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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홀수의 게이트 신호선으로 구동되는 화소와 짝수의 게이트 신호선으로 구동되는 화소 사이에서 서브프레임
기간이 출현하는 순서와,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바꾼다. 예를 들면, 서브프레임기간 SF 1 의 표시기간 Tr1

에, 서브프레임기간 SF2 의 표시기간 Tr2 에 및 서브프레임기간 SF3 의 표시기간 Tr3 에 표시가 되면 한다. 이때, 홀수
의 게이트 신호선으로 구동되는 화소(b1)와 짝수의 게이트 신호선으로 구동되는 화소(b2) 사이에서 표시기간이 출현
하는 순서를 바꾼다. 계조가 변하면,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거의 1프레임기간에 걸쳐서 비발광 표시기간(표시기간 T

r3 , Tr2 및 Tr1 )이 연속하지만, 같은 때에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비발광 및 발광이 교대로 반복된다. 이 때문에, 인간
의 눈에는 이것들의 발광휘도가 평균화되어, 부자연스러운 어두운 선의 발생(의사윤곽)이 억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발명은, 시분할 계조로 표시를 할 때에 의사윤곽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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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표시와, 해당 표시를 하기 위한 발광소자의 발광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실시형태 1),

도 2는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표시와, 해당 표시를 하기 위한 발광소자의 발광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실시형태 1),

도 3은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화소의 회로도의 일 예시도(실시형태 1),

도 4는 시분할 계조 표시를 하는 구동 타이밍도(실시형태 1),

도 5는 시분할 계조 표시를 하는 구동 타이밍도(실시형태 1),

도 6은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표시와, 해당 표시를 하기 위한 발광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실시형태 1),

도 7은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표시와, 해당 표시를 하기 위한 발광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실시형태 1),

도 8은 시분할 계조 표시를 하는 구동 타이밍도(실시형태 2),

도 9는 시분할 계조 표시를 하는 구동 타이밍도(실시형태 2),

도 10은 시분할 계조 표시를 하는 구동 타이밍도(실시형태 3),

도 11은 시분할 계조 표시를 하는 구동 타이밍도(실시형태 4),

도 12는 본 발명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구동회로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실시형태 5),

도 13은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화소부 및 구동회로부의 단면도(실시예 1),

도 14는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화소부 및 구동회로부의 단면도(실시예 2),

도 15는 반도체층의 결정화 공정을 나타낸 단면도 및 평면도(실시예 3),

도 16은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외관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실시예 4),

도 17은 전자기기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실시예 5),

도 18은 전자기기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실시예 5),

도 19는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표시와, 해당 표시를 하기 위한 종래의 발광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

도 20은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표시와, 해당 표시를 하기 위한 종래의 발광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화소부101 : 스위칭용 TFT

102 : 구동용 TFT103 : 커패시터

104 : 소거용 TFT105 : 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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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대향전극110 : 화소

121 :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구동회로

122 :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구동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표시장치 및 그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계조를 제어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복수의 서브프
레임기간으로 프레임기간을 구성하여, 각각의 서브프레임기간으로 발광 휘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갖는 표시장치 및 그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컴퓨터화된 정보화 산업사회의 도래와 동시에, 평면 박형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높아져, 유기발광소자(이후, 유기
발광 디스플레이라 함)를 사용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개발이 성황하고 있다. 유기발광 디스플레이는, 자발광형이고, 백 
라이트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액정표시장치와 비교하여 박형화가 용이하다. 휴대전화나 개인용 휴대형 정보단말(Per
sonal Digital Assistant: PDA)등에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기발광소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라고 도 불려지는 발광소자이다. 유기발광
소자는, 음극층과 양극층 사이에 유기 화합물층이 삽입된 구성으로, 유기 화합물층에 흐르는 전류량에 대응한 휘도로 
발광된다. 다.

액티브 매트릭스형 유기발광 디스플레이로서는, 계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아날로그 계조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아날로그 계조 구동으로 계조를 제어하는 경우는, 유기발광소자에 접속하여 설치된 구동용 TFT의 전계 효과 
이동도 등의 격차에 의해서, 드레인 전류량이 크게 변해버려, 균일한 휘도의 화상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그래서, 디지털 계조에 의한 구동이 균일한 휘도의 표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제안되고 있다. " 디지털 계조" 란, 유
기발광소자의 발광 기간과 비발광 기간을 조합하여 계조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디지털 계조에 의한 구동방법의 하나로서는, 시분할 계조라고 불리는 구동방법이 있다. " 시분할 계조" 란, 하나의 프레
임기간을 복수의 서브프레임기간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서브프레임기간에 유기발광소자의 발광 또는 비발광을 제어하
여 계조 표시를 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시분할 계조에서의 표시를 하는 경우는, 의사윤곽이 발생하여, 화질이 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윤
곽은, 중간조(half tone)를 표시하고 있을 때에, 부자연스러운 밝은 선과 어두운 선이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Nikkei Electronics, No.753, pp.152-62, Oct.1999; 및 " Pseudo Contouring Noise Seen in Pulse Width Flu
ctuation Dynamic Display" , TV Society Technical Bulletin, Vol.19, No. 2, IDY9521,pp.61-66)

의사윤곽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시간폭이 긴 상위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을 분리 및 분할하는 방법이 제안
되어 있다(일본국 특개평 9-34399호 공보, 특개평 9-172589호 공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것처럼, 종래의 시분할 계조 구동으로서는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발생하여, 표시 성능이 저하한다고 하
는 문제점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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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를 제어하기 위해서, 종래의 구동방법에서는, 예를 들면 특개평 9-34399호 공보 및 특
개평 9-172589호 공보에 기재된 것처럼, 서브프레임기간을 분리 및 분할하여 대응하였다. 그렇지만, 이 서브프레임기
간을 분리 및 분할하는 방법으로 의사윤곽의 방지를 꾀하면, 소비전력이 증대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서브프레임기간의 분할수가 증가하면, 1프레임기간에 신호를 입력하는 회수가 증가하여 버린다. 신호를 입력하는 
회수가 증가하면, 신호를 원하는 전위로 하기 위해서, 전하를 충방전하는 회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전력이 증대한
다. 아울러, 서브프레임기간의 분할수가 증가하면, 이것들의 분할된 서브프레임기간을 1프레임기간 내에 맞추기 위해서, 
구동회로를 고주파수로 구동하는 것을 요한다. 고주파수의 구동은, 구동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동주파수의 곱과 구
동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여 결정된 소비전력이 증대한다.
    

또한, 구동성능이 낮은 구동회로에서는, 상술한 상위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을 분할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구동성능이 낮은 구동회로에서는, 의사윤곽을 감소하기 위해서 서브프레임기간의 분할수를 증가시키려고 
하여도, 분할된 서브프레임기간이 1프레임기간 내에 맞출 수 없어, 서브프레임기간의 분할수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소비전력을 증가시키지 않고, 의사윤곽형 노이즈를 대폭 감소하
여, 양호한 표시성능을 실현하는 표시장치 및 그 구동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구동회로의 구동성능에 상관없이,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를 감소하는 것이 가능한 표시장치 및 
그 구동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하에 검토하였다. 그리고, 의사윤곽은 발광 또는 
비발광이 연속하는 부분이, 사람 눈의 분해능이라도 인식할 수 있는 넓은 범위로 존재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결론에 이
르렀다.

특히, 동적 화상을 표시할 때에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현저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동적 화상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해서 도 19a-19c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9a에 m열×n행으로 화소가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된 화소부의 표시화상을 나타낸다. 각 화소에 1∼8 계조의 표시가 
가능한 3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입력하여 화상을 표시하고 있다. 화소부의 상반부의 화소는, 3번째 계조의 표시를 
수행하고, 하반부의 화소는 4번째 계조의 표시를 수행한다.

동적 화상을 표시할 때에, 도 19a에서, 3번째 계조의 표시를 수행하는 부분과 4번째 계조의 표시를 수행하는 부분의 경
계가 실선의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4번째 계조로 표시하는 부분의 면적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경계부근
에서, 화소는 3번째 계조의 표시로부터 4번째 계조의 표시로 바뀐다.

도 19b를 참조하면서 계조가 변하는 부분의 화소의 표시를 설명한다. 도 19b는, 동적 화상을 표시할 때에, 3번째 계조
로부터 4번째 계조로 계조가 변하는 화소의 발광 및 비발광을 타이밍도로 나타낸 것이다. 횡축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
다. 프레임기간 F1 에서 프레임기간 F2 로 시간이 경과할 때의 변하는 화소의 표시(발광, 비발광)가 도시되어 있다. 표
시기간 Tr1 ∼Tr3 중, 화소가 발광하는 표시기간은 희게 나타내고, 화소가 비발광인 표시기간은 오른쪽 하방향으로 경
사지는 사선으로 나타낸다.

이때, 1프레임기간은,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서브프레임
기간이 갖는 표시기간은 시간폭이 다르다.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은,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1 을 갖고,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은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를 갖고,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은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을 갖는다. 표시기간의 시간폭의 비는, T r1 :Tr2 :Tr3 = 20 :21 :22 이고, 화소의 계조는, 프레임기간(F1 ∼F2 )에 화
소가 발광하는 표시기간의 시간폭을 계산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면,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경우는,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1 및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에서 화소는 발
광 상태이고,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3 에서는 비발광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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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경우는, 1 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1 과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에서 화소는 비발광 상태이
고,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에서 발광 상태이다.

여기서, 프레임기간 F1 에 3번째 계조를 표시하고 있는 화소가, 프레임기간 F2 동안 4번째 계조를 표시한다. 그렇게 하
여 계조가 바뀔 때에, 경계부근의 화소에서는 프레임기간 F1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 프레임기간 F2 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및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가 비발광 상태가 연속한다. 다시 말하면, 3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비발광 상태 직후에 3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비발광 상태가 시작되어, 1프레임기간의 시간폭에 걸쳐서 비발광 
상태가 연속한다.

즉, 경계부근의 화소로서는 3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비발광 상태 직후에 4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비발광 상태
가 시작된다. 그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해당 화소가 1프레임기간 동안 비발광인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화면상에 부
자연스러운 어두운 선으로서 지각된다.

또한, 도 19a에서,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과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의 경계가 점선의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
동하여,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의 면적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즉, 경계부근에서, 화소는 4번째 계조의 표시로부터 
3번째 계조의 표시로 바뀐다.

도 19c를 참조하면서 계조가 변하는 부분의 화소의 표시를 설명한다. 도 19c는, 동적 화상을 표시할 때에 4번째 계조
로부터 3번째 계조로 계조가 변하는 화소의 발광 및 비발광을 타이밍도로 나타낸 것이다. 표시기간 T r1 ∼Tr3 중 화소
가 발광하는 표시기간은 희게 나타내고, 화소가 비발광인 표시기간은 우측 하측방향으로 경사지는 사선이 도시되어 있
다.

프레임기간 F1 에 4번째 계조를 표시하고 있는 화소는, 프레임기간 F2 동안 3번째 계조를 표시한다. 계조가 바뀔 때에, 
경계부근의 화소에서는, 프레임기간 F1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 프레임기간 F2 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과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에서 발광 상태가 연속된다. 바꿔 말하면, 4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발광하고 있는 
상태의 직후에 3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발광하고 있는 상태가 시작되어, 1프레임기간의 시간폭에 걸쳐 발광의 상태
가 연속한다.

즉, 경계부근의 화소로서는 4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발광의 상태의 직후에 3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발광의 상
태가 시작된다. 그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해당 화소가 1프레임기간 동안 발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화면
상에 부자연스러운 밝은 선으로서 지각된다.

의사윤곽이란, 계조가 변하는 경계의 부분에 이들의 부자연스러운 밝은 선이나 어두운 선이 생겨 보이는 현상이다.

그런데, 정지 화상에서도,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보여질 수도 있다. 정지 화상에서 생기는 의사윤곽은, 계조가 
변하는 경계 부분을 시선이 이동하면, 부자연스러운 밝은 선이나 어두운 선이 지각되는 현상이다. 정지 화상에 있어서 
이러한 표시방해가 보여지는 원리를 도 20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인간의 눈은 한 점을 응시하고 있어도, 시선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정해진 한 점을 정확히 응시하는 것은 어렵다. 그 
때문에, 화소부의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과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의 경계를 눈으로 응시하였을 때에, 경계
를 응시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시선이 좌우상하로 조금씩 움직인다.

    
예를 들면, 도 20a에 도시된 m열×n행의 화소가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된 화소부의 표시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화소부
의 상반부의 화소가, 3번째 계조를 표시하고, 하반부의 화소가 4번째 계조를 표시하고 있다. 이 화소부에서, 실선의 화
살표로 도시한 바와 같이, 시선이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으로부터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시선이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에 위치하였을 때에 화소가 발광의 상태이고, 시선이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에 위치하였을 때에 화소가 발광의 상태인 경우, 인간 눈에는 1프레임기간을 통해서 화소가 계속 발광의 
상태인 것처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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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b는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에서의 화소의 발광을 나타내고, 도 20c는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에서의 화
소의 발광을 나타낸다. 이 상태를 설명한다. 도 20b∼도 20c는 정지 화상을 표시할 때에 4번째 계조로부터 3번째 계조
로 계조가 변하는 화소의 발광 및 비발광을 타이밍도로 보이고 있다. 횡축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프레임기간 F 1 로
부터 프레임기간 F2 로 시간이 경과할 때 변하는 화소 표시(발광, 비발광)가 도시된다. 표시기간 T r1 ∼Tr3 중에서, 화
소가 발광인 표시기간은 희게 나타내고, 화소가 비발광인 표시기간은 우측 하측방향으로 경사지는 사선으로 나타낸다. 
실제로,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화소에서 프레임기간 F가 시작되는 시간과,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화소에서 프레임기
간 F가 시작되는 시간과는 약간의 어긋남이 있지만, 근접한 위치에 이 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어긋남은 무시
하여 설명한다.

사람 눈은 도 20b 및 도 20c의 실선의 화살표와 같이 이동하므로,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에서 1번째 비트의 표시
기간 Tr1 과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의 발광을 인식하고(도 20b), 이 다음에,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에서 3번
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발광을 인식한다(도 20c). 따라서, 인간의 눈에는 1프레임기간을 통해서, 화소가 계속 발광 
상태인 것처럼 지각될 것이다.

반대로, 도 20a에 도시된 화소부의 표시에 있어서, 점선의 화살표로 도시한 바와 같이, 시선이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으로부터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시선이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에 위치
하였을 때에 화소가 비발광 상태이고, 시선이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에 위치하였을 때에 화소가 비발광 상태인 경
우, 인간의 눈에는 1프레임기간을 통해서, 화소가 계속 비발광 상태인 것처럼 지각된다.

인간의 눈은 도 20b 및 도 20c의 점선의 화살표와 같이 이동하므로,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에서 1번째 비트의 표
시기간 Tr1 ,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의 비발광을 인식하고(도 20c), 이 다음에,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에서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비발광을 인식한다(도 20b). 따라서, 인간의 눈에는 1프레임기간을 통해서, 화소가 계
속 비발광 상태인 것처럼 지각된다.

이와 같이, 시선이 좌우상하로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1프레임기간을 통해서 화소가 계속 발광 상태 
또는 비발광 상태로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계조가 변화하는 경계 부분에, 어두운 선 또는 밝은 선이 생기도록 지각된
다.

상술한 것처럼, 시분할 계조 구동으로서는, 동적 화상을 표시하는 경우나, 정지 화상을 표시하는 경우에 상관없이, 계조
가 변하는 경계 부분에서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발생하여, 표시품질이 손상되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아래와 같이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를 방지하는 표시장치 및 그 표시장
치를 구동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는, 발광 또는 비발광이 연속하는 부분의 면적을 좁게 하여 인간의 눈에 의
사윤곽이 지각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발광 및 비발광이 각 화소에서 랜덤하게 발생하도록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나,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하는 시간, 또는 그 양쪽을 화소의 라인마다 바꾸도록 하였
다.

이때, 화소 라인 어드레스는, 그 화소가 갖는 게이트 신호선의 어드레스와 같다. 예를 들면, 첫 번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는 1번째 라인의 화소이다.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나,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하는 시간을 바꾸더라도, 1프레임기간을 분할할 수 있는 서
브프레임기간의 수는 종래와 동일하다. 따라서, 의사윤곽 잡음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소비전력을 증가시키지 않고 
양호한 표시 성능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구동회로의 구동성능에 상관없이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 방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 나타낸 본 발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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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프레임기간이 2이상의 서브프레임기간으로 분할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브프레임기간
이 출현하는 순서는, K 번째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K는 자연수)와 L 번째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L은 자연수, L≠K)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프레임기간이 2이상의 서브프레임기간으로 분할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브프레임기간
이 출현하는 순서는 n차(n은 2이상의 정수)이고, 상기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는 게이트 신호선의 n 행마다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이다.

본 발명은, 프레임기간이 2이상의 서브프레임기간으로 분할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1라인의 게이트 신호
선을 선택하는 기간을 △G로 하고, K 번째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K는 자연수)에서 상기 프레임기간이 시
작되는 시간을 tk로 하고, K+1번째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로 상기 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t k+1 로 
하고, tk+1 > tk+△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이다.

또한, 상기 구성에 있어서, 상기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는, 상기 K 번째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와 
K+1 번째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간에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이다.

본 발명은, 프레임기간이 2이상의 서브프레임기간으로 분할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1라인의 게이트 신호
선을 선택하는 기간을 △G로 하고, K 번째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K는 자연수)에서 상기 프레임기간이 시
작되는 시간을 tk로 하고, K+n 번째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n은 2이상의 정수)에서 상기 프레임기간이 시
작되는 시간을 tk+n 으로 하고, tk+n =tk+△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구성에 있어서, 상기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는, 상기 K 번째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와 K+n 번째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간에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이다.

본 발명은, 상기 구성에 있어서, 게이트 신호선이 게이트 신호선측 구동회로의 어드레스 디코더로 게이트 신호선을 선
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구성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갖는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은, 프레임기간을 n 서브프레임기간(n은 2이상의 자연수)으로 분할하는 표시장치에 있어서, 화소와, 행방
향으로 배치된 게이트 신호선과, 상기 서브프레임기간의 각 화소의 발광 휘도를 기억하는 m개의 기억회로(m은 자연수, 
m≥n)와, 상기 m개의 기억회로 중의 하나를 지정하는 기억회로 지정수단과, 라인번호를 지정하는 라인번호 지정수단
과, 상기 지정된 라인번호를 갖는 게이트 신호선을 선택하는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이다.
    

    
또한, 상기 구성에 있어서, 본 발명은, 상기 라인번호 지정수단이 제 1 라인번호를 지정하고, 상기 기억회로 지정수단이 
제 1 기억회로를 지정하고, 상기 기억회로 지정수단이 제 2 기억회로를 지정하고, 제 1 서브프레임기간이 상기 제 1 라
인번호를 갖는 게이트 신호선으로 시작되고, 제 2 서브프레임기간이 상기 제 2 라인번호를 갖는 게이트 신호선으로 시
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이다. 여기서, 제 1 라인번호와 제 2 라인번호는 연속적이어도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이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본 발명은, 상기 라인번호 지정수단이 제 1 라인번호를 지정하고, 상기 기억회로 지정수단이 제 1 
기억회로를 지정하고, 상기 라인번호 지정수단이 2이상만큼 상기 제 1 라인번호로부터 떨어진 제 2 라인번호를 지정하
고, 상기 기억회로 지정수단이 제 1 기억회로를 지정하고, 제 1 라인번호를 갖는 게이트 신호선에 이어서, 상기 제 1 라
인번호로부터 2이상 떨어진 상기 제 2 라인번호를 갖는 게이트 신호선으로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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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성에 있어서, 본 발명은, 상기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가, 어드레스 디코더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이다.

또한, 상기 각 구성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본 발명은, 상기 화소가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이다.

[발명의 실시예]

실시형태 1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을 설명한다. 이때, 본 발명의 표시장치 및 그 구동방법은 이하에 나타낸 예로 한정되지 않
는다. 본 실시형태 1에서는, 홀수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에 접속되어 있는 홀수 라인의 화소와, 짝수 라인의 게이트 신호
선에 접속되어 있는 짝수 라인의 화소간에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가 다른 경우를 나타낸다.

본 실시형태 1을 도 1a 내지 1c2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a에 m열×n행에 화소가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된 화소부
의 표시화상을 나타낸다. 각 화소에 1∼8계조의 표시가 가능한 3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입력하여 화상을 표시하
고 있다. 화소부의 상반부의 화소는, 3번째 계조를 표시하고 있고, 하반부의 화소는 4번째 계조를 표시하고 있다.

도 1a에서,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과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의 경계가 실선의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경계부근에서 화소는, 3번째 계조의 표시로부터 4번째 계조
의 표시로 바뀐다.

도 1b1∼도 1b2를 참조하면서 계조가 변하는 부분의 화소의 표시를 설명한다. 도 1b1 및 도 1b2는, 동적 화상을 표시
할 경우 3번째 계조로부터 4번째 계조로 계조가 변하는 화소의 발광 및 비발광의 타이밍도이다. 도 1b1은, 홀수 라인의 
화소의 타이밍도를 나타내고, 도 1b2는 짝수 라인의 화소의 타이밍도를 나타낸다. 횡축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프
레임기간 F1 및 프레임기간 F2 에 있어서 시간의 경과와 동시에 변하는 화소의 표시(발광, 비발광)가 도시되어 있다. 표
시기간 Tr1 ∼Tr3 중, 화소가 발광하는 표시기간은 희게 나타내고, 화소가 비발광인 표시기간은 우측 하측방향으로 경
사진 사선으로 나타낸다.

이때, 1프레임기간은,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서브프레임
기간이 갖는 표시기간은 시간폭이 다르다.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은,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1 을 갖고,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은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를 갖고,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은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을 갖는다. 표시기간의 시간폭의 비는, T r1 :Tr2 :Tr3 =20 :21 :22 이고, 화소의 계조는, 프레임기간(F1 및 F2 )에 화
소가 발광하는 표시기간의 시간폭을 계산하여 결정된다.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서브프레임기간의 출현 순서는,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3
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의 순차로 된다.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 서브프레임기간의 출현 순서는, 1번째 비트의 서브
프레임기간,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의 순차로 된다. 이때, 프레임기간의 계조는, 
표시기간에 발광소자가 발광한 시간량을 계산하여 결정된다. 이 때문에, 도 1a 내지 1c2에는 표시기간만을 나타내고, 
서브프레임기간에 관해서는 도시를 생략한다.
    

계조가 바뀔 때에, 경계부근의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프레임기간 F1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 프레임기간 F2

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및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동안 비발광 상태가 연속한다(도 1b1). 즉, 3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비발광 상태의 직후에 4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비발광 상태가 시작되고, 1프레임기간의 시간폭에 걸
쳐서 비발광 상태가 연속한다.

그러나, 이 경계부근의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표시기간 Tr3 , Tr1 및 Tr2 동안 비발광 상태가 연속하지만, 도 1b2에 발
광상태를 표시한 경계부근의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비발광 표시기간 Tr3 , 발광 표시기간 Tr2 , 비발광 표시기간 Tr

1 및 비발광 표시기간 Tr3 의 순차로 표시기간이 나타난다. 즉, 발광 상태 및 비발광 상태가 교대로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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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눈에는 근접한 화소의 휘도가 평균화되어 보인다. 이 때문에,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비발광 표시기간이 연속하
더라도,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 비발광 표시기간과 발광 표시기간이 나타나면, 홀수 라인의 화소의 휘도와 짝수 라인의 
화소의 휘도가 평균화되어 보인다. 그래서, 표시방해로서 지각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
가 감소된다.

또한, 도 1a에 m열×n행에 화소가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된 화소부의 표시화상을 나타낸다. 각 화소에 1∼8계조의 표시
가 가능한 3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입력하여 화상을 표시하고 있다. 화소부의 상반부의 화소는, 3번째 계조를 표
시하고 있고, 하반부의 화소는 4번째 계조를 표시하고 있다.

도 1a에서,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과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의 경계가 점선의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경계부근에서, 화소는 4번째 계조의 표시로부터 3번째 계조
의 표시로 바뀐다.

도 1c1∼도1c2를 참조하면서 계조가 변하는 부분의 화소의 표시를 설명한다. 도 1c1 및 도 1c2는 동적 화상을 표시할 
때에 4번째 계조로부터 3번째 계조로 계조가 변하는 화소의 발광 및 비발광을 타이밍도로 보이고 있다. 도 1c1은 홀수 
라인의 화소의 타이밍도를 나타내고, 도 1c2는 짝수 라인의 화소의 타이밍도를 나타낸다. 횡축은 시간 경과를 나타낸다. 
프레임기간 F1 과, 프레임기간 F2 에 있어서, 시간의 경과와 동시에 변하는 화소의 표시(발광, 비발광)가 도시되어 있다. 
표시기간 Tr1 ∼Tr3 중, 화소가 발광하는 표시기간은 희게 나타내고, 화소가 비발광인 표시기간은 우측 하측방향으로 
경사진 사선으로 나타낸다.

프레임기간 F1 에 4번째 계조를 표시하고 있는 화소는, 프레임기간 F2 에 3번째 계조를 표시한다. 계조가 바뀔 때에, 경
계부근의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프레임기간 F1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 프레임기간 F2 의 1번째 비트의 표시
기간 Tr1 및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동안 발광 상태가 연속한다(도 1c1). 다시 말하면, 4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
한 발광 상태의 직후에 3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발광 상태가 시작되어, 1프레임기간의 시간폭에 걸쳐서 발광 상태
가 연속한다.

그러나, 이 경계부근의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표시기간 Tr3 , Tr1 및 Tr2 동안 발광 상태가 연속하고 있을 때에, 도 1c2
에 발광상태를 나타낸 경계부근의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발광 표시기간 Tr3 , 비발광 표시기간 Tr2 , 비발광 표시기
간 Tr1 , 발광 표시기간 Tr3 의 순차로 표시기간이 나타난다. 즉, 발광 및 비발광 상태가 교대로 출현한다.

인간의 눈에는 근접한 화소의 휘도가 평균화되어 보인다. 이 때문에,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발광의 상태가 연속하더라
도,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 비발광 상태가 나타나면, 홀수 라인의 화소의 휘도와 짝수 라인의 화소의 휘도가 평균화되어 
보여, 표시방해로서 더욱 지각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감소된다.

즉, 인간의 시선이 이동하였을 때에, 발광 또는 비발광이 연속하여 보이는 영역이 잘게 분산되기 때문에,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감소된다.

본 실시형태 1의 구동방법은, 동적 화상을 표시하는 경우 의사윤곽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지 화상을 
표시하는 경우도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를 방지할 수 있다. 도 2a 내지 2c2를 참조하면서, 정지 화상에서 의사윤
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억제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도 2a에 도시된 m열×n행의 화소가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된 화소부의 표시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화소부의 
상반부의 화소가 3번째 계조를 표시하고, 하반부의 화소가 4번째 계조를 표시한다.

도 2b1, 도 2b2, 도 2c1, 도 2c2는, 정지 화상을 표시할 때의 화소의 발광 및 비발광을 나타낸 타이밍도이다. 화소가 
발광하는 표시기간은 희게 나타내고, 화소가 비발광인 표시기간은 우측 하측방향으로 경사진 사선으로 나타낸다.

도 2b1은 3번째 계조를 표시할 때의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타이밍도를 나타내고, 도 2b2는 3번째 계조를 표시할 때
의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타이밍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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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2c1은 4번째 계조를 표시할 때의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타이밍도를 나타내고, 도 2c2는 4번째 계조를 표시
할 때의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타이밍도를 나타낸다.

실제로는, 이 화소들에 있어서 프레임기간 F가 시작되는 시간은 약간의 어긋남이 있다. 그러나, 이 화소들은, 근접한 위
치에 있기 때문에 이 약간의 어긋남은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면, 도 2a의 정지 화상에서, 실선의 화살표로 도시한 바와 같이, 시선이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으로부터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이동한 경우를 생각한다. 즉, 시선은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과 4번째 계조를 표
시하는 부분 사이의 경계를 이동한다.

실선의 화살표로 나타낸 것처럼 시선이 이동하기 때문에, 도 2b1에 나타낸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홀수 라인의 화소에
서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과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의 발광, 도 2b2에 나타낸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비발광, 도 2c1에 나타낸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홀수 라인의 화소
에서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발광 및 도 2c2에 나타낸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의 비발광이 인식된다. 즉, 화소의 발광 및 비발광이 교대로 인간의 눈에 인식된다.

이와 같이, 시선이 이동하더라도, 화소의 비발광 상태와 발광 상태가 연속하여 지각되지 않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밝
은 선이나 부자연스러운 어두운 선의 발생이 억제된다. 그래서,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감소된다.

반대로, 도 2a에 점선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시선이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으로부터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
으로 이동한 경우를 생각한다.

점선의 화살표로 나타낸 것처럼 시선이 이동하므로, 도 2c2에 나타낸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의 비발광과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발광, 도 2c1에 나타낸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의 비발광과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발광, 도 2b2에 나타낸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비발광과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의 
발광, 도 2b1에 나타낸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3 의 비발광이 인식
된다. 즉, 화소의 발광 및 비발광이 교대로 인간의 눈에 인식된다.

이와 같이, 시선이 이동하더라도, 화소의 비발광 상태와 발광 상태가 연속하여 지각되지 않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밝
은 선이나 부자연스러운 어두운 선의 발생이 억제된다. 그래서,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감소된다.

즉, 발광 또는 비발광이 연속하는 영역이 사람의 눈에 지각되기 어려울 정도로 잘게 분산되기 때문에, 의사윤곽으로 인
한 표시방해가 지각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 1에 의하면 정지 화상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도,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억제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 1에서 사용하는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화소부(유기발광 디스플레이)를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면
서 설명한다. 도 3a는 화소부의 회로이다. 소스신호측 구동회로에 접속된 소스 신호선 S 1 ∼Sm , FPC(Flexible Print 
Circuit:플렉시블 프린트 배선판)을 통해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외부 전원에 접속된 전원공급선 V 1 ∼Vm , 기록용 게
이트 신호선 구동회로에 접속된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1 ∼Gan 및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구동회로에 접속된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1 ∼Gen 이 화소부(100)에 설치된다.

화소부(100)에는 매트릭스형으로 복수의 화소(110)가 배열된다. 화소(110)의 확대도면을 도 3b에 나타낸다. 각각의 
화소는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 ,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 , 소스 신호선 S, 전원공급선 V, 스위칭용 TFT(101), 구동
용 TFT(102), 커패시터(103), 소거용 TFT(104) 및 발광소자(105)를 갖는다.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 에 스위칭용 TFT(101)의 게이트전극이 접속되어 있다 스위칭용 TFT(101)의 소스영역과 
드레인영역은, 한쪽이 소스 신호선 S에, 다른쪽이 구동용 TFT(102)의 게이트전극, 각 화소가 갖는 커패시터(103) 및 
소거용 TFT(104)의 소스영역 또는 드레인영역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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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패시터(103)는, 스위칭용 TFT(101)가 오프상태(비선택상태)에 있을 때, 구동용 TFT(102)의 게이트 전압을 유지
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구동용 TFT(102)의 소스영역과 드레인영역은, 한쪽이 전원공급선 V에 접속되고, 다른 한쪽이 발광소자(105)
의 화소전극에 접속된다. 전원공급선 V는, 커패시터(103)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소거용 TFT(104)의 소스영역과 드레인영역 중, 스위칭용 TFT(101)의 소스영역 또는 드레인영역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쪽은, 전원공급선 V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소거용 TFT(104)의 게이트전극은,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

e에 접속되어 있다.

발광소자(105)는, 전장을 가하여 발생된 전계발광(Electroluminescence)을 얻는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층(이하, 
유기 화합물층이라고 기재함)과, 양극층과, 음극층을 갖는다. 루미네센스에는, 단일항 여기상태로부터 기저상태로 되돌
아갈 때의 발광(형광)과 3중항 여기상태로부터 기저상태로 되돌아갈 때의 발광(인광)을 포함하고, 본 발명은, 어느 쪽
의 발광을 사용한 발광소자에도 적용 가능하다.

발광소자(105)의 양극층이, 구동용 TFT(102)의 소스영역 또는 드레인영역에 접속하는 경우, 양극층이 화소전극, 음
극층이 대향전극이 된다. 반대로, 발광소자(105)의 음극층이, 구동용 TFT(102)의 소스영역 또는 드레인영역에 접속
하는 경우, 음극층이 화소전극, 양극층이 대향전극이 된다.

발광소자(105)의 대향전극에는 대향전위가 공급된다. 또한, 전원공급선 V는, 전원전위가 공급된다. 그리고, 대향전위
와 전원전위의 전위차는, 전원전위가 화소전극에 공급되었을 때에 발광소자가 발광하는 정도의 전위차로 항상 유지된다. 
전원전위와 대향전위는,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외부 전원으로부터 FPC를 통해 공급된다. 이때, 대향전위를 공급하는 
전원을, 본 명세서에서는 특히 대향전원(106)이라고 부른다.

이때, 본 발명에 적용 가능한 회로는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화소에 임의의 타이밍으로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기록하
고, 이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임의의 타이밍으로 소거하면, 본 발명의 구동방법을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기능을 표현하
도록 화소의 회로를 자유롭게 사용하여도 된다.

도 3a 및 도 3b의 회로에서 화소를 구동할 때의 타이밍을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4는 본 실시형태 1의 구동방법을 나타낸 챠트 도면이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기간 및 서브프레임기간은, 
1번째 라인의 화소 및 2번째 라인의 화소에 관해서만 나타낸다.

1프레임기간을 분할하여 서브프레임기간이 구성된다. 프레임기간의 분할수는 임의이고, 1프레임기간을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n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n으로 분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간단함을 위해서, 여기서는, 
1프레임기간 F0 및 F1 에 각각 3개의 서브프레임기간을 설치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즉, 1프레임기간은,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으로 분할된다.

홀수 라인의 화소(예를 들면,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 1 ,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
기간 SF2 및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의 순차로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한다.

짝수 라인의 화소(예를 들면,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 1 ,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
기간 SF3 및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의 순차로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한다.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은,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과 1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1 의 조합이다.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는,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와 2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2 의 조합이다. 3번째 비트
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은,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표시기간 Tr1 ∼Tr3 의 시간폭의 비는 Tr1 :Tr2 :Tr3 =20 :21 :22 가 된다. 각각의 표시기간에서 화소의 발광 및 
비발광이 제어되어, 3번째 비트와 8번째 비트 계조의 표시가 행하여진다.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및 2번째 비트
의 서브프레임기간이 각각 갖는 비표시기간 Td1 및 Td2 는, 화소 표시를 하지 않은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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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기간 Ta1 ∼Ta3 은,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1 ∼Gan 에 기록용 선택신호를 입력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다. 기록기간 
Ta1 , 기록기간 Ta2 및 기록기간 Ta3 으로부터 연속적으로 기록기간이 계속된다.

표시기간이 기록기간보다 짧은 경우는,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에 소거용 선택신호를 입력하여, 화소에 유지된 디지털 비
디오신호를 소거한다. 원하는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의 전부에 소거용 선택신호를 입력하는 데 요하는 기간이 소거기간 
Te1 ∼Te3 이다.

이때, 소거기간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된 화소는, 표시기간이 끝나고, 비표시기간이 시작된다.

도 5는 도 4의 챠트로 도시된 구동 타이밍도이다. 본 발명으로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과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은 그 개
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간단함을 위해 그 개수를 감소시켜 설명한다.

이때, 본 발명에서 기록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는, 어드레스 디코더를 갖는 구성으로 하여, 임의의 기록용 게이트 신
호선에 임의의 타이밍에서 기록용 선택신호를 입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구동회로는, 
어드레스 디코더를 갖는 구성으로 하여, 임의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에 임의의 타이밍에서 소거용 선택신호를 입력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간단함을 위해서, 프레임기간 F1 에서는 모든 화소의 발광소자가 발광하고, 프레임기간 F2 에서는 모든 화소의 발
광소자가 비발광하는 것으로 도시한다. 이 때문에, 프레임기간 F1 및 프레임기간 F2 에 소스 신호선 S1 ∼Sm 로부터 입
력된 신호는 모든 화소에 대해 동일하다.

발광소자가 발광 상태인지 비발광 상태인지는 발광소자의 화소전극과 대향전극의 전위차로 결정된다. 화소전극과 대향
전극의 전위차를 OLED1 ∼OLED8 로 나타낸다. OLED1 은 1번째 라인의 화소가 갖는 발광소자에 인가되는 전압이다. 
OLED2 ∼OLED8 도 마찬가지로, 2번째 라인의 화소∼8번째 라인의 화소가 갖는 발광소자에 인가된 전압을 나타낸다. 
본 실시형태 1에서는, 정극성의 순바이어스전압이 걸리면 발광소자는 발광하고, 정극성의 순바이어스전압이 걸리지 않
으면 발광소자는 비발광이 된다.

이들 발광소자의 구동에 관해서 이하에 설명한다.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로부터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1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된다. 그 결과,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1 에 접속된 모든 화소(1번째 라
인의 화소)의 스위칭용 TFT가 온 상태가 된다. 그리고, 동시에, 소스신호측 구동회로로부터 소스 신호선 S 1 ∼Sm 에 일
제히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본 실시형태 1에서는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 L" 의 전압인 경우, 구동용 TFT은 온 상태가 된다. 그 결과, " L" 의 전압
을 갖는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 화소의 유기발광소자에 순바이어스가 걸려 발광한다.

반대로,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 H" 의 전압인 경우, 구동용 TFT은 오프 상태가 된다. 그 결과, " H" 의 전압을 갖는 디
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 화소의 유기발광소자에 순바이어스는 걸리지 않아 비발광이 된다.

이와 같이, 1번째 라인의 화소에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되면서 동시에, 1번째 라인의 화소가 발광 또는 비발광이 제
어되어, 1번째 라인의 화소는 표시를 하여,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1 이 시작된다.

다음에,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1 에의 기록용 선택신호의 입력이 끝나면서 동시에, 2번째 라인의 기록
용 게이트 신호선 Ga2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된다.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1 (첫번째 게이트 신호선 선택기간)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어 있는 기간이 
라인기간((△G)이다. 이때, 라인기간은, 2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2 ∼n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
선 Gan 에 선택신호를 입력하는 경우라도 같은 길이이다.

그리고, 2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2 에 접속된 모든 화소의 스위칭용 TFT가 온 상태가 되어, 2번째 라인
의 화소에 소스 신호선 S1 ∼Sm 로부터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그래서, 2번째 라인의 화소는, 표
시를 행하여,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1 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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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번째 라인의 화소와 4번째 라인의 화소 순서로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기록용 게이트 신
호선 Ga1 ∼Gan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순차로 입력되어, 모든 라인의 화소에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되
기까지의 기간이 기록기간 Ta1 이다.

기록기간 Ta1 과 비교하여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이 짧고, 기록기간 Ta1 이 끝나기 전에 1번째 라인의 화소에 유
지된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소거되어야 한다. 그래서, 소거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로부터 1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
트 신호선에 소거용 선택신호를 입력한다.

1 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1 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되면, 1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1 에 
접속된 모든 화소(1번째 라인의 화소)의 소거용 TFT가 온 상태가 된다. 그리고, 구동용 TFT의 게이트전극이 유지하
고 있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는,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됨으로써 소거된다.

1번째 라인의 화소의 유지하고 있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소거되면, 1번째 라인의 화소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이 끝나고 1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1 이 시작된다.

그리고, 1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 e1 에의 소거용 선택신호의 입력이 끝나면서 동시에, 2번째 라인의 소거
용 게이트 신호선 Ge2 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된다. 그 결과, 2번째 라인의 화소가 갖는 유기발광소자는 모두 비발
광 상태가 되고 표시를 행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1 이 끝나고 1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1 이 시작된다.

이후, 3번째 라인의 화소와 4번째 라인의 화소의 순서로 화소가 유지하고 있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소거
된다.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1 ∼Gen 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순차로 입력되어, 모든 라인의 화소로부터 소거된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소거되기까지의 기간이 소거기간 Te1 이다.

소거기간 Te1 동안 화소가 유지하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의 소거를 하는 사이에, 기록기간 T a1 이 끝나고, 
기록기간 Ta2 가 시작된다. 그리고,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1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어, 1번째 라
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1 에 접속된 모든 스위칭용 TFT가 온의 상태가 된다. 동시에, 소스 신호선 S 1 ∼Sm 으로
부터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그 결과, 1번째 라인의 화소는 다시 표시를 하고, 1번째 비트의 비
표시기간 Td1 이 끝나고,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2 가 시작된다.

다음에, 2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2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고,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2번째 라인의 화소에 입력된다. 그 결과, 2번째 라인의 화소는 다시 표시를 하여, 1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 d1 이 끝
나고,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이 시작된다.

이와 같이, 1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1 이 끝나면,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2 가 시작되고,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이 시작된다.

다음에, 3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3 을 갖는 화소에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되고, 3번째 
라인의 화소는 다시 표시를 하여,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2 가 시작된다.

또한, 4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4 를 갖는 화소에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되고, 4번째 라
인의 화소는 다시 표시를 행하여,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3 이 시작된다.

이후, 5번째 라인의 화소와 6번째 라인의 화소의 순차로, 홀수 라인의 화소에는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
력되고, 짝수 라인의 화소에는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1 ∼Gan 에 기록
용 선택신호가 순차로 입력되고, 모든 라인의 화소에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 또는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
오신호를 입력하는 기간이 기록기간 Ta2 이다.

이 홀수 라인의 화소가 표시를 하는 동안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2 는, 기록 간 Ta2 와 비교하여 짧기 때문에, 기록기
간 Ta2 가 끝나기 전에 소거기간 Te2 를 형성하여, 홀수 라인의 화소가 유지하는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소
거해야 한다. 소거기간 Te2 에는 홀수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에만, 소거용 선택신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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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구동회로로부터 1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1 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된다. 
따라서,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가 종료하고 2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2 가 시작된다.

1번째 라인의 화소와 3번째 라인의 화소에 대해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가 같기 때문에, 1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
트 신호선 Ge1 에의 소거용 선택신호의 입력이 끝나고 나서, 소정기간 뒤에 3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 e3 에 
소거용 선택신호를 입력한다. 3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 e3 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되면 3번째 라인의 화
소에서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가 끝나고, 2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2 가 시작된다.

이후, 5번째 라인의 화소와 7번째 라인의 화소가 순차로 홀수 라인의 화소로부터 이 홀수 라인의 화소가 유지하는 2번
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소거된다. 홀수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순차로 입력되고, 
모든 홀수 라인의 화소가 유지하고 있는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소거되기까지의 기간이 소거기간 T e2 이다.

모든 짝수 라인의 화소는,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의 표시를 하므로, 소거기간 T e2 에서는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되지 
않는다.

소거기간 Te2 동안 화소가 유지하는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소거하는 사이에, 기록기간 T a2 가 끝나고, 기
록기간 Ta3 이 시작된다.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1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고, 1번째 라인의 화소
에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그 결과, 1번째 라인의 화소는 다시 표시를 행하여, 2번째 비트의 비
표시기간 Tr2 가 끝나고,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3 이 시작된다.

이어서,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로부터 2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2 로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고, 소스 
신호선 S1 ∼Sm 으로부터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이와 같이,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3 이 시작되고,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가 시작된다.

이어서, 3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3 을 갖는 화소에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되고,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가 끝나고, 3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3 이 시작된다.

이어서, 4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4 를 갖는 화소에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되고,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이 끝나고, 4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2 가 시작된다.

이후, 홀수 라인의 화소, 5번째 라인의 화소 및 7번째 라인의 화소에는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되어,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이 시작된다. 짝수 라인의 화소에는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되어, 2번째 비
트의 표시기간 Tr2 가 시작된다.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1 ∼Gan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순차 입력되어, 모든 라인의 화
소에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 또는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입력하는 기간이 기록기간 T a3 이다.

이 짝수 라인의 화소가 표시를 행하는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는, 기록기간 Ta3 과 비교하여 짧고, 기록기간 Ta3 이 
끝나기 전에 소거기간 Te3 을 설치하여, 짝수 라인의 화소가 유지하는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소거해야 한
다. 따라서, 소거기간 Te3 에서는 짝수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에만, 소거용 선택신호를 입력한다.

우선, 소거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로부터 2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2 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된다. 
따라서, 2번째 라인의 화소에 있어서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2 가 종료하여 2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2 가 시작된
다. 따라서, 2번째 라인의 화소는 표시를 하지 않게 된다.

2번째 라인의 화소와 4번째 라인의 화소에 대해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가 같으므로, 2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2 에의 소거용 선택신호의 입력이 끝나면, 소정기간 뒤에 4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 e4 에 소거용 
선택신호를 입력한다. 4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4 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되면, 4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가 끝나고, 2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2 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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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순차로 모든 짝수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된다. 짝수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
호선이 순차로 선택되고, 모든 짝수 라인의 화소가 유지하고 있는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소거되기까지의 
기간이 소거기간 Te3 이다.

모든 홀수 라인의 화소는,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의 표시를 하기 때문에, 소거기간 T e3 에서는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
되지 않는다.

기록기간 Ta3 이 끝나면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프레임기간 F2 가 시작된다. 프레임기간 F2 에서 기록기간 Ta1 이 시작
되면,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1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어,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이 끝나고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이 시작된다.

이어서, 2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2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어, 2번째 라인의 화소에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그 결과,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2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 d2 가 종료하고, 1번째 비
트의 표시기간 Tr1 이 시작된다.

이와 같이 하여서, 프레임기간 F2 라도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및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순차로 표시기간이 출현한다. 즉,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 1 , 2번째 비트
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의 순차로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한다.

또한,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1 ,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의 순차로 표시기간이 출현한다. 즉,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 1 ,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 2번째 비
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의 순차로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한다.

상술한 동작을 프레임기간마다 반복하여, 화상을 연속적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해서, 짝수 라인의 화소와 홀수 라인의 
화소 사이에서 출현하는 서브프레임기간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1프레임기간 동안에 발광소자가 발광한 표시기간의 길이의 총합을 구함으로써, 그 1프레임기간에서의 화소를 표시하는 
계조가 정해진다.

본 실시형태 1에서는, 3비트 8번째 계조를 표시하여,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 1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
간 SF3 을 설치할 때에, 각각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1 ∼Ga8 에 기록용 선택신호를 입력하는 회수는 3회이다. 1프
레임기간에 신호를 입력하는 회수가 공지의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전하를 충방전하는 회수가 증가되는 것과 구동
회로의 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이 억제되어, 소비전력은 공지의 방법의 것과 다르지 않다. 그 결과,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
시방해를, 소비전력의 증가를 억제하고서 방지할 수 있다. 일례로서, 홀수 라인의 화소는 프레임기간 F 1 에서는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및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의 순차로 서브프레임기간을 출
현시키고, 프레임기간 F2 에서는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및 2번째 비트의 서브프
레임기간의 순차로 서브프레임기간을 출현시킬 수도 있다.

이때, 상술한 실시형태 1에서 서브프레임기간의 출현순서는, 프레임기간 F1 과 프레임기간 F2 기간과 같게 한 예를 설명
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프레임기간마다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된다.

이 경우, 짝수 라인의 화소는 프레임기간 F1 에서는,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및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의 순차로 서브프레임기간을 출현시키고, 프레임기간 F2 에서는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
기간,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및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의 순차로 서브프레임기간을 출현시킬 수 있다.

이때, 본 실시형태 1은 실시형태 5 및 6과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로서, 발광 디스플레이(유기발광 디스플레이)에 본 발명을 사용한 예를 게시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을 시분할 계조로써 표시를 하는 FED(Field Emission Display),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및 강유전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액정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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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표시방법을 시분할 계조 방법에만 적용하면, 모든 형태의 구성을 갖는 표시장치를 사용하여도 된다. 본 
발명의 표시장치가 TFT 또는 TFD(박막 다이오드) 등의 소자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고, 액티브 매트릭스 디스플레
이가 수행되어야할 필요가 없다. 즉, 본 발명은, 전형적으로 강유전 LCD와 같은 패시브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를 수행시
키는 표시장치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표면 영역 계조방법과 조합하여 사용되어도 된다.

본 실시형태 1에 의하면, 발광 또는 비발광이 연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인간의 눈의 분해능으로 지각되지 않지 않은 정
도로 감소하는 것이 가능하여,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억제된다. 아울러, 서브프레임기간의 분할수를 증가시키
지 않고 의사윤곽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구동회로의 구동성능에 상관없이 표시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소비전력을 증가시키지 않고 양호한 표시품질을 실현한다.

실시형태 2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를 이하 설명한다. 이때, 본 발명의 표시장치 및 그 구동방법은 아래 도시된 예로 한정되지 않는
다. 본 실시형태 2에서는, 홀수 라인의 화소와 짝수 라인의 화소 사이에서 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이 크게 다른 구
성을 나타낸다. 바꿔 말하면, 본 실시형태 2에서는, 홀수 라인의 화소와 짝수 라인의 화소 사이에서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는 동일하지만, 이것들의 서브프레임기간으로 구성되는 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이 크게 변동한다.

본 실시형태 2를 도 6a 내지 도 6c2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상기 실시형태 1과 동일한 요소는 동일 부호를 부여한다. 
도 6a에 화소부의 표시를 나타낸다. 도 6a에서는, 도 1a의 표시와 마찬가지로, 1∼8번째 계조의 표시가 가능한 3비트
의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사용하여 화상을 표시하고 있다. 화소부의 상반부가 3번째 계조를 표시하고, 하반부가 4번째 
계조를 표시한다.

동적 화상을 표시하는 경우, 예를 들면 도 6a에서,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과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의 경계
가 실선의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경계부근에서, 화소는 3번째 계조의 표시로부터 4번째 계조
의 표시로 바뀐다.

도 6b1 및 도 6b2를 참조하면서 화소 표시를 설명한다. 도 6b1 및 도 6b2는 동적 화상을 표시할 때에 3번째 계조로부
터 4번째 계조로 계조가 변하는 화소의 발광 및 비발광을 나타낸 타이밍도이다. 도 6b1은 홀수 라인의 화소의 타이밍
도이고, 도 6b2는 짝수 라인의 화소의 타이밍도이다. 화소가 발광하는 표시기간은 희게 나타내고, 화소가 비발광인 표
시기간은 우측 하측방향으로 경사진 사선으로 나타낸다.

프레임기간 F0 ∼F2 가 시작되는 때가, 홀수 라인의 화소와 짝수 라인의 화소간에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프레임기간을 
분할하여 구성되는 서브프레임기간과 각각의 서브프레임기간에 포함되는 표시기간 Tr1 ∼Tr3 이 시작되는 때도, 홀수 
라인의 화소와 짝수 라인의 화소 사이에 크게 다르다. 이 때문에, 동일한 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경우도 1번째 라인의 화
소와 2번째 라인의 화소 사이에 발광 및 비발광 수행기간이 변동된다.

계조가 바뀔 때에, 프레임기간 F1 에 3번째 계조를 표시하고 있는 화소는, 프레임기간 F2 에 4번째 계조를 표시한다. 그
래서, 경계부근의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표시기간 Tr3 , Tr1 및 Tr2 동안 비발광 상태가 연속한다(도 6b1). 바꿔 말
하면, 3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비발광 상태의 직후에 4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비발광 상태가 시작되어, 1프레
임기간의 시간폭에 걸쳐 비발광 상태가 연속한다.

그러나, 이 경계부근의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표시기간 Tr3 , Tr1 및 Tr2 동안 비발광 상태가 연속할 때에, 도 6b2에 발
광상태를 나타낸 경계부근의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프레임기간 F1 의 표시가 행하여져, 화소가 발광 상태인 표시기간 
Tr1 및r2 다음에 화소가 비발광 상태인 표시기간 Tr3 이 연속한다. 요컨대, 발광 및 비발광이 순차로 행해진다.

사람의 눈에는 근접한 화소의 휘도가 평균화되어 보인다. 이 때문에,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비발광의 표시기간이 연속
하더라도,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 발광 및 비발광의 표시기간이 나타나면, 홀수 라인의 화소의 휘도와 짝수 라인의 화소
의 휘도가 평균화되어 보인다. 그래서 표시방해로서 지각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
가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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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6a에서,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과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의 경계가 점선의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동
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경계부근에서, 화소는 4번째 계조의 표시로부터 3번째 계조의 표시로 바뀐다.

도 6c1∼도 6c2를 참조하면서, 화소 표시를 설명한다. 도 6c1 및 도 6c2는 동적 화상을 표시할 때에 4번째 계조로부터 
3번째 계조로 계조가 변하는 화소의 발광을 나타낸다. 도 6c1은 홀수 라인의 화소에 대한 타이밍도이고, 도 6c2는 짝
수 라인의 화소에 대한 타이밍도이다. 화소가 발광하는 표시기간은 희게 나타내고, 화소가 비발광하는 표시기간은 우측 
하측방향으로 경사진 사선으로 나타낸다.

계조가 바뀔 때에, 프레임기간 F1 에 4번째 계조를 표시하고 있는 화소는, 프레임기간 F2 에 3번째 계조를 표시한다. 경
계부근의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표시기간 Tr3 , Tr1 및 Tr2 동안 발광 상태가 연속한다(도 6c1). 다시 말하면, 4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발광 상태의 직후에 3번째 계조를 표시하기 위한 발광 상태가 시작되어, 1프레임기간의 시간폭에 
걸쳐서 발광 상태가 연속한다.

그러나, 이 경계부근의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표시기간 Tr3 , Tr1 및 Tr2 동안 발광 상태가 연속할 때에, 도 6c2에 발광
상태를 나타낸 경계부근의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프레임기간 F1 의 표시가 행하여져, 화소가 비발광 상태의 표시기간 
Tr1 및 Tr2 에 이어서, 화소가 발광 상태인 표시기간 Tr3 이 연속한다. 요컨대, 발광 및 비발광이 순차로 행해진다.

인간의 눈에는 근접한 화소의 휘도가 평균화되어 보인다. 이 때문에,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발광 표시기간이 연속하더
라도,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 발광 및 비발광의 표시기간이 나타나면, 홀수 라인의 화소의 휘도와 짝수 라인의 화소의 휘
도가 평균화되어 보인다. 그래서, 표시방해로서 지각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감
소된다.

본 실시형태 2의 구동방법은, 동적 화상을 표시하는 경우에 의사윤곽의 발생을 방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지 화상
을 표시하는 경우도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를 방지할 수 있다.

도 7a 내지 도 7c2를 참조하면서, 정지 화상에서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억제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도 7a에 화
소부의 표시를 나타내고, 도 7b1, 7b2, 7c1 및 7c2에 화소부에서 프레임기간에 출현하는 표시기간 T r1 ∼Tr3 을 나타
낸다. 화소가 발광하는 표시기간은 희게 나타내고, 화소가 비발광인 표시기간은 우측 하측방향으로 경사진 사선으로 나
타낸다.

도 7b1은 3번째 계조를 표시할 때의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발광 및 비발광을 나타낸 타이밍도이다. 프레임기간 F 1 에 
표시기간 Tr1 , 표시기간 Tr2 및 표시기간 Tr3 의 순차로 표시가 된다. 도 7b2는 3번째 계조를 표시할 때의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발광 및 비발광을 나타내는 타이밍도이다.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홀수 라인의 화소가 상술한 표시를 하
고 있을 때에, 프레임기간 F0 의 표시기간 Tr3 의 표시가 된다. 이어서, 프레임기간 F 1 의 표시기간 Tr2 및 표시기간 Tr

3 의 순차로 표시가 된다.

또한, 도 7c1은 4번째 계조를 표시할 때의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발광 및 비발광을 나타낸 타이밍도이다. 도 7c2는 
4번째 계조를 표시할 때의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발광 및 비발광을 나타낸 타이밍도이다.

프레임기간 F0 ∼F1 이 시작되는 때가, 홀수 라인의 화소와 짝수 라인의 화소 사이에 크게 다르다. 그에 따라 프레임기
간을 분할하여 구성되는 서브프레임기간과 각각의 서브프레임기간에 포함되는 표시기간 Tr1 ∼Tr3 이 시작되는 때도, 
홀수 라인의 화소와 짝수 라인의 화소 사이에서 크게 다르다. 따라서, 1번째 라인의 화소와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같
은 번째 계조를 표시할 때도, 발광 및 비발광을 행하는 기간이 변동한다.

예를 들면, 도 7a에 실선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시선이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으로부터,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이동한 경우를 생각한다. 요컨대, 시선은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과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의 경계
부근을 이동한다.

 - 17 -



공개특허 특2003-0011712

 
인간의 눈은 실선과 같이 이동하여,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표시기간 Tr1 및 Tr2 의 발광(도 
7b1),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표시기간 T r3 의 비발광(도 7b2),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표시기간 Tr3 의 발광(도 7c1) 및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표시기간 T r2 의 
비발광(도 7c2)이 인간의 눈에 인식된다. 바꿔 말하면, 발광 상태와 비발광 상태가 교대로 인식된다.

따라서, 시선이 이동하더라도, 화소의 비발광 상태와 발광 상태가 연속하여 지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밝
은 선이나 부자연스러운 어두운 선의 발생이 억제되어,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감소된다.

반대로, 도 7a에 점선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시선이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으로부터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
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시선은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과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부분의 경계부근을 이
동한다.

인간의 눈은 점선과 같이 이동하여,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표시기간 Tr3 의 비발광(도 7c2), 
4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표시기간 Tr2 의 비발광(도 7c1),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표시기간 Tr3 의 비발광, 표시기간 Tr1 의 발광(도 7b2) 및 3번째 계조를 표시하는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의 
표시기간 Tr3 의 비발광(도 7b1)이 인간의 눈에 인식된다. 바꿔 말하면, 화소의 발광과 비발광이 교대로 인식된다.

따라서, 시선이 이동하더라도, 화소의 비발광 상태와 발광 상태가 연속하여 지각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부자연스러
운 밝은 선이나 부자연스러운 어두운 선의 발생이 억제되어,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감소된다.

본 실시형태 2에 의하면 정지 화상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도,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억제될 수 있다.

화소 구동 타이밍은 도 8 및 도 9를 참조하여 이하 설명한다.

도 8은 본 실시형태 2의 구동방법을 나타낸 챠트 도면이다. 간단함을 위해, 프레임기간과 서브프레임기간은 1번째 라인
의 화소와 2번째 라인의 화소에 관해서만 나타낸다.

1프레임기간을 분할하여 서브프레임기간이 구성된다. 프레임기간의 분할수는 임의이고, 1프레임기간을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n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n으로 분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간단함을 위해 1프레임기간
에 3개의 서브프레임기간을 설치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즉, 1프레임기간은,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3
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으로 분할된다.

모든 화소에서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및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의 순차로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한다. 그러나, 홀수 라인의 화소(예를 들면,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1번째 비트
의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때와 비교하여, 짝수 라인의 화소(예를 들면,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1번째 비트의 서
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때가 크게 어긋나 있다.

서브프레임기간은, 표시기간 Tr1 및 Tr2 와 비표시기간 Td1 및 Td2 , 또는 표시기간 Tr3 만으로 구성된다. 그 표시기간 
동안, 화소는 발광 상태 또는 비발광 상태가 되어 표시를 한다. 비표시기간 동안은, 화소가 비발광 상태가 되어 표시를 
하지 않는다.

기록기간 Ta1 ∼Ta4 는,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1 ∼Gan 에 기록용 선택신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요하는 기간이다.

표시기간보다 기록기간이 긴 경우는, 표시기간이 끝나고 나서 화소에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으로부터 소거용 선택신호를 
입력한다. 소거기간 Te1 및 Te2 는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1 ∼Gen 에 소거용 선택신호를 입력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다. 
실시형태 2에서는,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만이 기록기간에 비교하여 짧고, 1번째 라인의 화소 또는 2번째 라인의 화소
에서 표시기간 Tr1 이 끝난 후에 소거기간 Te1 또는 소거기간 Te2 가 설정된다.

도 9는 도 8의 챠트 도면에 도시되는 구동 타이밍도이다. 본 발명으로 기록 용 게이트 신호선과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은 그 개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간단함을 위해 그 개수를 감소시켜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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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단함을 위해, 프레임기간 F0 및 F1 에서는 모든 화소가 발광하는 것으로서 도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프레임기
간 F0 및 F1 에 소스 신호선 S1 ∼Sm 으로부터 입력하는 신호는 모든 화소에서 동일하다.

프레임기간 F0 및 F1 은, 각각 서브프레임기간 SF1 ∼SF3 으로 분할된다.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은 1번째 비
트의 표시기간 Tr1 과 1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1 로 구성된다.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는,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로 구성된다.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은,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으로 구성된다.

본 실시형태 2에서는, 짝수 라인의 화소 및 홀수 라인의 화소도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1 ,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2 및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순차로 표시기간이 출현한다. 그러나, 짝수 라인의 화소와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이 출현하는 때가 크게 어긋나 있다. 따라서,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프레임기간 F 1 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과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를 표시하고,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프레임기간 F0 의 3번째 비트
의 표시기간 Tr3 의 표시가 행하여진다.

먼저,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로부터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a1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된다. 그 결과,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1 에 접속된 모든 화소의 스위칭용 TFT는 온 상태가 된다. 그리고 동시에, 소스
신호측 구동회로로부터 소스 신호선 S1 ∼Sm 에 일제히 프레임기간 F1 의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이와 같이, 1번째 라인의 화소에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되면서 동시에,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발광 또는 비발광이 
제어된다. 1번째 라인의 화소는 표시를 행하여,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1 이 시작된다. 이때, 이 1번째 라인의 화소에
서 행해지는 표시는, 프레임기간 F1 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의 표시이다.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1 에의 기록용 선택신호의 입력이 끝남과 동시에, 2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2 에 마찬가지로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된다. 그리고, 2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2 에 접속된 모
든 화소의 스위칭용 TFT가 온의 상태가 되어, 2번째 라인의 화소에 소스 신호선 S 1 ∼Sm 으로부터 3번째 비트의 디지
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2번째 라인의 화소는 표시를 행하여,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3 이 시작된다. 이때, 이 2번
째 라인의 화소에서 행해지는 표시는, 프레임기간 F0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표시이다.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프레임기간 F1 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의 표시가 행하여지고,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1
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표시가 행하여진다.

2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2 에의 기록용 선택신호의 입력이 종료됨과 동시에, 3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3 에 마찬가지로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어, 3번째 라인의 화소에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
된다. 이렇게 하여, 3번째 라인의 화소는 표시를 하고,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1 이 시작된다. 이때, 이 3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행해지는 표시는, 프레임기간 F1 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의 표시이다.

3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3 에의 기록용 선택신호의 입력이 끝남과 동시에, 4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4 에 마찬가지로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어, 4번째 라인의 화소에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
된다. 그리고, 4번째 라인의 화소는 표시를 하고, 프레임기간 F 0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이 시작된다. 이때, 이 
3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행해지는 표시는, 프레임기간 F0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표시이다.

이후, 5번째 라인의 화소와 6번째 라인의 화소 순차로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 또는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
디오신호가 입력된다.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1 ∼Gan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순차 입력되어, 모든 라인의 화소에 1번
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 또는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될 때까지의 기간이 기록기간 T a1 이다.

기록기간 Ta1 과 비교하여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이 짧고, 기록기간 Ta1 이 끝나기 전에 소거기간 Te1 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의 입력과 병행하여, 소거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로부터 홀수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에만 소거용 선택신호를 입력한다.

1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1 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되면, 1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1 에 
접속된 모든 화소(1번째 라인의 화소)의 소거용 TFT이 온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구동용 TFT의 게이트전극이 유지
하고 있는 1 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는,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됨으로써 소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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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라인의 화소가 유지하고 있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소거되면, 1번째 라인의 화소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이 끝나고, 프레임기간 F1 의 1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1 이 시작된다.

1번째 라인의 화소와 3번째 라인의 화소에 대해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이 같기 때문에, 1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
트 신호선 Ge1 에의 소거용 선택신호의 입력이 끝나고 나서, 소정기간 다음에 3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 e

3 에 소거용 선택신호를 입력한다. 3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3 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되면 3번째 라인
의 화소에서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이 끝나고, 프레임기간1 의 1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1 이 시작된다.

이후, 5번째 라인의 화소와 7번째 라인의 화소 순차로 홀수 라인의 화소가 유지하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소거된다. 모든 홀수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순차 입력되어, 모든 홀수 라인의 화소가 유지
하고 있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소거되기까지의 기간이 소거기간 Te1 이다.

모든 짝수 라인의 화소는, 소거기간 Te1 동안 프레임기간 F0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표시를 하므로, 소거기간 
Te1 에서는 소거신호가 입력되지 않는다.

소거기간 Te1 동안 홀수 라인의 화소가 유지하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의 소거를 하는 동안에, 기록기간 T

a1 이 끝나고, 기록기간 Ta2 가 시작된다. 그리고,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1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
되어,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1 에 접속된 모든 스위칭용 TFT이 온의 상태가 된다. 동시에, 소스 신호선 
S1 ∼Sm 으로부터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그 결과, 1번째 라인의 화소는 다시 표시를 하고, 1번
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1 이 끝나고,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2 가 시작된다. 이때, 이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행해지
는 표시는, 프레임기간 F1 의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의 표시이다.

다음에, 1번째 라인의 화소의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와 3번째 라인의 화소의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가 같기 
때문에,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1 에의 기록용 선택신호의 입력이 끝난 후의 소정기간 뒤에 3번째 라인
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2 에 기록용 선택신호를 입력한다. 이때, 이 3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행해지는 표시는, 프레
임기간 F1 의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의 표시이다.

이후, 5번째 라인의 화소와 7번째 라인의 화소 순차로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기록용 게이트 신
호선 Ga1 ∼Gan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순차 입력되어, 모든 홀수 라인의 화소에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
력되기까지의 기간이 기록기간 Ta2 이다.

홀수 라인의 화소의 기록기간 Ta2 동안, 프레임기간 F0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표시가 행하여진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의 홀수 라인의 화소에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되면, 기록기간 T a2 가 끝나고, 소
정기간 후, 기록기간 Ta3 이 시작된다. 이때, 이 맨 마지막 줄의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행해지는 표시는, 프레임기간 F

1 의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의 표시이다. 그리고,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1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고, 1번째 라인의 화소에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그 결과,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가 끝나고,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3 이 시작된다.

이어서,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로부터 2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2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고, 소스 
신호선으로부터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그 결과,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프레임기간 F 0 의 2번
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가 끝나고, 프레임기간 F1 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이 시작된다.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프레임기간 F1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이 시작되고,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프레임기간 
F1 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이 시작된다.

다음에, 3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3 을 갖는 화소에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3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2 가 끝나고,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3 이 시작된다. 이때, 이 3번째 라인
의 화소로 수행되는 표시는, 프레임기간 F1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의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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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4 를 갖는 화소에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4번째 라
인의 화소에서, 프레임기간 F0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이 끝나고, 프레임기간 F1 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이 시작된다.

이후, 5번째 라인의 화소와 6번째 라인의 화소에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홀수 라인의 화소에는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되고, 프레임기간 F0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이 시작된다. 짝수 라인의 화소에는, 프레
임기간 F1 의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되고,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1 이 시작된다. 모든 라인의 화소
에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 또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입력하는 기간이 기록기간 T a3 이다.

기록기간 Ta3 과 비교하여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이 짧으므로, 기록기간 Ta3 이 끝나기 전에 소거기간 Te2 를 설
치하고, 짝수 라인의 화소가 유지하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소거해야 한다. 따라서, 소거기간 T e2 에는 
짝수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에만, 소거용 선택신호를 입력한다.

우선,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구동회로로부터 2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2 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된다. 
따라서, 2번째 라인의 화소에 있어서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1 이 종료하고, 1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1 이 시작된
다.

2번째 라인의 화소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과 4번째 라인의 화소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이 같으므로, 2번
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2 에의 소거 선택신호의 입력 끝난 후 소정 기간 뒤에 오는 4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
이트 신호선 Ge4 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된다.

이후, 6번째 라인의 화소와 8번째 라인의 화소 순차로 짝수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된
다. 짝수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이 순차 선택되어, 모든 짝수 라인의 화소가 유지하고 있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소거되기까지의 기간이 소거기간 Te2 이다.

소거기간 Te2 에서 짝수 라인의 화소가 유지하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의 소거를 행하는 동안에, 기록기간 
Ta3 이 끝나고, 기록기간 Ta4 가 시작된다. 그리고, 2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2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
되고, 2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2 에 접속된 모든 스위칭용 TFT가 온 상태가 된다. 동시에, 소스 신호선(
S1 ∼Sm )으로부터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그 결과, 2번째 라인의 화소는 다시 표시를 하여, 1번
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1 이 끝나고,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 r2 가 시작된다. 이때, 이 짝수 라인의 화소로 행해지는 
표시는, 프레임기간 F1 의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의 표시이다.

이후, 4번째 라인의 화소와 6번째 라인의 화소에 디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된다. 짝수 라인의 화소에 2번째 비트의 디
지털 비디오신호가 입력되고,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가 시작된다. 모든 짝수 라인의 화소에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신호를 입력하는 기간이 기록기간 Ta4 이다.

이상으로, 홀수 라인의 화소일 경우, 프레임기간 F1 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및 3번
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이 출현하고, 짝수 라인의 화소일 경우, 프레임기간 F0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이 출현
하고, 프레임기간 F1 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과 2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2 가 출현하는 곳까지 설명하였다. 이
후, 마찬가지의 순서로 표시기간 Tr1 ∼Tr3 을 출현시키고, 화상을 연속적으로 표시한다. 짝수 라인의 화소와 홀수 라인
의 화소에서 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때, 즉 임의의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때는 크게 변동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 2에 의하면, 발광 또는 비발광이 연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인간의 눈의 분해능으로 지각되지 않지 않은 정
도로 감소하는 것이 가능하여,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억제될 수 있다. 아울러, 서브프레임기간의 분할수를 증
가시키지 않고 의사윤곽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구동회로의 구동성능에 상관없이 표시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
하고, 또한, 소비전력을 증가시키지 않고 양호한 표시품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때, 본 실시형태 2와 실시형태 5, 6을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시형태 3

 - 21 -



공개특허 특2003-0011712

 
실시형태 3에서는, 홀수 라인의 화소와, 짝수 라인의 화소 사이에서,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 및 서브프레임기
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바꾼 것이다.

본 실시형태 3의 구성을 도 10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5 및 도 9와 같은 요소는 동일한 부호를 붙인다. 이 도면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1번째 라인의 화소의 프레임기간, 서브프레임기간, 표시기간, 및 비표시기간과, 2번째 라인의 화소
의 프레임기간, 서브프레임기간, 표시기간, 및 비표시기간이 도시되어 있다.

홀수 라인의 화소(예를 들면,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프레임기간 F 1 에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의 순서로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한다.

짝수 라인의 화소(예를 들면,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프레임기간에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 1 , 3번째 비트
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의 순서로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한다.

홀수 라인의 화소(예를 들면,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과 짝수 라인의 화소(예를 들면 2번
째 라인의 화소)에서 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은 크게 다르다. 여기서는, 프레임기간의 처음에 1번째 비트의 서브프
레임기간이 형성되므로, 홀수 라인의 화소와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은 크
게 다르다. 따라서, 같은 계조를 표시할 때에 화소가 발광, 비발광을 행하는 시간이 크게 다르다.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은 1번째 비트 표시기간 Tr1 과 1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로 구성된다.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은 2번째 비트 표시기간 Tr2 만으로 구성된다.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은 3번째 비트 표시기간 T

r3 만으로 구성된다.

실시형태 3은 각종의 신호를 나타낸 도 10의 타이밍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실시형태 1 및 2와 동등의 요소는 같은 
부호를 붙인다. 또한, 간략을 기하기 위해, 프레임기간 F 1 중에는 모든 화소의 발광소자가 발광하고, 프레임기간 F2 중
에는 모든 화소의 발광소자가 비발광으로 하여 도시한다. 따라서, 프레임기간 F1 및 프레임기간 F2 에 소스 신호선 S1 ∼
Sm 에서 입력하는 신호는 모든 화소에 대해 동일하다.

이하에서,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1 ∼Ga8 , 소스 신호선 S1 ∼Sm ,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1 ∼Ge8 , 발광소자 OLED

1 ∼OLED8 에 입력되는 신호를 사용하여, 홀수 라인의 화소와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 서브프레임기간의 출현 순서, 서브
프레임이 출현하는 시간을 설명한다. 간략을 기하기 위해, 1번째 라인의 화소와 2번째 라인의 화소에 관해서만 설명을 
한다.

우선,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출현하는 서브프레임기간에 관해서만, 이하에서 설명한다. 1번째 라인의 화소에 대해서는,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이 도시되어 
있다.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은,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1 에 기록용 선택신호의 입력이 시작되어, 
화소에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된 후에 시작한다. 그리고,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 1 이 시작
되면서 동시에, 1번째 비트 표시기간 T r1 이 시작된다. 1번째 비트 표시기간 T r1 은, 1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
선 Ge1 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되면 종료하고, 1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1 이 시작된다.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의 1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1 은,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1 에 기
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고, 화소에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끝난다. 화소에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가 시작되고, 이와 동시에 2번째 비트 표시기간 Tr2 가 시작
된다.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의 2번째 비트 표시기간 Tr2 는,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 a1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고, 화소에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끝난다. 화소에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
오 신호가 입력되면,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이 시작되고, 이와 동시에 3번째 비트 표시기간 Tr3 이 시작된
다.

 - 22 -



공개특허 특2003-0011712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의 3번째 비트 표시기간 Tr3 는, 1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1 에 기록용 선택신호의 입력이 시작되고, 화소에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끝난다. 화소
에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새로운 프레임기간 F2 의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이 시작
된다.

홀수 라인의 화소(예를 들면,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각각의 프레임기간에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 1 , 2번
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이 순서대로 출현한다.

다음에,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각각의 프레임기간에 대해,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 1 , 3번째 비트의 서브
프레임기간 SF3 ,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가 순서대로 출현한다.

도시의 형편상,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프레임기간 F0 의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 2번째 비트의 서브프
레임기간 SF2 , 프레임기간 F1 의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이 표시되고 
있다. 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프레임기간 F0 이 시작되고 있을 때에,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프레임기간 F 1 의 표시가 
수행된다.

프레임기간 F0 의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의 3번째 비트 표시기간 Tr3 은,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a2 에 기록
용 선택신호의 입력이 시작되고, 화소에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끝난다. 화소에 2번째 비트의 디
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가 시작되고, 이와 동시에 2번째 비트 표시기간 Tr2 가 
시작된다.

프레임기간 F0 의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의 2번째 비트 표시기간 Tr2 는, 2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
선 Ga2 에 기록용 선택신호의 입력이 시작되고, 화소에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끝난다. 화소에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새로운 프레임기간 F1 의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이 시작되고, 
이와 동시에 1번째 비트 표시기간 Tr1 이 시작된다. 이와 같이, 2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1번째 라인의 화소에 비해, 1
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이 크게 변동하다.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의 1번째 비트 표시기간 Tr1 은, 2번째 라인의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 Ge 2 에 소거용 
선택신호의 입력이 시작되면 끝난다. 화소에 소거용 선택신호가 입력되면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의 1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1 이 시작된다.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의 1번째 비트의 비표시기간 Td1 은, 2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 Ge 2 에 기
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고, 화소에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끝난다. 화소에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의 3번째 비트 표시기간 Tr3 이 시작된다.

도시하고는 있지 않지만,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3 의 3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3 는, 2번째 라인의 기록용 게
이트 신호선 Ge2 에 기록용 선택신호가 입력되고, 화소에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끝난다. 화소에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의 2번째 비트 표시기간 Tr2 가 시작
된다.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각각의 프레임기간 중에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1 ,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
F3 ,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SF2 가 순서대로 출현한다. 이와 같이,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
하는 순서가 홀수 라인의 화소와 다르다. 또한, 짝수 라인의 화소와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프레임기간 G가 시작되는 
시간이 크게 어긋나고 있다.

실시형태 3의 구동에 따르면, 실시예 1∼2와 마찬가지로, 계조의 변환기의 부분에서 시선이 이동할 때와, 동적 화상표
시 중에 계조가 변할 때, 화소가 발광하는 시간이 근접하는 화소에 대해 다르기 때문에, 화소의 비발광 상태 또는 화소
의 발광 상태가 연속하여 지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밝은 선이나 부자연스러운 어두운 선의 
발생이 억제되어,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 방해가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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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서브프레임기간의 분할수를 늘리는 일 없이 의사윤곽을 저감할 수 있으므로, 구동회로의 구동성능에 상관없이 
표시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비전력의 양을 증가시키는 일없이 양호한 표시품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때, 실시형태 3은 실시형태 5 및 6과 결합할 수도 있다.

실시형태 4

본 실시형태 4에서는,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 및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4라인마다 바꾼 것이다. 
본 실시형태 4를 도 11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1a 내지 도 11d는 각 라인의 화소의 프레임기간 및 표시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프레임기간은 복수의 서브프
레임기간으로 분할된다. 서브프레임기간은 표시기간, 또는 표시기간과 비표시기간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표시기간은 시
간폭이 다르고, 발광이 행해지는 표시기간의 시간폭을 계산하여 계조가 제어된다.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은 1번째 비트 표시기간 Tr1 을 포함하고,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은 2번째 비트 표
시기간 Tr2 를 포함하며,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은 3번째 비트 표시기간 T r3 을 포함한다.

또한, 표시기간이 서브프레임기간에 비해 짧은 경우에, 서브프레임기간은 표시기간 뿐만 아니라 비표시기간을 갖는다. 
간략을 기하기 위해, 도면 11a 내지 11d에 도시된 프레임기간과 표시기간만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 4에 있
어서는 m열xn행의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화소와, 이들 화소에 출현하는 서브프레임기간에 관해 설명한다.

도 11a는 4x+1번째 라인(x는 0 이상의 정수, 1≤4x+1≤n)의 화소에서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와, 서브프레
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4x+1번째 라인의 화소, 즉 4x+1번째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에서는,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의 순서로 서브프레임기간
이 출현한다. 따라서, 각각의 서브프레임기간에 대응하는 표시기간이, 1번째 비트 표시기간 T r1 , 2번째 비트 표시기간 
Tr2 , 3번째 비트 표시기간 T r3 의 순서로 나타난다.

도 11b는 4x+2번째 라인(x는 0 이상의 정수, 2≤4x+2≤n)의 화소에서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와 서브프레
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4x+2번째 라인의 화소, 즉 4x+2번째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에서는,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의 순서로 서브프레임기간
이 출현한다. 따라서, 각각의 서브프레임기간에 대응하는 표시기간이, 3번째 비트 표시기간 T r3 , 1번째 비트 표시기간 
Tr1 , 2번째 비트 표시기간 T r2 의 순서로 나타난다.

도 11c는 4x+3번째 라인(x는 0 이상의 정수, 3≤4x+3≤n)의 화소에서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와 서브프레
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4x+3번째 라인의 화소, 즉 4x+3번째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에서는,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의 순서로 서브프레임기간
이 출현한다. 따라서, 각각의 서브프레임기간에 대응하는 표시기간이, 1번째 비트 표시기간 T r1 , 2번째 비트 표시기간 
Tr2 , 3번째 비트 표시기간 T r3 의 순서로 나타난다. 1번째 비트 표시기간 Tr1 ∼3번째 비트 표시기간 Tr3 이 나타나는 
순서는 4x+1번째 라인의 화소와 4x+3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동일하지만, 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 즉 1번째 비트 
표시기간 Tr1 이 시작되는 시간은 4x+1 번째 라인의 화소와 4x+3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크게 어긋나고 있다.

도 11d는 4x+4번째 라인(x는 0 이상의 정수, 4≤4x+4≤n)의 화소에서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 및 서브프
레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4x+4번째 라인의 화소, 즉 4x+4번째 라인의 게이트 신호선을 갖는 화소에서
는,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의 순서로 서브프레임
기간이 출현한다. 따라서, 각각의 서브프레임기간에 대응하는 표시기간이, 2번째 비트 표시기간 T r2 , 3번째 비트 표시
기간 Tr3 ,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의 순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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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a∼도 11d에서는, 프레임기간 F 0 및 F1 에서 3번째 계조의 표시가 행해지고, 프레임기간 F2 에서 4번째 계조의 표
시를 행해지는 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11a에 나타낸 4x+1번째 라인의 화소에서 프레임기간 F 1 에 비발광의 3번째 비
트 표시기간 Tr3 이 출현하고, 프레임기간 F2 에 비발광의 1번째 비트의 표시기간 Tr1 과 비발광의 2번째 비트 표시기간 
Tr2 가 출현하는 것과 같은 비발광 표시시간이 연속적으로 출현할 때, 다음이 발생한다. 도 11b에 나타낸 4x+2번째 라
인의 화소에서는 발광 표시기간 Tr1 , Tr2 , Tr3 이 연속적이고, 도 11c에 나타낸 4x+3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발광 표
시기간 Tr1 및 Tr2 와 비발광 표시기간 Tr3 이 나타나고, 도 11d에 나타낸 4x+4번째 라인의 화소에서는 비발광 표시기
간 Tr3 , 발광 표시기간 Tr1 및 비발광 표시기간 Tr2 가 나타난다.

인접한 화소에서 발광 표시기간과 비발광 표시기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이들 화소의 휘도가 평균화되어 
보인다. 동적 화상표시를 하는 동안 계조가 변할 때, 부자연스러운 밝은 선이나, 부자연스러운 어두운 선의 발생이 억제
된다.

동적 화상의 표시를 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정지 화상의 표시를 행하는 경우에도, 근접한 화소에서 발광 표시기
간과 비발광 표시기간이 나타나므로, 시선의 이동에 동반하여 발광하는 화소의 휘도, 또는 비발광의 화소의 휘도만이 
인간의 눈에 의해 적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가 억제된다.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와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시간은, 화소의 라인이 4라인 이상인 주기로 바꾸더라
도 상관없고, 주기성이 없이 랜덤하게 바꾸더라도 상관없는 것을 물론이다. 이것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본 실시형태 4에 따르면, 발광 또는 비발광이 연속하는 부분의 표면적을 인간의 눈의 분해능으로 지각되지 않지 않는 
정도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를 억제할 수 있다. 덧붙여, 서브프레임기간의 분할수를 늘리
는 일없이 의사윤곽을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구동회로의 구동성능에 상관없이 표시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비전력을 늘리는 일없이 양호한 표시품질을 실현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 4는 실시형태 5 및 6과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시형태 5

도 12를 참조하면서 화소에 신호를 입력하는 구동회로의 일례를 나타낸다. 도 12는 본 실시형태 5의 유기발광 디스플
레이의 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본 실시형태 5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120)는 동일한 절연 표면(유리) 상에 화소부(100)와 구동회로부가 형성되어 
있다. 화소부에는 화소(110)가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구동회로부는 기록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121), 
소거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122), 소스신호측 구동회로(123)로 구성된다. 이때, IC 칩에 탑재된 시분할 계조신호 
발생회로(128)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의해 실시형태 5의 구동이 수행된다.

유기발광 디스플레이(120)에 입력된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는 AD 변환회로(107)에 입력되어, 디지털 비디오 신호로 
변환된다.

예를 들면, 3비트 1∼8 계조로 표시를 행하는 경우에,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3번
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로 변환된다.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는 " 0" 또는 " 1" 의 정보를 갖는다. 1번째 비트
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 0" 의 정보를 갖는 경우에,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된 화소는 발광한다. 반대로,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 1" 의 정보를 갖는 경우에,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
디오 신호가 입력된 화소는 비발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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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3번째 계조의 표시를 행하는 경우에, 최하위 비트인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는 " 1" 의 정보를 갖
고,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는 " 1" 의 정보를 가지며,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는 " 0" 의 정보를 갖
는다.

1화상분의 이들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에 대해, 기억회로 지정수단(10
8)의 지정에 따라서, 입력 스위치(109)가 제 1 기억회로(112) 또는 제 2 기억회로(113)에 디지털 비디오 신호를 입
력하도록 바꾼다. 여기서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제 1 기억회로(1
12)에 저장된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한다.

제 1 기억회로(112)는 1화상분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를 저장한다. 제 1 기억회로(112)는 1번째 비트의 기억회로, 2
번째 비트의 기억회로, …, n번째 비트의 기억회로를 갖는다. 간략을 기하기 위해, 실시형태 5에서는 제 1 기억회로에 
1번째 비트의 기억회로∼3번째 비트의 기억회로가 설치된 것으로 하여 설명한다.

1번째 비트의 기억회로(114)에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기억된다. 또한, 2번째 비트의 기억회로(115)에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기억되고, 3번째 비트의 기억회로(116)에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기
억된다.

1화상분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제 1 기억회로에 유지된 뒤에, 기억회로 지정수단(108)의 지정에 따라 입력 스위치(
109)는 제 2 기억회로(113)를 지정하고, 새롭게 입력되는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제 2 기억회로(113)에 입력된다.

이와 동시에, 출력 스위치(111)가 기억회로 지정수단의 지정에 따라서 제 1 기억회로(112)를 지정하고, 제 1 기억회
로에서 소스신호측 구동회로로 제 1 기억회로(112)에 기억된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순차 판독된다.

이와 동시에, 기록용 라인번호 지정수단(제 1 라인번호 지정수단)(118)이 라인번호를 지정하고, 제 1 라인번호 지정
수단(118)에 의해 지정된 라인번호가 기록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121) 및 판독 지정수단(119)에 입력된다.

    
이와 동시에, 비트 지정수단(기억회로 지정수단으로도 칭한다)(117)이 제 1 기억회로의 1번째 비트의 기억회로∼3번
째 비트의 기억회로 중에서 한 개의 기억회로를 지정한다. 비트 지정수단이 1번째 비트의 기억회로를 지정하였다고 가
정하여 이하에서 설명한다. 1번째 비트의 기억회로에는 각 화소에 대한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 0" 또는 " 
1" 의 정보를 갖고 기억되어 있다. 각 화소에 대한 어드레스는 라인번호 및 열번호로 정해지고, 제 1 라인번호 지정수
단(118)에 의해 지정된 라인번호를 갖는 모든 화소에 대한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출력 스위치(111)를 
통해 소스신호측 구동회로(123)에 입력된다.
    

기록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121) 및 소스신호측 구동회로(123)가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를 입력하는 
화소를 선택하고, 이들 화소에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며,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의 표시가 
행하여진다.

이때, 비트 지정수단이 1번째 비트의 기억회로 대신에 2번째 비트의 기억회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 1 라인번호 지정
수단(118)에서 지정한 라인번호를 갖는 모든 화소의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소스신호측 구동회로(123)
에 입력된다.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는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에 있어서의 화소가 발광하는지 비발광
하는지를 결정하여,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의 표시가 행하여진다.

또한, 비트 지정수단이 1번째 비트의 기억회로 대신에 3번째 비트의 기억회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 1 라인번호 지정
수단(118)에 의해 지정된 라인번호를 갖는 모든 화소의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전부 소스신호측 구동회
로(123)에 입력된다.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는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에 있어서 화소의 발광, 비발광
을 결정하여,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의 표시가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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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에 있어서 화소가 발광할 때의 시간폭을 Tr1 ,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에 있어서 화
소가 발광할 때의 시간폭을 Tr2 ,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에 있어서 화소가 발광할 때의 시간폭을 Tr3 로 하면, T

r1 :Tr2 :Tr3 = 20 :21 :22 이된다. 1프레임기간 중의 이들 발광의 시간폭을 계산하여 계조가 정해진다. 이때, 1번째 비트
의 서브프레임기간∼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을 한번에 하나씩 설치하여 시분할 계조로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
고,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 중에서 2개 이상 설치하여 시분할 계조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 1 라인번호 지정수단 및 비트 지정수단으로 라인번호 및 비트번호를 지정함으로써 화소의 라인을 임의의 
순서로 지정하여, 지정된 화소에 임의의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을 출현시킬 수 있다.

한편, 1화상분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제 1 기억회로로부터 화소에 출력되어 있는 동안, 프레임 지정수단이 제 2 기억
회로(113)를 지정하고, 새롭게 1화상분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제 2 기억회로에 입력되고 있다. 1번째 비트의 기억회
로(125)에는 1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된다. 2번째 비트의 기억회로(126)에는 2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고, 3번째 비트의 기억회로(127)에는 3번째 비트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입력된다.

제 1 기억회로가 갖는 디지털 비디오 신호의 판독이 완료되면, 1번째 화상의 표시가 끝난다. 이어서, 제 2 기억회로로
부터 디지털 비디오 신호 데이터의 판독이 시작되어 2번째 화상의 표시가 시작된다. 2번째 화상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
가 제 2 기억회로에서 화소에 출력되어 있는 동안에, 프레임 지정수단이 제 1 기억회로(112)를 지정하고, 입력 스위치
(109)를 통해 새롭게 1화상분의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제 1 기억회로에 입력되고 있다.

전술한 동작을 반복하여, 화상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라인번호를 1번째 라인으로부터 n번째 라인까지 올림차순으로 지정하여, 홀수의 라인번호(제 1 라인번호)
가 지정되어 있을 때는 비트 지정수단이 2번째 비트의 기억수단을 지정하고, 짝수의 라인번호(제 2 라인번호)가 지정
되어 있을 때에는 비트 지정수단이 3번째 비트의 기억수단을 지정하도록 설계한다. 그렇게 하면,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2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을 출현시키고, 이어서,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는 3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을 출현시
킬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비트 지정수단이 1번째 비트의 기억수단을 지정하고 있을 때, 홀수의 라인번호를 1번째 라인으로부터 
n 번째 라인까지 올림차순으로 지정한다. 이어서, 소정기간 후에, 비트 지정수단이 1번째 비트의 기억수단을 지정할 때
에 짝수의 라인번호를 1번째 라인으로부터 n번째 라인까지 올림차순으로 지정한다. 그렇게 하면,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만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고, 모든 홀수 라인의 화소에서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이 끝난 후에, 
짝수 라인의 화소에서 1번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때, 라인번호의 지정은 올림차순 대신에 내림차순으로 수행하여도 된다. 또한, 랜덤한 순서로 라인번호를 지정하여도 
된다.

    
서브프레임기간을 끝내는 방법은 대별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서브프레임기간보다 표시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소거용 라인번호 지정수단(제 2 라인번호 지정수단)에 의해 라인번호가 지정되고, 제 2 라인번호 지정수단으로 지정된 
라인번호를 소거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122)에 입력하면, 지정된 라인번호를 갖는 소거용 신호선에 접속된 화소의 
서브프레임기간이 끝난다. 서브프레임기간과 표시기간이 거의 같은 길이를 갖는 경우에는, 기록용 라인번호 지정수단(
118)을 사용하여 라인번호를 지정하는 동시에, 비트 지정수단(117)을 사용하여 이와 다른 비트 기억회로를 지정함으
로써, 서브프레임기간이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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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의의 순서로 디지털 비디오 신호의 기록 및 소거를 행하는 경우에는, 기록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121) 및 
소거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122)가 어드레스 디코더를 갖는 구성으로 하여도 된다.

또한, 본 실시형태는 전술한 구성에 한정되지 않으며, 플립플롭회로, 시프트 레지스터회로 및 멀티플렉서 회로 등의 공
지된 회로를 갖는 구조가 사용될 수도 있다.

더구나, 실시형태 5에서는 제 1 기억회로와 제 2 기억회로로 구성된 기억회로가 2개 존재하지만, 기억회로의 수에는 
제약이 없으며, 추가적인 기억회로가 설치될 수도 있다.

실시형태 6

본 발명은 다양한 기술과 조합하여 표시품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시분할 계조에 있어서, 임의
의 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을 분리 및 분할하여,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를 더욱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러
나, 종래의 상위비트의 서브프레임기간을 분리 분할하는 구동과 조합할 때에는, 구동주파수가 증가하므로, 구동회로의 
구동성능이나 소비전력의 허용값과의 관계에 의해 서브프레임기간의 분할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계조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시분할 계조와 별도의 방법, 예를 들면 화소를 복수의 서브픽셀로 분
할하여 각각의 서브픽셀의 발광 및 비발광을 제어하는 면적계조를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시예 1

본 발명은 유기발광소자를 사용하는 모든 표시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도 13은 그것의 일례로서, TFT를 사용하는 액티
브 매트릭스형의 표시장치를 나타낸다.

기판(401)은, 석영이나 코닝사의 #7059 유리나 #1737 유리 등으로 대표되는 바륨 붕소 규산 유리 및 알루미늄 붕소 
규산 유리 등의 유리로 이루어진 기판이다. 비록, 본 실시예에서는 유리로 이루어지는 기판을 사용하지만, 실리콘으로 
이루어지는 기판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어서, 산화실리콘막, 질화실리콘막 또는 산화질화실리콘막 등의 절연막으로 이루어지는 하지막(402)이 설치된다. 예
를 들면, 플라즈마 CVD법으로 SiH 4 , NH3 , N2 O로부터 제작되는 산화질화실리콘막(402a)을 10∼200 nm(바람직하
게는 50∼100 nm)로 형성하고, 플라즈마 CVD법으로 SiH 4 및 N2 O로부터 제작되는 산화질화실리콘막(402b)을 50∼
200 nm(바람직하게는 100∼150 nm)의 두께로 적층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하지막(402)을 2층 구조로서 나타
내었지만, 전술한 절연막의 단층막 또는 3층 이상 적층시킨 구조로서 형성하더라도 좋다.

이어서, 반도체층을 형성하여, 패터닝한다. 이 반도체층의 두께는 10∼80 nm(바람직하게는 15∼60 nm)의 두께로 형
성한다. 그리고, 제 1 반도체층(403), 제 2 반도체층(404), 제 3 반도체층(405), 제 4 반도체층(406), 제 5 반도체
층(407)이 형성된다.

이들 반도체층을 덮어 게이트 절연막(408)을 형성한다. 게이트 절연막은, SiH 4 , N2 O로 이루어진 질화산화실리콘막으
로 10∼200 nm, 바람직하게는 50∼150 nm의 두께로 형성한다.

레이저 결정화법으로 결정질 반도체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펄스발진형 또는 연속발광형의 엑시머 레이저나 YAG 레
이저, YVO4 레이저를 사용한다. 이들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레이저발진기로부터 방사된 레이저광을 광학계에 
의해 선형으로 집광하여 반도체막에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결정화의 조건은 실시자가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지만, 엑시머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펄스 발진주파수 30Hz로 설정하고, 레이저 에너지 밀도를 100∼400 m
J/cm2 (대표적으로는 200∼300 mJ/cm2)로 한다. 또한, YAG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 2 고조파를 사용하여 
펄스 발진주파수 1∼10 kHz로 하고, 레이저 에너지 밀도를 300∼600 mJ/cm 2 (대표적으로는 350∼500 mJ/cm 2 )로 
하면 된다. 그 후, 폭 100∼1000 ㎛, 예를 들면 400 ㎛으로 선형으로 집광한 레이저광을 기판 전체면에 걸쳐 조사한다. 
이것은 선형 레이저광의 중첩율을 80∼98%로 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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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스퍼터링법에 의해 질화탄탈륨(TaN)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알루미늄 합금막을 
형성한다. 이 2층으로 적층된 도전막을 패터닝하여, 기록용 게이트 신호선(409), 소거용 게이트 신호선(410), 용량전
극(411), 섬 형상의 게이트전극(412) 및 구동회로부의 게이트전극 413 및 414를 형성한다. 이들 도전막을 마스크로 
하여 자기 정합적으로 불순물 원소를 도핑한다.

이어서, 플라즈마 CVD법으로 SiH4 , NH3 , N2 O로부터 제작되는 산화질화실리콘막을 제 1 층간절연막(415)으로서 1
0∼200 nm(바람직하게는 50∼100 nm)의 두께를 갖도록 형성한다. 제 1 층간절연막으로서 산화질화막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기수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제 2 층간절연막(416)을 0.5∼10 ㎛(바람직하게는 1∼3 ㎛)의 두께로 형
성한다. 제 2 층간절연막은 아크릴 수지막, 폴리이미드 수지막 등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 2 층간절연막은 반도
체층, 게이트전극 등에 기인하는 요철을 평탄화하기에 충분한 두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층간절연막(415)으로서 비유전율이 2.5∼3.0인 작은 로우(low)-k 재료로 이루어지는 절연막을 사용하더라도 좋다. 
층간절연막의 유전율을 낮게 함으로써, 기생용량의 저감을 꾀하여, 신호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low-k 재료로 이루
어진 절연막은 무기계와 유기계가 있다. 무기계의 재료로서는 SiO 2 막에 C 및 H를 첨가하여 유전율을 하강시킨 재료를 
사용한다. 유기물질로서, 그것의 내부에 작은 구멍을 갖는 폴리아릴에테르, 비정질 테플론(테플론은 등록상표), 불화 
폴리이미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불소계의 수지막은 저유전율을 실현하는 재료로서 기대되고 있다. 유기계의 lo
w-k 절연막은 분자설계에 의해 더욱 더 저유전율화도 가능하며, 스핀코팅에 의해 용이하게 적층된다. 따라서, 유기계
의 low-k 절연막은 low-k 재료로서 유망하다.

    
제 1 층간절연막, 제 2 층간절연막, 게이트 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콘택홀을 형성한다. 콘택홀을 덮도록 도전
막을 형성하여, 패터닝한다. 이 도전막은, 막두께 50 nm의 Ti막과, 막두께 500 nm의 합금막(Al과 Ti의 합금막)과의 
적층 구조로 한다. 그리고, 구동회로부(503)에 있어서는, 소스측의 배선(417, 418)과, 드레인측의 배선(419, 420)을 
형성한다. 화소부에서는, 소스 신호선(421), 접속전극(422), 전원공급선(423), 드레인측의 전극(424)을 형성한다. 
스위칭용 TFT(504)의 소스에 소스 신호선(421)이 접속하고 있고, 스위칭용 TFT(504)의 드레인에 접속전극(422)
이 접속하고 있다.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접속전극(422)은 전류제어용 TFT(507)의 게이트전극(412)과 접속한다. 
전류제어용 TFT(507)의 소스에 전원공급선(423)이 접속하고 있고, 전류제어용 TFT(507)의 드레인에 드레인측의 
전극(424)이 접속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하여, n 채널형 TFT(501), p 채널형 TFT(502)를 갖는 구동회로부(503)와, 스위칭용 TFT(504), 소거
용 TFT(505), 저장용량(506), 전류제어용 TFT(507)을 갖는 화소부(508)를 동일기판 상에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ITO(Indium Tin Oxide)막을 진공 스퍼터링법으로 형성한다. 이 ITO 막을 드레인측의 전극(424)에 접하도
록 화소마다 패터닝하여, 유기발광소자의 양극(화소전극)(425)을 형성한다. ITO는 일함수가 4.5∼5.0eV로 높고, 정
공을 효율적으로 유기발광층에 주입할 수 있다.

이어서, 감광성수지막을 형성한다. 화소전극(425)의 주연부의 내측에 있는 이 감광성수지막의 일부를 패터닝에 의해 
제거하여, 뱅크(426)를 형성한다. 유기 화합물층은 뱅크의 매끄러운 경사면을 따라 형성함으로써, 화소전극의 주연부
에서 유기 화합물층이 단선하여, 이 단선 지점에서 화소전극과 대향전극의 단락을 방지하고 있다.

    
다음에, 유기발광소자의 유기 화합물층(427)을 증착법으로 형성한다. 유기 화합물층은, 단층 또는 적층 구조일 수 있
다. 적층구조를 사용하여 유기 화합물은 더 양호한 발광효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는, 유기 화합물층은 양극 상에 정
공주입층, 정공수송층, 발광층 및 전자수송층의 순서로 형성된다, 다른 예로는, 정공수송층, 발광층, 전자수송층으로 구
성된 구조, 및 정공주입층, 정공수송층, 발광층, 전자수송층 및 전자주입층으로 구성된 구조를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
는 유기화합물층으로 공지된 어떤 구조를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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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서는 3종류의 발광층, 즉 적색 발광층, 녹색 발광층 및 청색 발광층을 증착에 의해 형성하여 칼라화상이 표
시된다. 특히, 적색으로 발광하는 발광층에는 시아노폴리페닐렌이 사용되고, 녹색 발광층에는 폴리페닐렌비닐렌, 청색 
발광층에는 폴리페닐렌비닐렌 또는 폴리알킬 페닐렌을 사용한다. 각각의 발광층은 30∼150 nm의 두께를 갖는다. 상기
한 물질은 발광층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 화합물의 일례로서, 다른 물질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어서, 유기발광소자의 음극(대향전극)(428)을 증착법으로 형성한다. 음극은, MgAg이나 LiF 등의 알칼리 성분을 소
량 함유하는 광반사성의 재료를 사용한다. 음극의 두께는 100 nm∼200 nm로 한다. 대향전극은, 모든 화소에 공통된 
전극으로 역할하기 위해 화소부의 전체면을 덮는다. 대향전극은, 배선을 경유하여 FPC(Flexible Printed Circuit)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양극 및 음극 사이에 유기 화합물층이 끼워진 구성의 유기발광소자(429)가 완성된다. 유기발광소자(429)
의 화소전극은 투명전극이고, 화소전극에 겹쳐서 광반사성의 그것의 대향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도 13의 화
살표로 나타낸 방향으로부터 유기발광소자에서 발광하는 빛을 방사시킬 수 있다.

이어서, 보호막(430)을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DLC 막을 사용하여 유기발광소자를 수분으로부터 보호한다.

전술한 구성으로 형성되는 기판을 본 명세서에서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으로 칭한다.

더구나,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등으로 이루어진 밀봉기판(431)의 오목부에 건조제(432)를 충전하고, 투습도 높은 막
(433)으로 건조제(432)를 덮어, 건조제(432)를 오목부에 가둔다. 그리고, 건조제(42)에 의해 막(433)을 통해 액티
브 매트릭스 기판을 덮도록, 접착성을 갖는 밀봉재(434)를 사용하여 밀봉기판(431)과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을 부착한
다. 다음에, 유기발광소자를 봉입한다.

그 후, 전술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유기발광 패널에 공지의 방법으로 FPC(Flexible Printed Circuit)을 접착한다. FP
C는 화소 및 구동회로에 신호를 전달하는 접속배선에 접착된다.

실시형태 5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절연 표면 사에 형성된 화소부와 구동회로가 시분할 계조 데이터 신호 발생회로 등
이 탑재된 IC 칩에 FPC를 통해 접속된다. 이때, TAB(Tape Automated Bonding) 등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하여, 본 
실시예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가 완성된다.

본 실시예는 실시예 3, 4, 5 및 6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시예 2

실시예 2에서는, 개구율이 높고 휘도가 높은 표시를 행할 수 있는 구성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예가 설명된다.

실시예 2를 도 14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실시예 2에서는 발광소자로부터 발광을 밀봉기판의 측으로부터 추출한다. 
제 2 층간절연막을 형성한 후, 제 2 층간절연막(416), 제 1 층간절연막(415), 게이트 절연막(408)을 선택적으로 식
각하여, 콘택홀을 형성하고, 더구나, 콘택홀을 덮도록 도전막을 형성하여, 패터닝을 하는 점까지는 실시예 2는 실시예 
1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n 채널형 TFT(501), p 채널형 TFT(502)을 갖는 구동회로부(503)와, 스위칭용 TFT(504), 소거용 TF
T(505), 저장용량(506), 전류제어용 TFT(507)를 갖는 화소부(508)가 동일기판 상에 형성된다.

    
그러나, 본 실시예 2에서는 도전막을 패터닝할 때에, 실시예 1의 드레인전극(424) 대신에 반사전극(434)을 각 화소에 
설치한다. 반사전극은 반사율이 높은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부터 형성하고, 전류제어용 
TFT(507)의 게이트전극(412), 섬 형상의 반도체막(407) 등을 덮어 형성한다. 이때, 반사전극으로서 알루미늄을 단
층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본 실시예 2에서는 반사전극으로서 기능하는 알루미늄과 겹치는 반사율이 높은 은을 
갖는 2층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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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일함수가 높은 ITO 막을 반사전극과 겹쳐서 형성하여, 양극(435)으로 사용한다. ITO 막은 일함수가 4.5∼5.
0 eV로 높고, 정공을 우수한 효율로 유기발광층에 주입할 수 있다. 또한, ITO 막과 알루미늄막 사이에는 은이 형성되
므로, ITO 막과 알루미늄막과의 전해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때, 양극으로서는 ITO 막 대신에 일함수가 높은 Cr, W, 
Au, Pt 등의 막, 또는 이들을 적층한 막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어서, 감광성수지막을 형성하여, 양극(435)의 주연부의 내측에 있는 감광성수지막을 패터닝에 의해 제거하여, 뱅크
(436)를 형성한다. 감광성수지막의 재료로서는 폴리이미드 수지막 또는 아크릴 수지막을 사용할 수 있다. 더구나, 감
광성수지막 대신에, 비감광성의 폴리이미드 수지막 또는 아크릴 수지막을 형성하고, 반응성 가스에 의해 식각하여, 뱅
크를 형성할 수도 있다.

유기 화합물층(437)을 증착법으로 형성한다. 유기 화합물층은, 단층 또는 적층 구조로 사용되지만, 적층구조로 사용한 
쪽이 발광효율은 좋다. 일반적으로는 양극상에 정공주입층, 정공수송층, 발광층 및 전자수송층의 순서로 형성된다. 그
러나, 정공수송층, 발광층, 전자수송층이 형성된 구조, 및 정공주입층, 정공수송층, 발광층, 전자수송층, 전자주입층이 
형성된 구조도 사용될 수 있다. 본 실시예 2에서는 공지의 어떤 구조를 사용해도 된다.

이때, 본 실시예 2에서는 RGB 색에 대응한 3종류의 발광층을 증착하는 방식으로 칼라표시를 행한다. 특히, 적색 발광
층에는 시아노폴리페닐렌, 녹색 발광층에는 폴리페닐렌비닐렌, 청색 발광층에는 폴리페닐렌 비닐렌 또는 폴리알킬페닐
렌을 사용하면 된다. 발광층의 두께는 30∼150 nm로 하면 된다. 상기한 물질은 발광층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 화
합물의 일례로서, 이들 유기 화합물의 사용에는 제약이 없다.

    
이어서, 음극(438)을 증착법으로 형성한다. 음극으로는 MgAg, AlMg, AlLi 등의 일함수가 낮고 알칼리 성분을 소량 
함유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특히, 가동성이 낮은 알칼리 성분을 갖는 MgAg, AlMg을 음극에 사용하면 TFT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들 물질이 바람직하다. 음극은 빛이 투과하도록 10 nm∼30 nm의 얇은 막두께로 형성한다. 이
때, 음극으로서, 2∼5 nm의 막두께의 Cs(세슘)를 10∼20 nm의 막두께를 갖는 Ag(은)과 함께 적층한 적층 구조를 사
용하여 투광성을 갖게 하여도 된다. 음극은, 화소부의 전체면을 덮도록 형성되어, 모든 화소에 대해 공통 전극으로 사용
한다.
    

이렇게 해서, 양극(435)과 음극(438) 사이에 유기 화합물층(437)이 끼워진 구성의 발광소자(439)가 형성된다. 발광
소자(439)의 음극(438)은 투광성을 갖고, 이 음극 아래쪽의 반사전극(434)은 광반사성을 가지므로, 발광소자로부터 
발광된 빛이 도 14의 화살표로 나타낸 측으로부터 방사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 2에서는 음극의 아래쪽의 반사전극
에 반사율이 높은 은이 사용되므로, 발광소자로부터 발광하는 빛을 우수한 효율로 화살표 방향으로 방사시킬 수 있다.

이어서, 보호막(440)으로서 산화질화실리콘막을 형성한다. 산화질화실리콘막의 밴드갭은 5∼8 eV이고, 빛의 흡수단
은 248 nm이다. 따라서, 가시광 영역에서 빛의 흡수가 거의 없이 양호한 광투과율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질화실리콘
막은 수분의 투과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발광소자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전술한 구성으로 형성되는 기판을 본 명세서에서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으로 칭한다.

이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과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에 대향하여 설치되는 밀봉기판(441)은 바륨 붕소 규산 유리, 알루미
늄 붕소 규산 유리 또는 석영유리 등의 유리로 이루어지는 기판을 사용한다. 밀봉기판(441)은 그것이 투광성을 갖는 
재료이면 제한되지 않지만,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401)과 열팽창계수가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기판의 파손을 방지하므로, 이것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밀봉기판의 표면은 샌드 블라스트법으로 가공되고,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구동회로부(503)의 위쪽에 대응하는 부분
이 선택적으로 절삭되고 있다. 이 선택적으로 절삭된 부분에 건조제(442)와 건조제를 덮는 막(443)이 배치된다. 건조
제로는 산화칼슘, 산화바륨 등의 공지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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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매트릭스 기판과 밀봉기판은 밀봉재(444)를 사용하여 질소분위기 하에서 부착된다. 밀봉재는 10∼50 ㎛의 두
께로 하면 된다.

더구나, 전술한 구성으로 형성되는 유기발광 패널에 공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FPC(Flexible Printed Circuit)가 접착
된다. FPC는 화소와 구동회로에 신호를 전달하는 접속배선에 접착된다.

본 실시예 2는 실시예 3∼6과 조합할 수 있다.

실시예 3

본 실시예에서는 양호한 전계 효과 이동도를 실현하는 레이저 결정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15는 레이저 결정화의 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기판(600)은, 석영이나, 코닝사의 #7059 유리나 #1737 유리로 대표되는 바륨 붕소 규산 유리, 또는 알루미늄 붕소 
규산 유리 등의 유리로 이루어진 기판을 사용한다.

이어서, 산화실리콘막, 질화실리콘막 또는 산화질화실리콘막 등의 절연막으로 이루어진 하지막(601)이 설치된다. 하지
막은 유리 기판에 포함된 불순물이 용출하지 않도록 50∼500 nm의 두께로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플라즈마 CV
D법으로 SiH4 , NH3 , N2 O로부터 제작되는 산화질화실리콘막(601a)을 10∼200 nm(바람직하게는 50∼100 nm)의 
두께로 형성하고, 마찬가지로 SiH4 , N2 O로부터 제작되는 산화질화실리콘막(601b)을 50∼200 nm(바람직하게는 10
0∼150nm)의 두께로 형성하여 막(601a) 위에 적층한다. 본 실시예 3에서는 하지막(601)을 2층 구조로 나타내었지
만, 단층막 또는 3층 이상 적층시킨 구조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어서, 반도체층을 형성하여, 섬 형상으로 패터닝한다. 이 반도체층은 10∼80 nm(바람직하게는 15∼60 nm)의 두께
로 형성한다. 여기서는 30 nm의 두께로 반도체층을 형성한다.

이때, 기판의 표면에서 본 경우에, 반도체층(602)은, 소스 및 드레인으로서 사용하는 영역이 포에 비해 채널로서 사용
하는 영역의 폭이 좁아지도록 패터닝한다. 더구나, 채널로서 사용하는 영역의 폭은 소스 및 드레인으로서 사용하는 영
역에 가까이 가면 급격히 감소한다.

반도체층은 형성된 단계에서는 비정질이므로, 전계 효과 이동도를 높이기 위해 레이저 결정화를 행한다. 채널로서 사용
되는 반도체층의 영역의 결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실시예 3에서는 이하의 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반도체층을 덮어 분리 SiO2 막(603)을 50∼150 nm의 두께로 형성하고, 이 분리 SiO 2 막을 덮어 실리콘막(604)
을 200 nm의 두께로 형성한다. 즉, 분리 SiO 2 막을 통해, 실리콘막이 반도체층의 측벽 및 상면을 덮게 된다. 열용량이 
큰 재료로서 실리콘막을 사용하였지만, 열용량이 유리로 이루어지는 기판이나 하지막과 크게 다른 재료이면 다른 재료
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어서, 유리 기판의 이면으로부터 반도체층에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레이저 결정화를 행한다. 여기서는, 조사에너지의 
안정성이 높은 CW 레이저(Nd::YVO 4 )를 사용한다. 흡수계수가 높은 비정질 반도체층을 갖는 유리 기판 상에 투과율이 
높은 파장으로서, YVO4 의 2차 고조파인 532 nm의 레이저광을 조사한다. 레이저광의 주사속도는 10∼200 cm/sec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조절하면 된다. 레이저광의 주사속도를 작게 하면, 양호한 전계 효과 이동도를 얻을 수 있는 경향이 
있다.

레이저광이 조사되면 반도체층은 용해상태가 된다. 이어서, 냉각하고 응고하여 결정화한다. 여기서는, 반도체층에 겹치
도록 열용량이 큰 실리콘막이 형성되므로, 실리콘에 의해 둘러싸인 반도체층(602)의 계면의 냉각속도가 반도체층의 냉
각속도에 비해 늦다. 이 온도 경사로부터 반도체층의 벌크로부터 축열막으로 둘러싸인 반도체층의 계면으로 결정화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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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레이저광을 조사된 부분은 용해상태가 된 후 응고하므로, 레이저의 주사방향으로 결정화가 진행한다. 여기서, 채
널로서 사용하는 영역과, 소스 및 드레인으로서 사용하는 영역의 경계는 결정립의 크기에 비해 폭을 좁게 하고 있기 때
문에, 채널이 되는 영역을 레이저로 주사하여 결정화가 될 때에, 단일의 결정립으로부터 결정화가 진행한다. 이에 따라, 
단결정에 가까운 상태가 얻어진다. 즉, 복수의 결정 핵에 의해 결정화가 진행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널영역에서 단
결정에 가까운 상태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층과 하지막의 계면으로부터 위쪽으로, 레이저광이 조사되는 상류측으로부터 하류측으로 결정화를 진
행시켜, 결정을 석출시킨다.

이에 따라, 복수의 결정핵의 발생을 억제하여, 가의 단결정의 상태로 결정화가 행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성한 반도
체층은 300∼500 cm2 /Vs의 양호한 전계 효과 이동도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참조: 도 15a).

이어서, 실리콘막(604)을 식각에 의해 제거하고, 더구나 분리 SiO 2 막(603)을 제거한다.

반도체층(607)을 덮어 게이트 절연막(605)을 형성한다. 게이트 절연막은, SiH 4 , N2 O에서 제작되는 질화산화실리콘
막으로, 10∼200 nm, 바람직하게는 50∼150 nm의 두께로 형성한다.

이어서, 게이트 절연막 상에 게이트전극(606)을 형성한다(참조: 도 15b). 이후의 공정에 의해 얻어진 유기발광 디스플
레이의 구성은 실시예 1∼2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이때, 게이트 절연막, 게이트전극의 형상은 모식적으로 나타내었지만, 이들 게이트 절연막 구조 및 게이트 전극 구조는 
TFT의 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이므로, TFT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이 추가되거나 적절히 변경될 수 있
다.

본 실시예 3에 의해 얻어지는 반도체층은 전계 효과 이동도가 높고, TFT를 구동할 때의 드레인 전류를 높게 할 수 있
으므로, 발광소자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고, 발광휘도가 높은 양호한 표시를 얻을 수 있다.

본 실시예 3은 실시예 1, 2, 4, 5 및 6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시예 4

본 발명에 있어서, 유기발광소자의 유기 화합물층으로서 사용하는 유기물질은 저분자계 유기물질 또는 고분자계 유기물
질일 수 있다. 저분자계 유기물질은 Alq3(tris-8-quionolilite-aluminum), TPD(triphenylamine derivative) 등
을 중심으로 한 재료가 알려지고 있다. 고분자계 유기물질로는 π 공역 폴리머계의 물질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PPV(polyphenylene vinylene), PVK(polyvinyl carbazole),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들 수 있다.

고분자계 유기물질은, 스핀코팅법, 디핑법, 디스펜스법, 인쇄법 또는 잉크젯법 등 간이의 방법에 의해 박막으로 형성할 
수 있고, 저분자계 유기물질보다 큰 내열성을 갖는다.

본 발명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소자에 있어서, 유기발광소자의 유기 화합물층이 전자수송층과 정공수송층
을 갖고 있는 경우, 전자수송층과 정공수송층에 대해 무기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무기 재료의 예로는, 비정질 Si 또는 
비정질의 Si1-x Cx 등의 비정질 반도체층을 들 수 있다.

비정질 반도체에는 다수의 트랩 준위가 존재하고, 비정질 반도체가 다른 층과 접하는 계면에서 다량의 계면 준위를 형
성한다. 따라서, 유기발광소자를 낮은 전압에서 발광시킬 수 있으며, 고휘도를 도모할 수 있다.

유기 화합물층에 도우펀트로 도핑하여, 유기발광소자의 발광되는 빛의 색을 변화시켜도 된다. 도우펀트의 예로는, DC
M1, 나일 레드(Nile red), 루브렌(rubrene), 쿠마린(Coumarin) 6, TPB, 퀴나크리돈(quinacridon)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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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는 실시예 1, 2, 3, 5, 6과 적절히 조합할 수 있다.

실시예 5

본 실시예 5에서는, 본 발명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의 외관도의 일례를 도 16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16은, 유기발광
소자가 형성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상에 유기발광소자의 봉입까지 행하고, 더구나 FPC(Flexible Printed Circuit)
을 설치한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실시예 1과 동일한 요소는 동일한 부호를 붙인다.

FPC(442)로부터 입력된 신호는 접속배선(434a∼434d)을 통해 구동회로부 및 화소부(508)에 입력된다. 구동회로부
는 n 채널형 TFT과 p 채널형 TFT를 상보적으로 조합한 CMOS 회로 등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이 구동회로부는, 기록
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503a), 소거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503b), 소스신호측 구동회로(503c)를 갖는다.

이때, 화소부(508)에 신호를 입력하는 접속배선(434d)은 발광소자에 전위를 부여하는 전원공급선에 접속하는 것으로, 
발광소자의 대향전극에 접속된다.

이 화소부 및 구동회로부가 설치된 기판(401)은 도시하지 않은 밀봉재를 사용하고 밀봉기판(430)과 2개의 기판 사이
에 갭을 유지하면서 부착된다.

더구나, 본 발명의 시분할 계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예 5에 있어서 전술한 것과 같이, 필요하면 도시하지 않은 시분
할 계조 데이터 신호 발생회로 등이 탑재된 IC 칩이 TAB(Tape Automated Bonding) 방식 등을 사용하여 FPC를 부
착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이때, 본 실시예 5에서는 화소부의 TFT의 능동층을 폴리실리콘으로서, 화소부와 구동회로부가 동일기판 상에 일체 형
성된 구성을 나타내었지만, 본 발명의 구성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발광소자가 고휘도로 발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화소부의 TFT의 능동층에 비정질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하다. 본 발명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는, 이 경우 소스신호측 구동회로, 기록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 소거용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를 갖는 구동회로부를 IC 칩에 탑재하여 구성된다.
    

더구나, 실리콘 기판 상에 형성된 FET(field effect transistor)에 의해 유기발광소자를 구동하는 경우에는, 실리콘 
기판 상에 시분할 계조 데이터 신호 발생회로를 조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는 
시분할 계조 데이터 신호 발생회로를 내장한 구성이 된다.

본 실시예 5는 실시예 1, 2, 3 및 4와 조합할 수 있다.

실시예 6

본 발명을 실시하여 형성된 표시장치는 여러 가지 전기기구에 내장되고, 화소부는 영상표시부로서 사용된다. 본 발명의 
전자장치로서는, 휴대전화, PDA, 전자서적, 비디오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기록매체를 구비한 화상재생장치, 예를 들
면 DVD(Digital Versatile Disc)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전자장치의 구체예를 도 17a 내지 
도 18c에 나타낸다.

도 17a는 휴대전화로서, 표시용 패널(9001), 조작용 패널(9002) 및 접속부(9003)로 구성된다. 표시용 패널(9001)
에는 표시장치(9004), 음성출력부(9005), 안테나(9009) 등이 설치된다. 조작패널(9002)에는 조작키(9006), 전원 
스위치(9007), 음성 입력부(9005) 등이 설치되어 있다. 본 발명은 표시장치(9004)에 적용할 수 있다.

도 17b는 모바일 컴퓨터 또는 휴대형 정보단말로서, 본체(9201), 카메라부(9202), 화상 수신부(9203), 조작스위치
(9204), 표시장치(9205)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은 표시장치(9205)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장치에는, 3인
치 내지 5인치의 표시장치가 사용되지만, 본 발명의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휴대형 정보단말의 경량화를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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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c는 휴대서적으로, 본체(9301), 표시장치(9202, 9303), 기억매체(9304), 조작스위치(9305), 안테나(9306)
로부터 구성되어 있고, 미니디스크(MD)나 DVD에 기억된 데이터나, 안테나로 수신한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표시장치(9302, 9303)에 사용할 수 있다. 휴대서적은, 4인치 내지 12인치의 표시장치가 사용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휴대서적의 경량화와 박형화를 꾀할 수 있다.

도 17d는 비디오 카메라로서, 본체(9401), 표시장치(9402), 음성입력부(9403), 조작스위치(9404), 밧데리(9405), 
화상 수신부(940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은 표시장치(9402)에 적용할 수 있다.

도 18a는, 퍼스널 컴퓨터로서, 본체(9601), 화상입력부(9602), 표시장치(9603), 키보드(9604)로 구성된다. 본 발명
은 표시장치(9603)에 적용할 수 있다.

도 18b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이하, 기록매체로 칭한다)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로서, 본체(9701), 표시장치(9
702), 스피커부(9703), 기록매체(9704), 조작스위치(9705)로 구성된다. 또, 이 장치는 기록매체로서 DVD(Digital 
Versatile Disc), CD 등을 사용하여, 음악감상, 영화감상과 게임 및 인터넷을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표시장치(970
2)에 적용할 수 있다.

도 18c는 디지털 카메라로서, 본체(9801), 표시장치(9802), 접안부(9803), 조작스위치(9804), 화상 수신부(미도시)
로 구성된다. 본 발명은 표시장치(9802)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표시장치는 도 17a의 휴대전화, 도 17b의 모바일 컴퓨터 또는 휴대형 정보단말, 도 17c의 휴대서적, 도 18
a의 퍼스널 컴퓨터에 사용된다. 이 표시장치는, 스탠바이 모드에서 흑색의 배경을 표시함으로써 기기의 소비전력을 저
감할 수 있다.

    
또한, 도 17a에 나타낸 휴대전화 조작에 있어서, 조작키를 사용하고 있는 때 휘도를 하강시키고, 조작스위치의 사용이 
끝나면 휘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저소비전력화할 수 있다. 또한, 착신시에 표시장치의 휘도를 상승시키고, 통화중에는 
휘도를 하강시키는 것에 의해 저소비전력화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리
세트하지 않은 한 시간제어에 의해 휴대전화의 표시를 오프시키는 기능을 갖게 함으로써, 저소비전력화를 실현할 수 있
다. 이때, 전술한 조작은 매뉴얼 제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본 발명은 네비게이션 시스템,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정 전화기, 팩시밀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이, 본 발명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어, 여러 가지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시분할 계조에 의해 표시를 행할 때, 연속적으로 발광 또는 비발광하는 화소가 넓은 면적에 존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의사윤곽을 우수한 효율로 방지할 수 있다. 즉, 근접하는 라인의 화소에서, 발광하는 화소가 연속적으
로 시인되는 것과 비발광하는 화소가 연속적으로 시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의사윤곽을 우수한 효율로 방지할 
수 있다.

더구나, 서브프레임기간을 분리 및 분할하지 않더라도, 전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종래의 구동 주파수와 동등한 
구동 주파수에서도 의사윤곽으로 인한 표시방해를 대폭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전력을 늘리는 일 없이 표시품질
이 높은 화상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레임기간이 2 이상의 서브 프레임기간으로 분할된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 35 -



공개특허 특2003-0011712

 
상기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는, K번째(K는 자연수) 라인에 배치된 화소와 L번째(L은 자연수, L≠K) 라인에 
배치된 화소에서 서로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2.

프레임기간이 2 이상의 서브 프레임기간으로 분할된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가 n개 존재하고(n은 2 이상의 정수),

상기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는 n개의 게이트 신호선마다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3.

프레임기간이 2 이상의 서브 프레임기간으로 분할된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한 개의 라인에 대한 게이트 신호선을 선택하는 기간이 ΔG로 취해지고,

K번째 라인에 배치된 화소에 대해 프레임기간이 시작하는 시간 tk와, K+1번째 라인에 배치된 화소에 대해 프레임기간
이 시작하는 시간 tk+1 은 식 tk+1 > tk+ΔG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는, K번째 라인에 배치된 화소와 K+1번째 라인에 배치된 화소에서 서로 다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5.

프레임기간이 2 이상의 서브 프레임기간으로 분할된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한 개의 라인에 대한 게이트 신호선을 선택하는 기간이 ΔG로 취해지고,

K번째 라인(K는 자연수)에 배치된 화소에 대해 프레임기간이 시작하는 시간 t k와, K+n번째 라인에 배치된 화소에 대
해 프레임기간이 시작하는 시간 tk+n 은(K+n은 2 이상의 정수) 식 t k+n =tk+ΔG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
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는, K번째 라인에 배치된 화소와 K+n번째 라인에 배치된 화소에서 서로 다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신호선은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의 어드레스 디코더에 의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
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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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신호선은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의 어드레스 디코더에 의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
동방법.

청구항 9.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신호선은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의 어드레스 디코더에 의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
동방법.

청구항 10.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신호선은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의 어드레스 디코더에 의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
동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12.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13.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14.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15.

프레임기간이 n개의 서브프레임기간(n은 2 이상의 자연수)으로 분할된 표시장치에 있어서,

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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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향으로 배치된 게이트 신호선과,

상기 n개의 서브프레임기간의 각각에 있어서 상기 화소에서 방출된 빛의 휘도를 기억하는 m개의 기억회로(m은 자연수, 
m≥n)와,

상기 m개의 기억회로 중에서 한 개를 지정하는 기억회로 지정수단과,

라인 번호를 지정하는 라인번호 지정수단과,

지정된 라인 번호의 게이트 신호선을 선택하는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라인번호 지정수단이 제 1 라인 번호를 지정하고, 상기 기억회로 지정수단이 제 1 기억회로를 지정하며,

상기 라인번호 지정수단이 제 2 라인 번호를 지정하고, 상기 기억회로 지정수단이 제 2 기억회로를 지정하며,

상기 제 1 라인 번호의 게이트 신호선에 의해 제 1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고, 상기 제 2 라인 번호의 게이트 신호선
에 의해 제 2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라인 번호와 제 2 라인 번호는 연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8.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라인번호 지정수단이 제 1 라인 번호를 지정하고, 상기 기억회로 지정수단이 제 1 기억회로를 지정하며,

상기 라인번호 지정수단이 제 1 라인 번호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제 2 라인 번호를 지정하고, 상기 기억회로 지정수단이 
제 1 기억회로를 지정하는 것으로,

제 1 라인 번호의 게이트 신호선에 이어서, 상기 제 1 라인 번호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제 2 라인 번호의 게이트 신호선
에 의해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9.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는 어드레스 디코더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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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는 어드레스 디코더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1.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2.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3.

복수의 서브프레임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화상을 표시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브프레임이 출현하는 순서는, K번째(K는 자연수) 라인에 배치된 화소와 L번째(L은 자연수, L≠K) 라인에 배
치된 화소에서 서로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24.

복수의 서브프레임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화상을 표시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브프레임이 출현하는 순서가 n개 존재하고(n은 2 이상의 정수),

상기 서브프레임이 출현하는 순서는 n개의 게이트 신호선마다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25.

복수의 서브프레임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화상을 표시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한 개의 라인에 대한 게이트 신호선을 선택하는 기간이 ΔG로 취해지고,

K번째 라인에 배치된 화소에 대해 프레임기간이 시작하는 시간 tk와, K+1번째 라인에 배치된 화소에 대해 프레임기간
이 시작하는 시간 tk+1 은 식 tk+1 > tk+ΔG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는, K번째 라인에 배치된 화소와 K+1번째 라인에 배치된 화소에서 서로 다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27.

복수의 서브프레임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화상을 표시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한 개의 라인에 대한 게이트 신호선을 선택하는 기간이 ΔG로 취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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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번째 라인(K는 자연수)에 배치된 화소에 대해 프레임기간이 시작하는 시간 t k와, K+n번째 라인에 배치된 화소에 대
해 프레임기간이 시작하는 시간 tk+n 은(K+n은 2 이상의 정수) 식 t k+n =tk+ΔG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
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프레임기간이 출현하는 순서는, K번째 라인에 배치된 화소와 K+n번째 라인에 배치된 화소에서 서로 다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29.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신호선은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의 어드레스 디코더에 의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
동방법.

청구항 30.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신호선은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의 어드레스 디코더에 의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
동방법.

청구항 31.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신호선은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의 어드레스 디코더에 의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
동방법.

청구항 32.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신호선은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의 어드레스 디코더에 의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
동방법.

청구항 33.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34.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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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36.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37.

프레임이 n개의 서브프레임(n은 2 이상의 자연수)을 갖는 표시장치에 있어서,

화소와,

행방향으로 배치된 게이트 신호선과,

상기 n개의 서브프레임의 각각에 있어서 상기 화소에서 방출된 빛의 휘도를 기억하는 m개의 기억회로(m은 자연수, m
≥n)와,

상기 m개의 기억회로 중에서 한 개를 지정하는 기억회로 지정수단과,

라인 번호를 지정하는 라인번호 지정수단과,

지정된 라인 번호의 게이트 신호선을 선택하는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라인번호 지정수단이 제 1 라인 번호를 지정하고, 상기 기억회로 지정수단이 제 1 기억회로를 지정하며,

상기 라인번호 지정수단이 제 2 라인 번호를 지정하고, 상기 기억회로 지정수단이 제 2 기억회로를 지정하며,

상기 제 1 라인 번호의 게이트 신호선에 의해 제 1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고, 상기 제 2 라인 번호의 게이트 신호선
에 의해 제 2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라인 번호와 제 2 라인 번호는 연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40.

제 3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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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라인번호 지정수단이 제 1 라인 번호를 지정하고, 상기 기억회로 지정수단이 제 1 기억회로를 지정하며,

상기 라인번호 지정수단이 제 1 라인 번호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제 2 라인 번호를 지정하고, 상기 기억회로 지정수단이 
제 1 기억회로를 지정하는 것으로,

제 1 라인 번호의 게이트 신호선에 이어서, 상기 제 1 라인 번호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제 2 라인 번호의 게이트 신호선
에 의해 서브프레임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41.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신호측 구동회로는 어드레스 디코더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42.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는 발광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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