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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 및 그것을 이용한 표시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한 프레임 분량의 프레임 메모리에서 화상 데이터를 동시에 기록 및 독출할 수 있는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 및

그것을 이용한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은 프레임 메모리에 한 프레임의 화상 데

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단계,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시간의 중간 시점 또는 그 이후로부터 프레임 메모리에 기록된

화상 데이터의 홀수번째 데이터 및 짝수번째 데이터 중 어느 하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

로 독출하는 단계, 그리고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한 후에, 프레임 메모리에 기록된 화상 데이터의 홀수

번째 데이터 및 짝수번째 데이터 중 나머지 하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제1 군의 화상 데이터에 속하는 제1 화상 데이터 및 제2 군의 화상 데이터에 속하는 제2 화상 데이터에 각각

상응하는 제1 및 제2 데이터 신호가 두 개의 발광 소자를 순차적으로 구동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표시 장치, 프레임 메모리, 동작 주파수, 메모리 용량, 순차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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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일반적인 표시 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종래의 일반적인 표시 장치의 프레임 메모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한 프레임 메모리의 동작 타이밍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의 프레임 메모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의 프레임 메모리의 동작 타이밍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의 화소 회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도 7에 도시한 화소 회로를 구비하는 표시 장치에 대한 구동 타이밍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부호의 설명>

310: 화소 320: 화상 표시부

330: 주사 구동부 340: 데이터 구동부

350: 제어부 400: 프레임 메모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 및 그것을 이용한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한 프레임 분량의 프레

임 메모리에서 화상 데이터를 동시에 기록 및 독출할 수 있는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 및 그것을 이용한 순차 구동 방식의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시 장치는 입력된 화상 데이터를 구동부를 통해 화상 표시부에 공급하여 소정의 화상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

한다. 이러한 표시 장치에서 화상 데이터는 한 프레임 단위로 화면에 표시된다. 예를 들면, 정지 화면은 한 프레임의 화상

이 표시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동영상은 한 프레임의 화상이 1초에 수회 내지 수십회 표시되는 것이 사람의 눈에 움

직이는 화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또한, 표시 장치는 원활한 화상 표시를 위하여 메모리에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고 독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화면에 화상

을 표시한다. 따라서, 표시 장치는 통상 비디오 메모리, 프레임 메모리 등의 메모리를 포함한다. 비디오 메모리는 대용량의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삼차원 그래픽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비디오 카드 등과 같은 장치에 탑재되는 메모리를 나타

낸다. 프레임 메모리는 프레임 단위의 소용량의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며, 표시 장치의 컨트롤러나 구동 회로에 연결되는

메모리를 나타낸다.

도 1은 종래의 일반적인 표시 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발광 표시장치는 복수의 화소(110)을 구비한 화상 표시부(120), 주사 구동부(130), 데이터 구동

부(140), 제어부(150) 및 프레임 메모리(160)을 구비한다.

등록특허 10-0624311

- 2 -



구체적으로, 화상 표시부(120)는 주사선(S1, S2, S3, …, Sn) 및 데이터선(D1, D2, D3, …, Dm)의 교차 영역에 형성되는

복수의 화소(110)를 포함한다. 화소(110)는 주사선(S1, S2, S3, …, Sn)에 인가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활성화되며, 데이터

선(D1, D2, D3, …, Dm)에 인가되는 데이터 신호에 상응하는 빛을 생성한다.

주사 구동부(130)는 제어부(150)로부터 공급되는 주사 제어 신호에 따라 주사 신호를 생성하고, 각 주사선(S1 내지 Sn)에

순차적으로 주사 신호를 공급한다. 여기서, 주사 제어 신호는 클럭 신호, 리셋 신호, 수직 동기 신호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 구동부(140)는 제어부(150)로부터 공급되는 데이터 제어 신호에 따라 화상 데이터를 변환하여 데이터 신호를 생성

하고, 각 데이터선(D1 내지 Dm)에 데이터 신호를 공급한다. 여기서, 데이터 제어 신호는 클럭 신호, 리셋 신호, 수평 동기

신호 등을 포함한다.

제어부(150)는 클럭 신호, 리셋 신호, 수직 제어 신호, 수평 제어 신호 등과 같은 제어 신호를 생성하며, 제어 신호를 이용

하여 주사 구동부(130) 및 데이터 구동부(140)를 제어한다. 이를 위해, 제어부(150)는 통상 제어 신호 발생부(미도시) 및

프레임 메모리 제어부(미도시)를 포함한다. 또한, 제어부(150)는 외부 호스트(미도시)로부터 입력되는 화상 데이터를 프레

임 메모리(160)에 저장하고, 프레임 메모리(160)에 저장된 화상 데이터를 독출하여 데이터 구동부(140)에 전달한다.

프레임 메모리(160)는 제어부(150)의 제어 신호에 따라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고 출력한다. 이를 위해, 프레임 메모리

(160)는 통상 두 프레임 이상의 화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는다. 이러한 프레임 메모리(160)의 동작에 대하

여 아래에서 설명한다.

도 2는 종래의 일반적인 표시 장치의 프레임 메모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그리고, 도 3은 도 2의 프레임 메모리에 대한 동작

타이밍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종래의 프레임 메모리(160)는 제1 프레임 메모리(162) 및 제2 프레임 메모리(164)를 구비하며, 제1 및

제2 프레임 메모리(162, 164)는 제어부의 제어 신호(CTRL)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화상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교

대로 저장한 후 프레임 단위로 교대로 출력한다.

구체적으로,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종래의 프레임 메모리(160)는 제어부의 제어 신호(Vsync)에 응답하여 제1 프레임

메모리(162)에 N번째 프레임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기록될 때, 제2 프레임 메모리(164)에 앞서 저장된 N-1번째 프레임 데

이터가 순차적으로 독출되도록 동작한다. 그 후, 제2 프레임 메모리(164)에 N+1번째 프레임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기록될

때, 제1 프레임 메모리(162)에 저장된 N번째 프레임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독출되도록 동작한다. 다음, 제1 프레임 메모리

(162)에 N+2번째 프레임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기록될 때, 제2 프레임 메모리(164)에 저장된 N+1번째 프레임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독출되도록 동작한다. 다음, 제2 프레임 메모리(164)에 N+3번째 프레임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기록될 때, 제1

프레임 메모리(162)에 저장된 N+2번째 프레임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독출되도록 동작한다.

이와 같이, 종래의 프레임 메모리(160)는 적어도 두 개의 프레임 메모리(162, 164) 또는 적어도 두 프레임 분량 이상을 저

장하는 프레임 메모리(미도시)를 이용하여 화상 데이터를 교대로 저장하면서 교대로 출력한다. 이때, 종래의 프레임 메모

리(160)는 메모리의 내부 및 외부에서 볼 때, 쓰기 동작 주파수(write frequency)와 읽기 동작 주파수(read frequency)가

모두 동일하게 설정된다.

그러나, 표시 장치에 사용되는 프레임 메모리 내장형 드라이버 IC(integrated circuit)와 같이, 표시 장치의 구동 회로가 칩

형태로 집적화되어 표시 장치에 탑재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프레임 데이터를 교대로 저장하거나 두 프레임 분량

이상의 프레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프레임 메모리가 소정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종래의 표시 장치에서는 프레임 메

모리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표시 장치의 드라이버 IC를 소형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표시 장치에서 칩 형태의 구동 회로는 회로 내에 탑재되는 프레임 메모리의 크기로 인하여 소형화하는 데 한

계가 있다. 이것은 표시 장치의 전원선, 제어선 등의 배선 설계를 어렵게 하며, 결국 표시 장치의 설계 자유도를 제한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한 프레임 분량의 프레임 메모리를 이용하

여 순차 구동 방식의 표시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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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술한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을 이용하는 순차 구동 방식의 표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프레임 메모리에 한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

록하는 단계와, 한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시간(T)의 T/2의 시점 또는 그 이루로부터 프레임 메모리에 기록된

화상 데이터의 홀수번째 데이터 및 짝수번째 데이터 중 어느 하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

로 독출하는 단계,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한 후에, 프레임 메모리에 기록된 화상 데이터의 홀수번째 데

이터 및 짝수번째 데이터 중 나머지 하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하는 단계를 포함

하며, 제1 군의 화상 데이터에 속하는 제1 화상 데이터 및 제2 군의 화상 데이터에 속하는 제2 화상 데이터에 각각 상응하

는 제1 및 제2 데이터 신호가 두 개의 발광 소자를 순차적으로 구동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순차적

으로 전달되는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바람직하게,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단계는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의 시작 시점 또는 그 이후

에 다음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단계는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는 쓰기 더미 구간을 두고 화상 데이터를 순

차적으로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제1 군의 화상 데이터 및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하는

단계는 화상 데이터를 독출하지 않는 제1 및 제2 읽기 더미 구간을 각각 두고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복수의 주사선, 복수의 발광제어선 및 복수의 데이터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복수의 화

소를 포함하며, 화소는 제1 및 제2 발광 소자를 순차적으로 구동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제1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화상 표

시부와,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공급하고 발광제어선에 발광 제어신호를 공급하며 데이터선에 데이터 신호를 공급하는 구

동부와,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레임 메모리, 그리고 구동부 및 프레임 메모리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제어부는 수신한 한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상기 프레임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시간

(T)의 T/2의 시점 또는 그 이후로부터 프레임 메모리에 기록된 화상 데이터의 홀수번째 데이터 및 짝수번째 데이터 중 어

느 하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하여 구동부에 전달하며,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한 후에, 프레임 메모리에 기록된 화상 데이터의 홀수번째 데이터 및 짝수번째 데이터 중 나머지 하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하여 구동부에 전달하는 표시 장치가 제공된다.

바람직하게, 독출된 제1 군의 화상 데이터에 속하는 화상 데이터 및 상기 독출된 제2 군의 화상 데이터에 속하는 화상 데이

터에 각각 상응하는 제1 및 제2 데이터 신호는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또한, 제어부는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독출하기 시작하는 시점 또는 그 이후에 다음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기록한다.

또한, 제어부는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는 쓰기 더미 구간을 두고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때, 제

어부는 화상 데이터를 독출하지 않는 제1 및 제2 읽기 더미 구간을 각각 두고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소자를 사이에 두고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도 포함한다. 또한, 도면에서 본 발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본 발명의 설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

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는 입력된 데이터에 상응하는 화상을 화상 표시부(320)에 표시하

기 위하여, 화상 표시부(320), 주사 구동부(330), 데이터 구동부(340), 제어부(350) 및 프레임 메모리(400)를 구비한다.

여기서, 프레임 메모리(400)는 한 프레임 분량의 화상 데이터만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는 메모리로 형성된다.

화상 표시부(320)는 주사선(S1, S2, …, Sn) 및 데이터선(D1, D2, D3, …, Dm)의 교차 영역에 형성되는 복수의 화소(110)

를 포함한다. 화소(310)는 주사선(S1, S2, …, Sn)에 인가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활성화되며, 데이터선(D1, D2, D3, …,

Dm)에 인가되는 데이터 신호에 상응하는 휘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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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구동부(330)는 제어부(350)로부터 공급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주사 신호를 생성하고, 각 주사선(S1 내지 Sn)에 순차

적으로 주사 신호를 공급한다. 여기서, 제어 신호는 클럭 신호, 리셋 신호, 수직 동기 신호 등을 포함한다.

또한, 주사 구동부(330)는 제어부(350)로부터 공급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발광 제어신호를 생성하고, 각 발광제어선(E1a,

E1b, E2a, E2b, …, Ena, Enb)에 순차적으로 발광 제어신호를 공급한다.

데이터 구동부(340)는 제어부(350)로부터 공급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화상 데이터를 변환하여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고,

각 데이터선(D1 내지 Dm)에 데이터 신호를 공급한다. 여기서, 제어 신호는 클럭 신호, 리셋 신호, 수평 동기 신호 등을 포

함한다. 데이터 신호는 소정의 전압값 또는 전류값을 갖을 수 있다.

제어부(350)는 클럭 신호, 리셋 신호, 수직 제어 신호, 수평 제어 신호 등과 같은 제어 신호를 생성하며, 제어 신호를 이용

하여 주사 구동부(330) 및 데이터 구동부(340)를 제어한다. 이를 위해, 제어부(350)는 제어 신호 발생부(미도시) 및 프레

임 메모리 제어부(미도시)를 포함한다.

또한, 제어부(350)는 외부 호스트(미도시)로부터 화상 데이터를 받고, 그것을 프레임 메모리(400)에 저장하며, 저장된 화

상 데이터를 프레임 메모리(400)에서 독출하며, 독출한 화상 데이터를 데이터 구동부(340)에 전달한다.

구체적으로, 제어부(350)는 프레임 메모리(400)에 한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화상 데이터를 실질

적으로 기록하는 기간(T)의 T/2의 시점으로부터 프레임 메모리(400)에 기록된 화상 데이터의 2n-1(n은 자연수)(홀수)번

째 데이터 및 2n(짝수)번째 데이터 중 어느 하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한다. 그리

고, 제어부(150)는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한 후에, 프레임 메모리(400)에 기록된 화상 데이터의 2n-1(n

은 임의의 자연수)번째 데이터 및 2n번째 데이터 중 나머지 하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한다.

또한, 제어부(350)는 프레임 메모리(400)에 연결되며, 프레임 메모리(400)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임의의 제어 장치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 장치는 표시 장치를 탑재한 휴대 단말기 등의 중앙 처리 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microprocessor unit, MPU)으로 구현될 수 있다.

프레임 메모리(400)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어부(350)의 제어 신호(CTRL)에 따라 화상 데이터(data)를 순차적으

로 기록하고 출력한다. 특히, 프레임 메모리(400)는 표시 장치의 구동 회로 내에서 한 프레임 분량만을 저장할 수 있는 용

량을 갖는 하나의 메모리로 형성된다. 이러한 프레임 메모리(400)는 독립적인 장치로 형성되거나, 제어부(350) 내에 내장

될 수 있다. 또한, 프레임 메모리(400)는 데이터 구동부(340) 및 제어부(350)가 하나의 기판 상에 집적된 집적 회로 내에

내장될 수 있다. 이러한 프레임 메모리(400)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의 프레임 메모리의 구동 타이밍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메모리(400)는 제어부의 제어 신호(Vsync)에 응답하여 입력되는 N번째 프레

임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그리고,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N번째 프레임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기록하는

기간(T)의 T/2의 시점으로부터, T/2의 시점 이전에 프레임 메모리(400)에 저장된 N번째 프레임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출

력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T/2 시점으로부터는 T/2의 시점 또는 그 이후를 포함한다. 이때, 프레임 메모리(400)는 먼저 메

모리 내에 저장되어 있는 N번째 프레임에 대한 화상 데이터에서 2n-1(n은 자연수)번째의 화상 데이터 및 2n번째의 화상

데이터 중 어느 한 그룹의 화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먼저 출력한다. 다음으로, 프레임 메모리(400)

는, 제1 군의 화상 데이터가 출력된 후에, 2n-1번째의 화상 데이터 및 2n번째의 화상 데이터 중 나머지 한 그룹의 화상 데

이터를 포함하는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리고, N+1번째 화상 데이터도 N번째 화상 데이터와 같이 순차적으

로 프레임 메모리에 기록되고 출력된다.

이때, 프레임 메모리(400)는 프레임 메모리에서 단순히 반복되는 동작주기로 볼 때 읽기 동작 주파수(read frequency) 또

는 읽기 속도가 쓰기 동작 주파수(write frequency) 또는 쓰기 속도의 두 배가 되도록 설정된다. 따라서, 프레임 메모리

(400)는 한 프레임 분량의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한 프레임 분량의 화상 데이터를 읽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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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레임 메모리(400)는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할 때, 실질적으로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는 쓰기 더미 구

간(Dw)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 쓰기 더미 구간(Dw)은 프레임 메모리(400)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일한 필드에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독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성된다. 이러한 쓰기 더미 구간(Dw)은

통상 T/2 미만의 기간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술한 경우, 프레임 메모리(400)는 제1 군 및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각각 순차적으로 독출할 때, 쓰기 더미 구간

(Dw)에 상응하도록 화상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독출하지 않는 제1 읽기 더미 구간(Dr1) 및 제2 읽기 더미 구간(Dr2)을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쓰기 더미 구간(Dw)는 제1 및 제2 읽기 더미 구간(Dr1, Dr2)을 합한 구간과 동일하게 설

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의 프레임 메모리(400)는 한 프레임 분량의 화상 데이터만을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메모리를 이용하

여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다. 게다가, 본 실시예에서는 프레임 메모리(400)에 저장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를

두 번에 나누어 출력함으로써, 하나의 구동 트랜지스터에 두 개의 발광 소자가 연결되는 화소를 구비하는 순차 구동 방식

의 표시 장치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화소 회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에서 화소 회로 내의 트

랜지스터는 p채널의 트랜지스터로 형성되어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화소 회로(312, 314, 316)는 하나의 주사 신호

(S1)가 인가되는 한 수평 기간 동안에 각 데이터선(D1, D2, D3)을 통해 전달되는 제1 및 제2 데이터 신호 및 두 개의 발광

제어신호(E1a, Elb)에 따라 두 개의 발광 소자(EL1_R1, EL1_G1; EL1_B1, EL1_R2; EL1_G2, EL1_B2)를 각각 순차적

으로 구동시키는 순차 구동 방식의 화소 회로로 형성되어 있다. 이하의 실시예에서는 특정 주사선(S1) 및 특정 데이터선

(D1)에 의해 규정되는 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화소(310) 내의 화소 회로(312)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화소(310)는

하나의 화소 회로(312)와 두 개의 발광 소자(EL1_R1, EL1_G1)를 포함한다.

화소 회로(312)는 제1 트랜지스터(M1), 제2 트랜지스터(M2), 제1 발광 소자(EL1_R1)의 발광 기간을 제한하는 제3 트랜

지스터(M3) 및 제2 발광 소자(EL1_G1)의 발광 기간을 제한하는 제4 트랜지스터(M4)를 포함한다. 여기서, 제1 발광 소자

(EL_R)는 적색 발광을 하는 소자를 나타내고, 제2 발광 소자(EL1_G1)는 녹색 발광을 하는 소자를 나타낸다. 그리고, 발광

소자는 유기물을 발광층으로 하는 유기 박막과 이 유기 박막의 양면에 접하여 형성되는 애노드와 캐소드를 구비한 유기 발

광 소자를 포함한다. 한편, 제1 및 제2 발광 소자(EL1_R1, EL1_G1)는 상술한 구성 이외에 동일한 색을 표시하는 한 쌍의

발광 소자 또는 적색, 녹색 및 청색 중 어느 하나의 서로 다른 색으로 각각 발광하는 임의의 한 쌍의 발광 소자로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1 트랜지스터(M1)는 소오스, 드레인 및 게이트를 구비하며, 소오스는 제1 전원전압(VDD)을 공급하는 제1

전원선에 연결되고, 드레인은 제3 트랜지스터(M3)의 소오스 및 제4 트랜지스터(M4)의 소오스에 공통 연결되며, 게이트

는 제2 트랜지스터(M2)의 드레인에 연결된다.

또한, 제1 트랜지스터(M1)는 한 프레임 내의 소정 시간 동안에 게이트와 소오스 간에 인가되는 제1 데이터 전압에 따라 소

정의 전류원으로서 동작하며, 구동 트랜지스터로서 제3 트랜지스터(M3)를 통해 제1 발광 소자(EL1_R1)에 전류를 공급한

다.

또한, 제1 트랜지스터(M1)는 한 프레임 내의 또 다른 소정 시간 동안에 게이트와 소오스 간에 인가되는 제2 데이터 전압에

따라 소정의 전류원으로서 동작하며, 구동 트랜지스터로서 제4 트랜지스터(M4)를 통해 제2 발광 소자(EL1_G1)에 전류

를 공급한다.

제2 트랜지스터(M2)는 소오스, 드레인 및 게이트를 구비하며, 소오스는 데이터선(Dm)에 연결되고, 드레인은 캐패시터

(Cst)의 제1 전극에 연결되며, 게이트는 주사선(Sn)에 연결된다.

또한, 제2 트랜지스터(M2)는 주사선(Sn)에 인에이블 레벨 또는 로우 레벨의 주사 신호가 인가될 때 온 상태가 되며, 데이

터선(Dm)에 인가되는 데이터 전압을 제1 트랜지스터(M1)의 게이트와 캐패시터(Cst)의 제1 전극에 전달한다. 예를 들면,

제2 트랜지스터(M2)는 한 프레임 기간 동안 두 번의 인에이블 레벨의 주사 신호에 응답하며, 데이터선(Dm)에 인가되는

제1 및 제2 데이터 전압을 제1 트랜지스터(M1)의 게이트에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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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트랜지스터(M3)는 소오스, 드레인 및 게이트를 구비하며, 소오스는 제1 트랜지스터(M1)의 드레인에 연결되며, 드레

인은 제1 발광 소자(EL1_R1)의 애노드에 연결되며, 게이트는 제1 발광제어선(E1a)에 연결된다. 여기서, 제1 발광제어선

(E1a)은 주사 구동부에 연결되며 제1 발광 소자(EL_R)의 발광 기간을 제어하기 위한 제1 발광 제어신호를 제3 트랜지스

터(M3)의 게이트에 전달한다.

또한, 제3 트랜지스터(M3)는 제1 발광제어선(E1a)에 인가되는 제1 발광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제1 트랜지스터(M3)와 제

1 발광 소자(EL1_R1) 간의 접속을 소정 시간 동안 유지하거나 차단하며, 제1 트랜지스터(M1)로부터의 전류가 제1 발광

소자(EL1_R1)에 선택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여기서, 제1 발광 소자(EL_R)의 캐소드는 제1 전원전압(VDD)보다 낮은

제2 전원전압(VSS)을 공급하는 제2 전원선에 공통 연결된다.

제4 트랜지스터(M4)는 소오스, 드레인 및 게이트를 구비하며, 소오스는 제1 트랜지스터(M1)의 드레인에 연결되며, 드레

인은 제2 발광 소자(EL1_G1)의 애노드에 연결되며, 게이트는 제2 발광제어선(E1b)에 연결된다. 여기서, 제2 발광제어선

(E1b)은 제2 발광 소자(EL1_G1)의 발광 기간을 제어하기 위한 제2 발광 제어신호를 제4 트랜지스터(M4)의 게이트에 전

달한다. 그리고, 제2 발광 제어신호는 하나의 수평 기간 동안에 제1 발광 제어신호와 중복되지 않는 인에이블 레벨 또는 로

우 레벨 기간을 갖는다.

또한, 제4 트랜지스터(M4)는 제2 발광제어선(E1b)에 인가되는 제2 발광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제4 트랜지스터(M4)와 제

2 발광 소자(EL1_G1) 간의 접속을 유지하거나 차단하며, 제1 트랜지스터(M1)로부터의 전류가 제2 발광 소자(EL1_G1)

에 선택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여기서, 제2 발광 소자(EL1_G1)의 캐소드는 제2 전원전압(VSS)을 공급하는 제2 전원선

에 공통 연결된다.

도 8은 도 7에 도시한 화소 회로를 구비하는 표시 장치에 대한 구동 타이밍도이다. 본 실시예에서 하나의 필드(1F)는 제1

및 제2 서브 필드(1SF, 2SF)로 형성되고, 제1 및 제2 서브 필드(1SF, 2SF) 기간은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

예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한 필드 기간 동안 특정 주사선(S1)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일부 화소 회로의 구동 타이밍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화소 회로는 하나의 행(row) 라인을 활

성화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한 수평 주기 또는 한 필드(one field, 1F) 내의 제1 및 제2 서브 필드(1SF, 2SF) 기간 동안에

제1 및 제2 발광 소자(EL1_R1, EL1_G1; EL1_B1, EL1_R2; EL1_G2, EL1_B2)를 순차적으로 각각 제어한다.

제1 서브 필드(first subfield, 1SF) 기간에서, 주사선(S1)에 로우 레벨의 주사 신호가 인가되면, 제2 트랜지스터(M2)가

턴온되고, 이때 데이터선(D1, D2, D3)에 인가되어 있는 제1 데이터 전압이 화소 회로(132; 134; 136) 내의 제1 트랜지스

터(M1)의 게이트에 전달되며, 캐패시터(Cst)에 제1 데이터 전압에 상응하는 전압이 저장되고, 제1 트랜지스터(M1)가 게

이트와 소오스 간의 전압에 상응하여 소정의 전류원으로 동작한다. 그리고, 제1 발광제어선(E1a)에 로우 레벨의 제1 발광

제어신호가 인가되면, 제3 트랜지스터(M3)가 턴온되고, 따라서 제1 트랜지스터(M1)로부터 제1 발광 소자(EL1_R1;

EL1_B1; EL1_G2)에 전류가 공급된다. 이때, 제2 발광제어선(E1b)에는 하이 레벨의 제2 발광 제어신호가 인가되며, 제4

트랜지스터(M4)는 턴오프 상태가 되고, 따라서 제2 발광 소자(EL1_G1; EL1_R2; EL1_B2)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다음, 제2 서브 필드(second subfield, 2SF) 기간에서, 주사선(S1)에 로우 레벨의 주사 신호가 인가되면, 제2 트랜지스터

(M2)가 턴온되고, 이때 데이터선(D1, D2, D3)에 인가되어 있는 제2 데이터 전압이 화소 회로(132; 134; 136) 내의 제1 트

랜지스터(M1)의 게이트에 전달되며, 캐패시터(Cst)에 제2 데이터 전압에 상응하는 전압이 저장되고, 제1 트랜지스터

(M1)가 게이트와 소오스 간의 전압에 상응하여 소정의 전류원으로 동작한다. 그리고, 제2 발광제어선(E1b)에 로우 레벨

의 제2 발광 제어신호가 인가되면, 제4 트랜지스터(M4)가 턴온되고, 제1 트랜지스터(M1)로부터 제2 발광 소자(EL1_G1;

EL1_R2; EL1_B2)에 전류가 공급된다. 이때, 제1 발광제어선(E1a)에는 하이 레벨의 제1 발광 제어신호가 인가되며, 제3

트랜지스터(M3)는 턴오프 상태가 되고, 따라서, 제1 발광 소자(EL1_R1; EL1_B1; EL1_G2)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에 의하면, 드라이버 IC(integrated circuit) 내에 한 프레

임 분량만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순차 구동 방식의 표시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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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는 입력된 데이터 신호에 상응하는 화상을 화상 표시부(620)에

표시하기 위하여, 화상 표시부(620), 주사 구동부(630), 데이터 구동부(640), 제어부(660), 프레임 메모리(670) 및 전원공

급부(680)를 구비한다. 여기서, 프레임 메모리(670)는 한 프레임 분량의 화상 데이터만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는 하

나의 메모리로 형성된다.

화상 표시부(320)는 주사 신호를 전달하는 주사선(S1, S2, …, Sn), 데이터 선호를 전달하는 데이터선(D1, D2, D3, …,

Dm), 그리고 주사선(S1, S2, …, Sn) 및 데이터선(D1, D2, D3, …, Dm)에 의해 규정되는 영역에 형성되는 복수의 화소

(610)를 포함한다. 화소(610)는 주사선(S1, S2, …, Sn)에 인가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활성화되며, 데이터선(D1, D2, D3,

…, Dm)에 인가되는 데이터 신호에 상응하는 휘도를 표시한다.

또한, 화상 표시부(320)는 발광 제어신호를 각 화소(610)에 전달하는 발광제어선(E1a, E1b, E2a, E2b, …, Ena, Enb)을

포함한다. 발광제어선(E1a, E1b, E2a, E2b, …, Ena, Enb)은 두 개의 제어선이 한 쌍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다. 한편, 발

광제어선(E1a, E1b, E2a, E2b, …, Ena, Enb)은 발광 제어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트랜지스터를 서로 다른 타입의 트랜지

스터 즉, p-타입 트랜지스터와 n-타입 트랜지스터로 각각 형성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발광제어선으로 형성될 수 있다.

주사 구동부(630)는 제어부(660)로부터 공급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주사 신호를 생성하고, 각각의 주사선(S1, S2, …, Sn)

에 연결되는 있는 화소(610)에 순차적으로 주사 신호를 공급한다. 여기서, 제어 신호는 스타트 펄스, 클럭 신호, 리셋 신호,

수직 동기 신호 등을 포함한다.

또한, 주사 구동부(630)는 제어부(660)로부터 공급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발광 제어신호를 생성하고, 각 쌍의 발광제어선

(E1a, E1b, E2a, E2b, …, Ena, Enb)에 연결되어 있는 화소(610)에 순차적으로 제1 및 제2 발광 제어신호를 공급한다.

데이터 구동부(640)는 제어부(650)로부터 공급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화상 데이터를 변환하여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고,

역다중화부(650)를 통해 각 데이터선(D1, D2, D3, …, Dm)에 데이터 신호를 공급한다. 여기서, 제어 신호는 스타트 펄스

등의 스타프 신호, 클럭 신호, 리셋 신호, 수평 동기 신호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 신호는 데이터 전압 또는 데이터 전류로 형

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구동부(640)는 48개의 채널 출력을 구비하고, 역다중화부(650)는 48개의 채널 입력을

176*3의 채널 출력으로 변환하여 화상 표시부(620)의 각 데이터선(D1, D2, D3, …, Dm)에 전달할 수 있다.

상술한 화상 표시부(620), 주사 구동부(630) 및 역다중화부(650)는 동일 기판(600) 상에 형성된다.

제어부(660)는 시프트 레지스터에 입력되는 스타트 펄스 등의 스타트 신호, 클럭 신호, 리셋 신호, 수직 제어 신호, 수평 제

어 신호 등과 같은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또한, 제어부(660)는 주사 구동부(630), 데이터 구동부(640) 및 역다중화부

(650)를 제어한다. 또한, 제어부(660)는 외부 호스트(700)로부터 화상 데이터를 받고, 그것을 내장형 프레임 메모리(670)

에 저장하며, 저장된 화상 데이터를 프레임 메모리(670)에서 독출하고, 독출한 화상 데이터를 데이터 구동부(640)에 전달

한다.

구체적으로, 제어부(660)는 프레임 메모리(670)에 한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화상 데이터를 실질

적으로 기록하는 기간(T)의 T/2의 시점으로부터 프레임 메모리(670)에 기록된 화상 데이터의 2n-1(n은 자연수)번째 데

이터 및 2n번째 데이터 중 어느 하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한다. 그리고, 제어부

(660)는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한 후에, 프레임 메모리(670)에 기록된 화상 데이터의 2n-1번째 데이터

및 2n번째 데이터 중 나머지 하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한다. 독출된 제1 군 및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는 순차 구동 방식으로 화상표시부(620)의 각 화소 내의 두 개의 발광 소자를 순차적으로 구동시키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상술한 데이터 구동부(640) 및 제어부(650)는 하나의 집적 회로 또는 드라이버 IC(690)로 형성된다. 이러한 경우, 드라이

버 IC(690)는 기판(600)에 접착되어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TCP(tape carrier package), FPC(flexible printed circuit) 또

는 TAB(tape automatic bonding)에 칩 등의 형태로 장착될 수 있다.

프레임 메모리(670)는 한 프레임 분량의 용량을 갖는 메모리로 형성되며, 제어부(660)에 내장된다. 프레임 메모리(670)는

전력이 공급되는 한 메모리 내의 데이터 비트들을 내용이 계속 유지되며, 읽기 쓰기가 가능한 에스 램(static random

access memory; SRAM)으로 형성된다. 물론, 프레임 메모리(670)는 에스 램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다른 종류의 메모리

를 이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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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공급부(680)는 제어부(670)의 제어 신호에 따라 기판(600) 상의 화상 표시부(620), 주사 구동부(630) 및 역다중화부

(640)와, 데이터 구동부(640) 및 제어부(660)를 포함한 드라이버 IC(690)에 각각 소정의 전원을 공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에서는 드라이버 IC(690) 내의 제어부(660)에 내장된 프레임

메모리(670)를 한 프레임 분량의 메모리를 이용하여 형성함으로써, 종래에 비해 드라이버 IC(690)의 설치 면적이 감소된

다. 따라서, 상술한 본 발명에 의하면, 드라이버 IC(690)가 탑재되는 표시 장치의 설계 자유도가 증가되고, 제조 비용이 절

감된다.

한편, 상술한 실시예에서,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은 단일 주사(single scan)이나 순차 주사(progressive scan) 방식으로

구동되는 표시 장치뿐만 아니라, 이중 주사(dual scan) 방식, 비월 주사(interlaced scan) 방식이나 또 다른 방식의 주사

방식을 이용하는 표시 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 화소 회로는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구동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전압 기입 방식의 기본적인 화소

회로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본 발명은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구동 트랜지스터 이외에 구동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을 보상

하기 위한 트랜지스터 또는 전압 강하를 보상하기 위한 트랜지스터 등을 포함하는 전압 기입 방식의 화소 회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전압 기입 방식의 화소 회로 뿐만 아니라 데이터 신호를 데이터 전류로 공급하는 전류

기입 방식의 화소 회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 화소 회로 내의 트랜지스터가 소오스, 드레인 및 게이트를 구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각 트

랜지스터는 소오스 또는 드레인을 나타내는 제1 전극, 드레인 또는 소오스를 나타내는 제2 전극, 및 게이트를 구비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술한 화소 회로에서의 MOS 트랜지스터는 일례로서 언급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화

소 회로는 MOS 트랜지스터 이외에 다른 종류의 트랜지스터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 전극, 제2 전극, 및 제3 전

극을 구비하고, 제1 전극 및 제2 전극 간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하여 제2 전극에서 제3 전극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제어

할 수 있는 능동 소자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 화소 회로의 제2 내지 제4 트랜지스터(M2, M31, M32)는 주사 신호 및 발광 제어신호에 응답하

여 양측의 전극을 스위칭하기 위한 소자로서,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스위칭 소자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 발광 소자는 유기 발광 소자 이외에 무기물을 이용하여 발광층을 형성하는 무기 발광 소자를 포

함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 표시 장치의 주사 구동부와 데이터 구동부는 화상 표시부가 형성되어 있는 유리 기판 위에 직접

장착할 수 있으며, 화상 표시부가 형성되어 있는 기판에 주사선, 데이터선 및 트랜지스터와 동일한 층들로 형성되어 있는

구동 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사 구동부 및/또는 데이터 구동부는 COF(chip on flexible board, or chip

on film) 구조로 형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사 구동부 및/또는 데이터 구동부는 기판에 접착되어 전기적으로 연결되

는 가요성 인쇄 회로 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FPC) 또는 필름(film) 등에 칩 등의 형태로 장착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

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표시 장치의 구동 칩의 소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순차 구동 방식과 같은 구동 방식으로 동작하는

표시 장치의 구동 칩의 소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표시 장치의 드라이버 IC의 메모리를 1프레임 분량만을 사용하므로, 드라이버 IC의 칩 크기를 줄일 수 있고, 표시 장

치의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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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프레임 메모리에 한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단계;

상기 한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시간(T)의 T/2의 시점 또는 그 이후로부터 상기 프레임 메모리에 기록된 상기

화상 데이터의 홀수번째 데이터 및 짝수번째 데이터 중 어느 하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

로 독출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한 후에, 상기 프레임 메모리에 기록된 상기 화상 데이터의 상기 홀수번째

데이터 및 상기 짝수번째 데이터 중 나머지 하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독출된 제1 군의 화상 데이터에 속하는 제1 화상 데이터 및 상기 독출된 제2 군의 화상 데이터에 속하는 제2 화상 데

이터에 각각 상응하는 제1 및 제2 데이터 신호는 두 개의 발광 소자를 순차적으로 구동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트랜지스터

의 게이트에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단계는 상기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의 시작 시점 또는 그 이후에

다음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단계는 상기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는 쓰기 더미 구간을 두고 상기 화상 데

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군의 화상 데이터 및 상기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하는 단계는 상기 화상 데이터를 독출하지 않

는 제1 및 제2 읽기 더미 구간을 각각 두고 상기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쓰기 더미 구간은 상기 제1 및 상기 제2 읽기 더미 구간의 합과 동일하게 설정되는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

청구항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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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 신호 및 상기 제2 데이터 신호는 동일한 색을 표시하는 신호인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메모리는 상기 한 프레임의 상기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량을 갖는 프레임 메모리 제어 방법.

청구항 9.

복수의 주사선, 복수의 발광제어선 및 복수의 데이터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복수의 화소를 포함하며, 상기 화소는 제1

및 제2 발광 소자를 순차적으로 구동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제1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화상 표시부;

상기 주사선에 주사 신호를 공급하고 상기 발광제어선에 발광 제어신호를 공급하며 상기 데이터선에 데이터 신호를 공급

하는 구동부;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레임 메모리; 및

상기 구동부 및 상기 프레임 메모리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수신한 한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상기 프레임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상기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

는 시간(T)의 T/2의 시점 또는 그 이후로부터 상기 프레임 메모리에 기록된 상기 화상 데이터의 홀수번째 데이터 및 짝수

번째 데이터 중 어느 하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하여 상기 구동부에 전달하며, 상

기 제1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한 후에, 상기 프레임 메모리에 기록된 상기 화상 데이터의 상기 홀수번째 데

이터 및 상기 짝수번째 데이터 중 나머지 하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하여 상기 구

동부에 전달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독출된 제1 군의 화상 데이터에 속하는 화상 데이터 및 상기 독출된 제2 군의 화상 데이터에 속하는 화상 데이터에 각

각 상응하는 제1 및 제2 데이터 신호는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상기 제1 발광 소자 및 상기 제2 발광 소자;

상기 주사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상기 제1 데이터 신호 및 상기 제2 데이터 신호를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제2 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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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 신호에 상응하는 제1 전압 및 제2 전압으로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소오스 전압을 순차적

으로 유지하는 캐패시터;

상기 제1 및 제2 전압에 상응하여 상기 제1 및 제2 발광 소자에 순차적으로 전류를 공급하는 상기 제1 트랜지스터;

제1 발광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트랜지스터로부터 상기 제1 발광 소자에 전달되는 전류를 한 프레임 내의 제1 기

간 동안 제한하는 제3 트랜지스터; 및

제2 발광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트랜지스터로부터 상기 제2 발광 소자에 전달되는 전류를 상기 한 프레임 내의 제

2 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4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2 군의 화상 데이터를 독출하기 시작하는 시점 또는 그 이후에 다음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

는 표시 장치.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는 쓰기 더미 구간을 두고 상기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화상 데이터를 독출하지 않는 제1 및 제2 읽기 더미 구간을 각각 두고 상기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쓰기 더미 구간은 상기 제1 및 제2 읽기 더미 구간의 합과 동일하게 설정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메모리는 상기 한 프레임의 상기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량을 갖는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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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부는 상기 표시부에 상기 주사 신호를 공급하는 주사 구동부 및 상기 데이터 신호를 공급하는 데이터 구동부를

포함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9.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유기물로 이루어진 발광층을 구비하는 유기 발광 소자 및 상기 유기 발광 소자를 제어하기 위한 화소 회로를

포함하는 표시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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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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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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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등록특허 10-0624311

- 16 -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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