.

마지막으로, 구동 기간 t3∼t4에서, 제 2 커패시터(C2)에 축적된 전하에 따른 구동 전류(Ioled)가 유기 EL 소자(OLED)를

흘러, 유기 EL 소자(OLED)가 발광한다. 타이밍 t3에서 제 1 주사 신호(SEL1)가 H레벨로 상승하여, 제 1 스위칭 트랜지스

터(T1)가 온으로부터 오프로 변화한다(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T2)는 오프의 상태임). 또한, 데이터선(X)의 전압은 전원

전위(Vdd)로 복귀한다. 이것에 의해, 데이터 전원 전위(Vdd)가 인가된 데이터선(X)과 제 1 커패시터(C1)의 한쪽 전극이

분리되는 동시에, 구동 트랜지스터(T4)의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도 분리된다. 따라서, 구동 트랜지스터(T4)의 게이트에는,

제 2 커패시터(C2)의 축적 전하에 따른 전압(소스를 기준으로 한 게이트 전압(Vgs))이 인가된다. 또한, 구동 트랜지스터

(T4)를 흐르는 전류(Ids)(구동 전류(Ioled)에 상당)의 산출식에는, 구동 트랜지스터(T4)의 임계값 전압(Vth)과 게이트 전

압(Vgs)이 변수로서 포함된다. 그러나, 게이트 전압(Vgs)으로서, 제 2 커패시터(C2)의 전위차(Vgs에 상당)를 대입한 경

우, 구동 전류(Ioled)의 산출식에서 임계값 전압(Vth)이 상쇄된다. 그 결과, 구동 전류(Ioled)는 구동 트랜지스터(T4)의 임

계값 전압(Vth)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데이터 전압의 변화량 ΔVdata에만 의존하게 된다.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는, 전원 전위(Vdd)로부터 전위(Vss)를 향하여, 구동 트랜지스터(T4)와 제어 트랜지스터

(T5)와 유기 EL 소자(OLED)를 통한 경로로 된다. 이 구동 전류(Ioled)는 구동 트랜지스터(T4)의 채널 전류에 상당하고,

제 2 커패시터(C2)의 축적 전하에 기인한 게이트 전압(Vgs)에 의해 제어된다. 구동 기간 t3∼t4에서는, 상술한 각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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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하게, 펄스 신호(PLS)가 펄스 형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신호(PLS)에 의해 도통 제어되는 제어 트랜지스터(T5)는

온과 오프를 번갈아 반복한다. 그 결과,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의 차단이 반복되기 때문에, 유기 EL 소자(OLED)의

발광과 비발광이 번갈아 실행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제어 트랜지스터(T5)는 구동 기간 t3∼t4에서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

복하고, 이 구동 기간 t3∼t4를 제외한 기간 t0∼t3에서 구동 전류(Ioled)의 전류 경로를 계속하여 차단한다. 이 때문에, 구

동 기간 t3∼t4에서 유기 EL 소자(OLED)의 발광과 비발광이 복수회 실행된다. 그 결과, 제 1 실시예와 동일하게, 화소(2)

의 광학 응답을 임펄스형에 근접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t1∼t2에서 유기 EL 소자(OLED)가 비발광으로 되는 기간(흑

색 표시의 기간)이 분산되기 때문에, 표시 화상의 플리커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다. 그 결과, 표시 품질의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그것과 함께, 화소(2)의 광학 응답을 개선함으로써, 동화 표시 등에서의 의사 윤곽의 발생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기 EL 소자(OLED)의 발광과 비발광에 의해, 연속하여 발광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평균 휘도는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발광과 비발광의 시간 밸런스를 제어함으로써, 휘도의 조절이 용이하게 가능해진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타이밍 t4에서 펄스 신호(PLS)의 펄스 파형을 종료하고 있지만, 특히 저계조 데이터의 기입의 안정

성을 고려하면, 타이밍 t4보다도 소정의 시간만큼 빠르게 종료시킬 수도 있다.

또한, 상술한 각 실시예에서는, 전기 광학 소자로서 유기 EL 소자(OLED)를 사용한 예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본 발명

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그 이외의 전기 광학 소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각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는, 예를 들어, 프로젝터, 휴대 전화기, 휴대 단말, 모바일형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자 기기에 실장할 수 있다. 이들 전자 기기에 상술한 전기 광학 장치를 실장하면, 전자 기

기의 상품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어, 시장에서의 전자 기기의 상품 소구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기 광학 소자를 갖는 화소에 있어서,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차단하는, 제어 소자의 일 형태인 제어 트랜지스터를 설치한다. 그리고, 일정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이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제어 트랜지스터의 도통 제어에 의해,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적절

한 타이밍으로 차단한다. 이것에 의해, 표시 품질의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 광학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주사선과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을 선택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상기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선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

선 구동 회로를 갖고,

상기 화소의 각각은,

등록특허 10-0594834

- 14 -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된 데이터를 유지하는 유지 수단과,

상기 유지 수단에 의해 유지된 데이터에 따라, 상기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하는 구동 전류를 설정하는 구동 소자와,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

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도통과 차단을 복수회 반복하는 제어 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2.

전기 광학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주사선과 상기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을 선택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상기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선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

선 구동 회로를 갖고,

상기 화소의 각각은,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된 데이터에 따른 전하를 축적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이 실행되는 커패시터와,

상기 커패시터에 축적된 전하에 따라, 구동 전류를 설정하고, 상기 구동 전류를 상기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하는 구동 트랜

지스터와,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

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도통과 차단을 복수회 반복하는 제어 트랜지스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선 구동 회로는 상기 데이터선에 대하여 데이터 전류로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화소의 각각은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를 더 가지며,

상기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는, 자기(自己)의 채널에 상기 데이터 전류가 흐름으로써 발생하는 게이트 전압에 의거하여,

상기 커패시터에 대한 데이터의 기입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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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선 구동 회로는 상기 데이터선에 대하여 데이터 전압으로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커패시터에 대한 데이터의 기입은 상기 데이터 전압에 의거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5.

제 2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트랜지스터는 상기 주사선 구동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펄스 신호에 의해 도통(導通) 제어되고,

상기 주사선 구동 회로는,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공급하는 상기 주사 신호와 동기하여,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공급하는 상기 펄스 신호를 고(高)레벨과 저(低)레벨이 번갈아 반복되는 펄스 형상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6.

전기 광학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주사선과 상기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주사선에 제 1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을 선택하는 동

시에, 상기 제 1 주사 신호와 동기한 제 2 주사 신호와, 상기 제 1 주사 신호와 동기한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상기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선에 데이터 전류를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고,

상기 화소의 각각은,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상기 데이터선에 접속되어, 상기 제 1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

와,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상기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되어, 상기 제 2 주사 신호에 의해 제

어되는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된 커패시터와,

드레인이 상기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상기 다른쪽 단자와 상기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상기 한쪽 단자에 공통 접속

되고, 게이트가 상기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와 상기 커패시터에 공통 접속되어, 상기 데이터 전류에 따른

전하를 자기의 게이트에 접속된 상기 커패시터에 축적시키는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와,

상기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와 쌍으로 되어 커런트 미러(current mirror) 회로를 구성하고, 게이트에 접속된 상기 커패시

터에 축적된 전하에 따라, 구동 전류를 설정하는 구동 트랜지스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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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 중에 설치되어, 상기 펄스 신호의 도통 제어에 의해,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차단하는

제어 트랜지스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트랜지스터는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트랜지스터는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중의 프로그래밍 기간에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계속하여 차단하는 동시에, 상기 프로그

래밍 기간에 연속되는 구동 기간에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트랜지스터는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중의 프로그래밍 기간에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차단하고, 상기 프로그래밍 기간에 연속

되는 구동 기간에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차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10.

전기 광학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주사선과 상기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을 선택하는 동시에,

상기 주사 신호와 동기한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상기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선에 데이터 전류를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고,

상기 화소의 각각은,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상기 데이터선에 접속되어, 상기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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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와 상기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한쪽 단자 사이에 접속된 커패시터와,

소스가 상기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상기 다른쪽 단자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상기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상기 한쪽

단자에 접속되며, 드레인이 상기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되어, 상기 데이터 전류에 따른 전하를 자

기의 게이트와 자기의 소스 사이에 접속된 상기 커패시터에 축적시키는 동시에, 상기 커패시터에 축적된 전하에 따라, 구

동 전류를 설정하는 구동 트랜지스터와,

상기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

서, 상기 펄스 신호의 도통 제어에 의해,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제어 트랜지스터를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트랜지스터는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중의 프로그래밍 기간에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계속하여 차단하는 동시에, 상기 프로그

래밍 기간에 연속되는 구동 기간에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12.

전기 광학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주사선과 상기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을 선택하는 동시에,

상기 주사 신호와 동기한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상기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선에 데이터 전류를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고,

상기 화소의 각각은,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상기 데이터선에 접속되어, 상기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상기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되어, 상기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되

는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된 커패시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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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가 상기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상기 다른쪽 단자와 상기 커패시터에 공통 접속되고, 드레인이 상기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상기 다른쪽 단자와 상기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상기 한쪽 단자에 공통 접속되어, 상기 데이터 전류에

따른 전하를 자기의 게이트에 접속된 상기 커패시터에 축적시키는 동시에, 상기 커패시터에 축적된 전하에 따라, 구동 전

류를 설정하는 구동 트랜지스터와,

상기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

서, 상기 펄스 신호의 도통 제어에 의해,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제어 트랜지스터를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트랜지스터는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중의 프로그래밍 기간에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계속하여 차단하는 동시에, 상기 프로그

래밍 기간에 연속되는 구동 기간에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14.

전기 광학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주사선과 상기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을 선택하는 동시에,

상기 주사 신호와 동기한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상기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선에 데이터 전압을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고,

상기 화소의 각각은,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상기 데이터선에 접속되어, 상기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되어, 상기 데이터 전압에 따른 전하를 축적하는 커패시터와,

게이트가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상기 다른쪽 단자와 상기 커패시터에 공통 접속되어, 상기 커패시터에 축적된 전하에

따라, 구동 전류를 설정하는 구동 트랜지스터와,

상기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

서, 상기 펄스 신호의 도통 제어에 의해,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제어 트랜지스터를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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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트랜지스터는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중의 전반(前半)의 기간에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계속하여 차단하는 동시에, 상기 전반의

기간에 연속되는 후반(後半)의 기간에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

치.

청구항 16.

전기 광학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주사선과 상기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주사선에 제 1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을 선택하는 동

시에, 상기 제 1 주사 신호와 동기한 제 2 주사 신호와, 상기 제 1 주사 신호와 동기한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상기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선에 데이터 전압을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고,

상기 화소의 각각은,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상기 데이터선에 접속되어, 상기 제 1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

와,

한쪽 전극이 상기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에 접속된 제 1 커패시터와,

한쪽 전극에 전원 전위가 인가된 제 2 커패시터와,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 단자가 상기 제 1 커패시터의 상기 다른쪽 전극과 상기 제 2 커패시터의 상기 다른쪽 전극에 공통

접속되어, 상기 제 2 주사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게이트가 상기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상기 한쪽 단자와 상기 제 1 커패시터의 상기 다른쪽 단자와 상기 제 2 커패시터

의 상기 다른쪽 단자에 공통 접속되고, 소스에 상기 제 2 커패시터의 상기 한쪽 전극이 접속되며, 드레인에 상기 제 2 스위

칭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단자가 접속되어, 상기 데이터 전류에 따른 전하를 상기 제 2 커패시터에 축적시키는 동시에, 상

기 제 2 커패시터에 축적된 전하에 따라, 구동 전류를 설정하는 구동 트랜지스터와,

상기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

서, 상기 펄스 신호의 도통 제어에 의해,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는 제어 트랜지스터를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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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트랜지스터는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 중의 구동 기간에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차단을 반복하고, 상기 구동 기간을 제외한 기간

에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를 계속하여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18.

제 1 항 내지 제 4 항 또는 제 6 항 내지 제 17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전기 광학 장치를 실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자 기기.

청구항 19.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

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을 선택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상기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선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

법에 있어서,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선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상기 화소가 갖는 유지 수단에 상기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된 데이터를 유지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을 행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가 갖는 구동 소자에 의해, 상기 유지 수단에 유지된 데이터에 따른 구동 전류를 설정하고,

상기 구동 전류를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류 구동형의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

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도통과 차단을 복수회 반복하는 제 4 단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20.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차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입 대

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을 선택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와, 상기 주사선 구동 회로와 협동하여,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선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

법에 있어서,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선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상기 화소가 갖는 커패시터에 상기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된 데이터에 따른 전하를 축적함으로

써, 데이터의 기입을 행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가 갖는 구동 트랜지스터에 의해, 커패시터에 축적된 전하에 따른 구동 전류를 설정하고, 상

기 구동 전류를 구동 전류에 따른 휘도로 발광하는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주사선이 선택되고 나서, 상기 주사선이 다음에 선택될 때까지의 기간에

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의 도통과 차단을 복수회 반복하는 제 4 단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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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데이터선에 대하여 데이터 전류로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이고,

상기 제 2 단계에서, 상기 데이터선에 공급된 상기 데이터 전류가 전압으로 변환되고, 상기 변환된 전압에 따라, 상기 커패

시터에 대한 데이터의 기입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데이터선에 대하여 데이터 전압으로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이고,

상기 제 2 단계에서, 상기 데이터선에 공급된 상기 데이터 전압에 따라, 상기 커패시터에 대한 데이터의 기입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23.

제 20 항 내지 제 2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에서, 상기 구동 전류의 전류 경로 차단의 반복은, 상기 기입 대상으로 되는 화소에 공급하는 상기 주사 신호

와 동기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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