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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스플레이장치는 복수개의 주사선들(X 1 내지 X m ), 복수개의 신호선들(Y 1 내지 Y n ), 상기 주사선들을 선택하

는 선택신호들을 상기 주사선들에 순차적으로 공급해주는 주사드라이버(5), 상기 주사선들이 선택될 때, 선택기간에 

지정전류를 상기 복수개의 신호선들에게 공급해주는 데이타드라이버(3), 상기 신호선들에 흐르는 상기 지정전류의 

전류값에 대응하는 구동전류를 공급해주는 복수개의 픽셀회로들, 상기 복수개의 픽셀회로들에 의해 공급되는 상기 

구동전류에 따라 발광하는 복수개의 광소자들(E 1,1 내지 E m,n ) 및 상기 구동전류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상기 복수

개의 픽셀회로들에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출력하는 전원공급기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유기EL, 디스플레이, 구동방법, 휘도, 편차, 픽셀, 발광.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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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디스플레이장치 및 디스플레이장치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액정디스플레이는 보통 능동 매트릭스 구동형 액정디스플레이와 단순 매트릭스 구동형 액정디스플레이로 분류된다. 

능동 매트릭스 구동형 액정디스플레이는 단순 매트릭스 구동형 액정디스플레이에 비해 보다 더 높은 휘도, 더 높은 

콘트라스트 및 더 높은 해상도를 갖는 화상을 표시한다. 능동 매트릭스 구동형 액정디스플레이에서는, 액정소자를 활

성화시키는 트랜지스터와 콘덴서로서 기능을 하는 액정소자들이 각 픽셀에 배열되어 있다. 능동 매트릭스 구동형 액

정디스플레이에서, 선택신호는 주사선이 선택되도록 쉬프트 레지스터 역할을 하는 주사드라이버(scanning driver)로

부터 주사선에 입력된다. 이 때, 휘도를 나타내는 레벨을 갖는 전압이 데이타드라이버로부터 신호선에 인가되면, 상기

전압은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액정소자들에 인가된다. 트랜지스터가 주사선에 입력된 신호의 종료로부터 다음에 입력

되는 신호사이의 기간동안 턴오프되어 있을지라도, 액정소자는 콘덴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 신호가 주사선에

입력될 때까지 전압레벨은 유지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호가 주사선으로 입력이 되는 동안, 액정소 자의 광

투과율은 새롭게 리플래쉬된다. 액정디스플레이의 그레이레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백라이트로부터의 빛은 새롭게 리

플래쉬된 광투과율에 따라 액정소자를 통과한다.

한편, 자발광소자로서 유기EL소자들을 사용하는 유기 EL(Electroluminescence; 전자발광) 디스플레이는 액정디스

플레이와는 달리, 백라이트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기EL 디스플레이는 얇은 디스플레이를 위해서는 최적이 

된다. 게다가, 유기EL 디스플레이는 액정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시야각의 제한이 없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차세대 디

스플레이장치로서 유기EL 디스플레이의 실용화가 매우 기대되고 있다.

고휘도, 높은 콘트라스트 및 고해상도의 관점에서, 전압제어 능동매트릭스구동방식들이 액정디스플레이를 위해서 뿐

만이 아니라, 유기EL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유기EL소자의 용량은 액정소자의 용량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전류는 유기EL소자 자체로 흐른다.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의 숫자는 늘어난다. 이 늘어난 

트랜지스터들 때문에 구성된 회로의 복잡성은 증대된다.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채널저항값은 주변온도의 변화 또는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해 변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게이트문턱전압은 오버타임을 변화시키거나 트랜지스터들마다 서로 다르게 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게이

트전극에 인가될 전압값이 변하고 따라서 유기EL소자에 공급될 전류레벨이 변화됨으로 인해, 스위칭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압레벨을 기초로 해서 유기EL소자에 공급할 전류레벨을 단일하게 지정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공급될 

전류레벨은 트랜지스터의 게 이트전극에 인가될 전압값이 변하고 따라서 유기EL소자의 휘도를 변화시킴으로 인해, 

단일하게 지정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복수개의 트랜지스터에 동일한 레벨의 게이트전압이 인가되더라도, 복수개

의 픽셀들의 유기EL소자들은 각각 다른 발광휘도를 가질것이다. 이것은 디스플레이의 화면상에서 휘도의 편차를 일

으킨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간단한 구동원리의 기초에 따라 화면표시가 안정되도록 해주는 디스플레이장치 및 디스플레이장치

구동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구성에 따르면,

복수개의 주사선들(예를들어, 선택주사선(X 1 내지 X m ));

복수개의 신호선들(예를들어, 신호선(Y 1 내지 Y n ));

상기 주사선들을 선택하는 선택신호들을 상기 주사선들에 순차적으로 공급해주는 주사드라이버(예를들어, 선택주사

드라이버(5));

상기 주사선들이 선택될 때, 선택기간(예를들어, 선택기간(T SE ))에 지정전류(예를들어,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

A ))를 상기 복수개의 신호선들에게 공급해주는 데이타드라이버(예를들어, 데이타드라이버(3));

상기 신호선들에 흐르는 상기 지정전류의 전류값에 대응하는 구동전류를 공급해주는 복수개의 픽셀회로들(예를들어,

픽셀회로(D 1,1 내지 D m,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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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개의 픽셀회로들에 의해 공급되는 상기 구동전류에 따라 발광하는 복수개의 광소자들(예를들어, 발광소자(

E 1,1 내지 E m,n )); 및

상기 구동전류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상기 복수개의 픽셀회로들에 구동전류기준전압(예를들어, 전압(V HIGH ))을 출

력하는 전원공급기(예를들어,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가 제공된다..

위의 장치에서, 전원공급기가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출력하는 시간에 맞춰, 복수개의 픽셀회로들은 각각의 선택기간에

서 흐르는 지정전류의 전류값에 따른 구동전류를 공급해준다. 이에 따라, 광소자들은 발광한다.

그러므로, 전원공급기가 소정의 주사선의 선택기간의 종료시점부터 다음 주사선의 선택기간의 시작시점까지 구동전

류기준전압을 출력할 때, 소정의 주사선에 대응하는 광소자와 다음 주사선에 대응하는 광소자들 모두에 대응하는 구

동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므로, 상기 광소자들은 소망하는 휘도로 발광할 수 있다.

모든 주사선들이 선택된 후에 전원공급기가 픽셀회로에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출력하게 되면, 모든 광소자들은 발광할

수 있다.

복수개의 광소자들중 어떠한 것도 선택되지 않는 기간에 리셋전압이 복수개의 신호선들에 출력되면, 신호선들은 이

전 선택기간에서 저장된 전하들을 리셋시킨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신호선들의 기생용량은 다음 선택기간에서 빨리 

충전될 수 있어서 작은 전류값을 갖는 지정전류가 공급될지라도, 지정전류의 전류값은 재빨리 안정상태에 머물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의 몇 제곱승의 작은 전류에 의해 휘도가 조정이 되는 유기EL소자와 같은 광소자일지라도 재빨리 

다중 그레이레벨 휘도들 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장치로서 적용된 유기EL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에서 보인 픽셀들로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산화절연막, 채널방지절연막 및 공통전극들이 생략되어 

있는 평면도이다.

도 3은 도 2에서 선Ⅲ-Ⅲ에 따라 잘라진 단면도이다.

도 4는 도 2에서 선Ⅳ-Ⅳ에 따라 잘라진 단면도이다.

도 5는 도 2에서 선Ⅴ-Ⅴ에 따라 잘라진 단면도이다.

도 6은 인접한 4개의 픽셀들의 등가회로도이다.

도 7은 제 1 실시예에서 사용된 N-채널 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전류 대 전압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8은 제 1 실시예에 따른 장치에서 신호들의 레벨들을 보여주는 펄스파형도이다.

도 9A는 스위칭회로가 구성되지 않으며, 최대 전류값을 갖는 그레이레벨지정전류가 i번째 행의 선택기간동안 신호선

및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소스에 걸쳐 공급될 때의 전압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9B는 스위칭회로가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전류값을 갖는 그레이레벨지정전류가 i번째 행의 선택기간동안 신호선

및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소스에 걸쳐 공급될 때의 전압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장치로서 적용된 유기EL 디스플레이로서, 공통신호전원공급기가 

콘트롤러에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장치로서 적용된 유기EL 디스플레이로서, 픽셀회로의 트랜지스터

의 드레인이 선택주사선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2A와 도 12B는 제 3 실시예에서, 인접한 픽셀들이 다른 동작기간에서의 전류흐름을 지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가회로도들이다.

도 13은 제 3 실시예에 따른 장치에서 신호레벨을 보여주는 펄스파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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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호에 대한 설명 *

1: 유기EL 디스플레이, 2: 유기EL 디스플레이패널,

3: 데이타드라이버, 4: 표시부,

5: 선택주사드라이버, 6: 공통신호전원공급기,

7: 스위칭회로, 8: 투명기판,

11: 콘트롤러, 21: 제 1 트랜지스터,

22: 제 2 트랜지스터, 23: 제 3 트랜지스터,

24: 콘덴서, 25: 콘택홀,

31: 제4트랜지스터, 32: 제5트랜지스터,

41: 산화절연막, 42: 게이트절연막,

43: 반도체층, 45: 채널보호절연막,

51: 픽셀전극, 52: 유기EL층,

53: 공통전극, 54: 층간절연막,

- X 1 내지 X m : 선택주사선, - Y 1 내지 Y n : 신호선,

- I DATA : 그레이레벨 지정전류, - T SE : 선택기간,

- T NSE : 비선택기간, - D 1,1 내지 D m,n : 픽셀회로.

- E 1,1 내지 E m,n : 발광소자, - Z 1 내지 Z m : 공통신호공급선들

실시예

본 발명의 상세한 실시예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함께 후술될 것이다. 본 디스플레이장치 또는 디스플레이패널의 범위

와 요지는 후술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 1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된 유기EL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유기EL 디스플레이(1)는, 기본적인 구성으로서, 

유기EL 디스플레이패널(2), 데이타드라이버(3), 선택주사드라이버(5), 공통신호전원공급기(6), 스위칭회로(7) 및 콘

트롤러(11)를 포함한다.

유기EL 디스플레이패널(2)에서, 실제적으로 화상이 표시되는 표시부(4)는 투명기판(8)상에 형성된다. 데이타드라이

버(3), 선택주사드라이버(5), 공통신호전원공급기(6) 및 스위칭회로(7)는 상기 표시부(4)주위에 배열된다. 데이타드

라이버(3), 선택주사드라이버(5) 및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는 상기 투명기 판(8) 또는 상기 투명기판(8)주위에 배열

된 연성회로기판상에 배열될 수 있다.

표시부(4)에서, (m ×n)픽셀들(P 1,1 내지 P m,n ; 여기서, m, n은 임의의 자연상수임)은 상기 투명기판(8)상에 있는 

매트릭스에 배열된다. 열방향 즉 수직방향으로, m개의 픽셀들(P 1,j 내지 P m,j ; 여기서, j는 임의의 자연상수이고, 1

≤j≤n)이 배열된다. 행방향 즉 수평방향으로, n개의 픽셀들(P j,1 내지 P i,n ; 여기서, i는 임의의 자연상수이고, 1≤j

≤m)이 배열된다. 즉, 위로부터 수직방향으로 i번째라인(즉, i번째행)에 있고 왼쪽부터 수평방향으로 j번째라인(즉, j

번째열)에 존재하는 픽셀은 픽셀(P i,j )로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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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부(4)에서, 행방향으로 움직이는 m개의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은 투명기판(8)상에서 열방향으로 평행하

게 배열되어 있다. 게다가, 행방향으로 움직이는 m개의 공통신호공급선들(Z 1 내지 Z m )은 투명기판(8)상에서 선택

주사선들(X 1 내지 X m )과 조화되어 열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다. 각 공통신호공급선(Z k ; 1≤k≤m-1)은 

선택주사선들(X k 내지 X k+1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선택주사선(X m )은 공통신호공급선들(Z m-1 내지 Z m )사이

에 삽입되어 있다. 또한, 열방향으로 움직이는 n개의 신호선들(Y 1 내지 Y n )은 투명기판(8)상에서 행방향으로 평행

하게 배열되어 있다.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 공통신호공급선들(Z 1 내지 Z m ) 및 신호선들(Y 1 내지 Y n )

은 층간절연막들에 의해서 서로 절연되어 있다. 선택주사선(X i )과 공통신호공급 선(Z i )들은 행방향으로 배열된 n

개의 픽셀들(P i,1 내지 P i,n )에 연결된다. 신호선들(Y j )은 열방향으로 배열된 m개의 픽셀들(P i,j 내지 P m,j )에 

연결된다. 픽셀(P i,j )은 선택주사선(X i ), 공통신호공급선(Z i ) 및 신호선(Y j )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에 배열된다.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들은 선택주사드라이버(5)의 출력단들에 연결된다.  공통신호공급선들(Z 1 내지 Z m )

들은 서로 도전되게 해주고 공통신호전원공급기(6)의 출력단에 연결된다. 즉, 같은 신호는 공통신호공급선들(Z1 내지

Z m )에 출력된다.

픽셀(P i,j )이 도 2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다음에 설명된다. 도 2는 픽셀(P i,j )를 보여주는 평면도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화절연막(41), 채널보호절연막(45) 및 (후술될)공통전극(53)은 생략한다. 도 3은 도 2에서 Ⅲ-Ⅲ선에 따라

잘라진 단면도이다. 도 4는 도 2에서 Ⅳ-Ⅳ선에 따라 잘라진 단면도이다. 도 5는 도 2에서 Ⅴ-Ⅴ선에 따라 잘라진 단

면도이다.

도 6은 인접한 4개의 픽셀들(P i,j , P i+1,j , P i,j+1 및 P i+1,j+1 )의 등가회로도이다.

픽셀(P i,j )은 구동전류의 전류값에 대응하는 휘도(nt. = cd/m 2 )를 갖고 발광하는 발광소자(E i,j )와, 발광소자(E i,j

)의 주변에 배열되어 발광소자(E i,j )를 구동시키는 픽셀회로(D i,j )들로 구성된다. 픽셀회로(D i,j )는 전압신호와 데

이타드라이버(3), 선택주사드라이버(5), 전원공급주사드라이버(6) 및 스위칭회로(7)들로부터 출력되는 전류를 기초로

하여 소정의 발광기간동안 발광소자(E i,j )에 흐르는 전류의 전류값을 유지해준다. 이러한 동작으로, 발광소자(E i,j )

의 휘도는 소정의 기간동안에서 소정의 값으로 유지된다.

발광소자(E i,j )는 유기EL소자로 만들어진다. 발광소자(E i,j )는 픽셀전극(51), 유기EL층(52) 및 공통전극(53)을 순

차적으로 적층함으로써 형성되는 다층구조를 가진다. 픽셀전극(51)은 투명기판(8)에서 애노드로서 역할을 한다. 유기

EL층(52)은 전공들과 전자들을 받아들여 전기장에 의해 이들을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유기EL층(52)은 수송된 전공

들과 전자들이 재결합하는 재결합지역과 상기 재결합에서 발생된 여기자들을 잡아끌어들여 발광하도록 하는 발광지

역을 갖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유기EL층(52)은 발광층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공통전극(53)은 캐소드로서 역할

을 한다.

픽셀전극(51)은 신호선들(Y 1 내지 Y n )과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에 의해 둘러싸인 지역에서 각각의 픽셀(P 

i,j )에 대하여 패턴화되고 분리된다. 픽셀전극(51)의 주변끝단은 질화규소 또는 산화규소의 층을 갖는 층간절연막(54)

으로 덮혀 있으며, 이 층은 픽셀회로(D i,j )의 세개의 트랜지스터들(21, 22, 23)을 덮고 있다. 픽셀전극(51)의 중심부

의 윗면은 층간절연막(54)에서의 콘택홀(55)을 통해 노출된다. 층간절연막(54)은 또한 질화규소 또는 산화규소의 제 

1 층위에 폴리이미드 등 과 같은 절연막으로 형성된 제 2 층을 갖을 수 있다.

픽셀전극(51)은 가시광에 대한 투과성과 전도성을 갖고 있다. 픽셀전극(51)은 비교적 높은 일함수를 가지며 유기EL

층(52)으로 전공들을 효율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픽셀전극(51)은 주요구성요소로서, 산화인

듐주석(indium tin oxide; ITO), 산화인듐아연(indium zinc oxide; IZO), 산화인듐(indium oxide; In 2 O 3 ), 산화주

석(tin oxide; SNO 2 ) 또는 산화아연(zinc oxide; ZnO)을 포함한다.

유기EL층(52)은 각각의 픽셀전극(51)상에서 형성된다. 유기EL층(52)은 또한 각각의 픽셀(P i,j )에 대해 패턴화된다.

유기EL층(52)은 유기화합물로서의 발광물질(형광체)을 포함한다. 발광물질은 폴리머릭물질(polymeric material) 또

는 낮은 분자량물질일 수 있다. 유기EL층(52)은, 예를 들어,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수송층(52A)과 좁은의미

로서의 발광층(52B)이 픽셀전극(51)의 측면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형성되는 2층구조를 가질 수 있다. 발광층(52B)은 

전공들과 전자들이 서로 재결합하는 재결합지역과 재결합으로 생성된 여기자들을 잡아끌어들여 발광하는 발광지역

을 갖는다. 선택적으로, 유기EL층(52)은 전공수송층, 좁은 의미로서의 발광층(52B) 및 전자수송층이 픽셀전극(51)의

측면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형성되는 3층구조를 가질 수 있다. 유기EL층(52)은 좁은 의미로서의 발광층을 포함하는 단

층구조를 가질 수 있다. 유기EL층(52) 또한 위의 층구조에서의 적당한 층들사이에 전자 또는 전공주입층을 삽입시킴

으로써 형성되는 다층구조를 가질 수 있다. 유기EL 층(52)은 또 다른 층구조를 가질 수 있다.

유기EL 디스플레이패널(2)은 완전색표시 또는 다색표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픽셀들(P i,1 내지 P i,n )의 각각의 유

기EL층(52)은 넓은 의미의 발광층으로 형성되어, 예를 들어, 적색빛, 녹색빛 및 청색빛중 하나의 빛을 내는 역할을 한

다. 즉, 픽셀들(P i,1 내지 P i,n )이 선택적으로 적색빛, 녹색빛 및 청색빛을 내보낼 때, 색조는 상기 색들의 적절한 조

합에 의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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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EL층(52)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유기화합물로 만들어 지는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전공들과 전자들은 알맞은 

밸런스를 갖고 유기EL층(52)으로 주입되고 수송된다. 또한, 전자수송물질은 좁은 의미로서의 발광층에 적절히 혼합

될 수 있다. 전공수송물질은 좁은 의미로서의 발광층에 적절히 혼합될 수 있다. 전자수송물질과 전공수송물질은 좁은

의미로서의 발광층에 적절히 혼합될 수 있다. 전자수송층 또는 전공수송층으로서 역할을 하는 전하수송층은 재결합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빛은 전하수송층에 형광체를 혼합함으로써 나오게 된다.

유기EL층(52)상에 형성된 공통전극(53)은 모든 픽셀들(P 1,1 내지 P m,n )에 연결된 단일전극이다. 선택적으로, 공통

전극(53)은 각각의 열들에 연결된 스트립형태의 복수개의 전극들을 구성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공통전극(53)은 

열방향으로 있는 픽셀들(P 1,h-1 내지 P m,h-1 ; 여기서, h는 임의의 자연상수이고, 2≤h≤n이다)의 그룹에 연결된 스

트립공통전극과, 픽셀들(P 1,h 내지 P m,h )의 그룹에 연결된 스트립공통 전극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공통

전극(53)은 각각의 열에 연결된 스트립형태의 복수개의 전극들을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공통전극(53)은 행방향으로 

있는 픽셀들(P g-1,1 내지 P g-1,n ; 여기서, g는 임의의 자연상수이고, 2≤g≤m이다)의 그룹에 연결된 스트립공통전

극과, 픽셀들(P g,1 내지 P g,n )의 그룹에 연결된 스트립공통전극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통전극(53)

은 각각의 행에 연결된 스트립형태의 복수개의 전극들을 포함한다.

어느 경우든, 공통전극(53)은 선택주사선(X i ), 신호선(Y j ) 및 공통신호공급선(Z i )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된다.

공통전극(53)은 낮은 일함수를 갖는 물질로 구성된다. 예를들어, 공통전극(53)은 단일체 또는 인듐, 마그네슘, 칼슘, 

리튬, 바륨 및 희토류금속들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합금으로 만들어진다. 공통전극(53)은 위의 물질들로 구성된 

복수개의 층들을 적층함으로써 형성되는 다층구조를 가질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다층구조는 낮은 일함수를 갖고 

유기EL층(52)과 접해 있는 인터페이스의 측면부상에 형성된 고순도 바륨층과, 바륨층을 덮는 알루미늄층을 포함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다층구조는 하층부상의 리튬층과 상층부상의 알루미늄층을 갖는다. 투명전극이 픽셀전극(51)으

로 사용되어 유기EL 디스플레이패널(2)의 유기EL층(52)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픽셀전극(51)을 통하여 투명기판(8)의

측면부를 빠져나와야 하는 경우에는, 공통전극(53)은 유기EL층(52)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바람직하게는, 공통전극(53)은 유기EL층(52)으로부터 나오는 빛에 대해 높은 반사율을 갖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다층구조를 갖는 발광소자(E i,j )의 경우에서, 순방향 바이어스전압이 픽셀전극(51)과 공통전극(5

3)들 사이에 인가될 때, 전자들이 공통전극(53)으로부터 유기EL층(52)에 주입되는 동안 전공들은 픽셀전극(51)으로

부터 유기EL층(52)에 주입된다. 전공과 전자들은 유기EL층(52)으로 전송된다. 전공과 전자들이 유기EL층(52)에서 

재결합하는 경우, 여기자들이 생성된다. 여기자들은 유기EL층(52)을 여기시킨다. 그래서 유기EL층(52)은 발광하게 

된다.

발광소자(E i,j )의 발광휘도(단위: nt. = cd/m 2 )는 발광소자(E i,j )에 흐르는 전류값에 의존한다. 발광소자(E i,j )의

발광기간동안에 발광소자(E i,j )가 소정의 발광휘도를 유지하기 위하거나 또는 데이타드라이버(3)로부터 도출된 그

레이레벨지정전류(I DATA )에 대응하는 발광휘도를 얻기 위해서, 픽셀회로(D i,j )는 각 픽셀(P i,j )의 발광소자(E i,j )

주변에 배열된다. 픽셀회로(D i,j )는 발광소자(E i,j )의 전류값을 제어한다.

픽셀회로(D i,j )는 세개의 트랜지스터들(21, 22, 23)과 콘덴서(24)를 포함한다. 각 트랜지스터는 N-채널 MOS구조를

갖는 전계효과 박막트랜지스터(TFT)로 형성된다.

트랜지스터(21)는 게이트전극(21g), 게이트절연막(42), 반도체층(43), 소스전극(21s) 및 드레인전극(21d)으로 구성

된 MOS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이다. 트랜지스터(22)는 게이트전극(22g), 게이트절연막(42), 반도체층(43), 소스전극(2

2s) 및 드 레인전극(22d)으로 구성된 MOS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이다. 트랜지스터(23)는 게이트전극(23g), 게이트절

연막(42), 반도체층(43), 소스전극(23s) 및 드레인전극(23d)으로 구성된 MOS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이다.

더 구체적으로, 도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 1 트랜지스터(21)는 게이트전극(21g), 산화절연막(41), 게이트절연막(

42), 섬모양 반도체층(43), 채널보호절연막(45), 불순물도핑반도체층들(44), 소스전극(21s) 및 드레인전극(21d)을 포

함하는 역스태거형 트랜지스터이다. 게이트전극(21g)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며 투명기판(8)상에 형성된다. 산화절

연막(41)은 게이트전극(21g)을 덮는 알루미늄을 양극화(anodizing)함으로써 형성된다. 게이트절연막(42)은 질화규소

또는 산화규소로 만들어지며 산화절연막(41)을 덮는다. 반도체층(43)은 게이트절연막(42)상에 형성된다. 채널보호절

연막(45)은 질화규소로 만들어지며 게이트절연막(42)상에 형성된다. 불순물도핑반도체층(44)은 n + -Si로 만들어지

며 반도체층(43)의 양 끝부분들에 형성된다. 소스전극(21s)과 드레인전극(21d)은 크롬, 크롬합금, 알루미늄 및 알루

미늄합금에서 선택된 물질로 만들어지며, 불순물도핑 반도체층들(44)상에 형성된다.

제 2 및 제 3 트랜지스터들(22, 23)은 위에서 설명한 제 1 트랜지스터(21)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하지만, 

각 트랜지스터들(21, 22, 23)의 모양, 크기 및 차원들과 반도체층들(43)의 채널두께, 채널길이는 각 트랜지스터들(21,

22, 23)의 기능에 따라 각각 적절히 설정된다.

트랜지스터들(21, 22, 23)은 동시에 같은 공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 각 트렌지스터들(21, 22, 23)의 게이트



공개특허 10-2004-0051611

- 7 -

전극들, 산화절연막들(41), 게이트절연막들(42), 반도체층들(43), 불순물도핑반도체층들(44), 소스전극들 및 드레인

전극들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트랜지스터들(21, 22, 23)의 반도체층들(43)이 비정질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라도 이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층들(43)은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 트랜지스터들(21, 22, 23)의 구조들은 역스태거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스태거형 또는 양평면형 구조가 채용될 수 있다.

콘덴서(24)는 전극(24A), 전극(24B) 및 유전체로 구성된다. 전극(24A)은 제 3 트랜지스터(23)의 게이트전극(23g)에

연결된다. 전극(24B)은 트랜지스터(23)의 소스전극(23s)에 연결된다. 유전체는 전극들(24A, 24B) 사이에 삽입되는 

게이트절연막(42)을 갖는다. 콘덴서(24)는 트랜지스터(23)의 소스전극(23s)과 드레인전극(23d)사이의 전하들을 저

장한다.

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i번째 행에 있는 각 픽셀회로(D i,1 내지 D i,n )의 제 2 트랜지스터(22)에서, 게이트전극(22

g)은 i번째 행의 선택주사선(X i )에 연결된다. 드레인전극(22d)은 i번째 행의 공통신호공급선(Z i )에 연결된다. 도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i번째 행에 있는 각 픽셀회로(D i,1 내지 D i,n )의 제 3 트랜지스터(23)의 드레인전극(23d)은 콘

택홀(26)을 통해서 i번째 행의 공통신호공급선(Z i )에 연결된다. i번 째 행에 있는 각 픽셀회로(D i,1 내지 D i,n )의 

제 1 트랜지스터(21)의 게이트전극(21g)은 i번째 행의 선택주사선(X i )에 연결된다. j번째 열에 있는 각 픽셀회로(D 

1,j 내지 D m,j )의 트랜지스터(21)의 소스전극(21s)은 j번째 열의 신호선(Y i )에 연결된다.

각 픽셀들(P 1,1 내지 P m,n )에서, 제 2 트랜지스터(22)의 소스전극(22s)은,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게이트절연막(

42)에 형성된 콘택홀(25)을 통해서 제 3 트랜지스터(23)의 게이트전극(23g)에 연결된다. 또한 소스전극(22s)은 콘덴

서(24)의 하나의 전극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23)의 소스전극(23s)은 콘덴서(24)의 다른 하나의 전극에 연결되며 

또한 트랜지스터(21)의 드레인전극(21d)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23)의 소스전극(23s), 콘덴서(24)의 다른 하나의 

전극 및 트랜지스터(21)의 드레인전극(21d)들은 발광소자(E i,j )의 픽셀전극(51)에 연결된다. 발광소자(E i,j )의 공

통전극(53)의 전압은 기준전압(V SS )이 된다. 이 실시예에서, 기준전압(V SS )이 0[V]로 설정되기 위해서 모든 발

광소자(E 1,1 내지 E m,n )의 공통전극(53)은 접지된다.

트랜지스터들(21, 22, 23)의 반도체층들(43)과 동일한 패턴으로 형성된 보호막들(43A)은 게이트절연막(42)뿐만이 

아니라, 선택주사선(X i )과 신호선(Y j )사이, 공통신호공급선(Z i )과 신호선(Y j )사이에 배열된다.

콘트롤러(11)는 데이타드라이버클럭신호(CK1), 시작신호(ST1) 및 래치신호(L)가 포함된 제어신호군(D CNT )을 외

부로부터 입력되는 도트클럭신호(CK DT ), 수평동기신호(H SYNC ) 및 수직동기신호(V SYNC )에 기초하여 데이타드

라이버(3)로 출력한다. 또한, 콘트롤러(11)는 선택주사드라이버클럭신호(CK2)와 시작신호(ST2)가 포함된 제어신호

군(G CNT )을 출력한다. 또한, 콘트롤러(11)는 공통신호클럭신호(CK3)를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로 출력한다. 또한, 

콘트롤러(11)는 리셋전압(V RST )을 스위칭회로(7)로 출력하며, 스위칭신호(φ)를 스위칭회로(7)로 출력한다.

더 구체적으로, 데이타드라이버클럭신호(CK1)는 선택된 열(column)을 도트클럭신호(CK DT )에 동기되어 순차적으

로 쉬프트시키는 신호이다. 8-비트 적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R ), 녹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G ) 

및 청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B )들은 클럭신호(CK1)의 타이밍에 맞춰 외부회로로부터 수신된다. 시작신호

(ST1)는 선택한 열을 수평동기신호(H SYNC )에 동기되어 제 1 번째 열로 되돌리는 신호다. 래치신호(L)는 아날로그 

그레이레벨 지정신호에 기초하여 신호선들(Y 1 내지 Y n )에 아날로그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를 평행하게 공

급해주는 신호이다. 아날로그 그레이레벨 지정신호는 데이타드라이버(3)에서의 D/A변환기가 하나의 열 데이타, 예를

들어, 픽셀들(P i,1 내지 P i,n )에 대응되어 수신된 적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R ), 녹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G ) 및 청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B )들을 D/A변환시킴으로써 얻어진다.

선택주사드라이버클럭신호(CK2)는 수평동기신호(H SYNC )에 동기되어 선택된 열을 순차적으로 쉬프트시키는 신호

이다. 시작신호(ST2)는 수직동기신호(V SYNC )에 동기되어 선택된 열을 제 1 번째 열로 되돌리는 신호다.

공통신호클럭신호(CK3)는 공통신호를 공통신호공급선들(Z 1 내지 Z m )로 출력하는 클럭신호다.

데이타드라이버(3), 선택주사드라이버(5) 및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들은 다음에 후술될 표시부(4)의 주변에 배열된

다.

선택주사드라이버(5)는 m개의 플립-플롭회로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소위, 쉬프트 레지스터이다. 드라이버(5)는 

선택신호를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로 출력한다. 즉, 콘트롤러(11)로부터 수신된 선택주사드라이버클럭신호(C

K2)에 따라, 선택주사드라이버(5)는 ON레벨(하이레벨)의 선택신호를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에 이 순서로(선

택주사선(X 1 )은 선택주사선(X m ) 다음에 온다) 순차적으로 출력하며, 이로써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은 순

차적으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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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으로, 도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선택주사드라이버(5)는 개개의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에게, 하이-

레벨 선택신호로서 하나의 ON전압(V ON )(기준전압(V SS )보다 훨씬 높음)과 로우-레벨 선택신호로서의 OFF전압(

V OFF )(기준전압(V SS )이하)을 인가해주며, 이로써 각각의 선택주사선(X i )은 소정의 기간동안에 선택이 된 다.

선택주사선(X i )이 선택되는 선택기간(T SE )동안에, 선택주사드라이버(5)는 ON레벨(하이레벨)의 선택신호로서 O

N전압(V ON )을 선택주사선(X i )에 인가해준다. 따라서, 선택주사선(X i )에 연결된 트랜지스터들(21, 22)(모든 픽

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에서의 트랜지스터들(21, 22))은 턴온된다. 제 1 트랜지스터(21)가 턴온되면, 신호선(Y j

)에 흐르는 전류는 픽셀회로(D i,j )로 흐를 수 있다. 한편, 비선택기간(T NSE )은 i번째행 선택주사선(X i )의 선택기

간(T SE )종료시점부터 (i+1)번째행 선택주사선(X i+1 )의 선택기간(T SE )의 시작시점까지 계속된다. 선택주사드라

이버(5)가 로우레벨의 OFF전압(V OFF )을 모든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에 인가해주면, 모든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의 트랜지스터들(21, 22)은 턴오프된다. 트랜지스터(21)가 턴오프되면, 신호선(Y j )에 대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의 공급은 멈추게 된다. 첫번째행 선택주사선(X i )의 선택기간(T SE )의 시작시점부터 첫번째행 

선택주사선(X i )의 선택기간(T SE )의 다음시작시점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주사기간(T SC )이라 정의한다. 선택주사

선들(X 1 내지 X m )의 선택기간들(T SE )은 서로 겹쳐지지 않는다.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는 안정등급의 전압을 모든 공통신호공급선들(Z 1 내지 Z m )에 공급하는 독립전원이다. 공

통신호전원공급기(6)는 공통신호클럭신호(CK3)와 대응되는 위상을 갖는 신호를 공통신호전원선들(Z 1 내지 Z m )

에 출력한다. 선택주사드라이버(5)가 ON전압(V ON )을 모든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중 하나에 선택신호로서 

인가해주는 기간, 예를들면, 선택기간(T SE )동안,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를 위한 기준전위

로서의 로우-레벨전압(V LOW )을 모든 공통신호전원선(Z 1 내지 Z m )에 출력한다. i번째행 선택주사선(X i )의 선

택기간(T SE )종료시점부터 (i+1)번째행 선택주사선(X i+1 )의 선택기간(T SE )의 시작시점까지인 비선택기간(T N

SE )동안,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는 구동전류를 위한 기준전위로서의 하이-레벨전압(V HIGH )을 출력한다. 따라서,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로부터의 공통신호가 로우-레벨전압(V LOW )일 경우, 선택주사드라이버(5)는 ON전압(V ON

)의 선택신호를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중의 하나의 선택주사선(X i )에 출력한다. 선택주사드라이버(5)는 OF

F전압(V OFF )의 선택신호를 선택주사선(X i )을 제외한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에게 출력한다. 공통신호전원

공급기(6)로부터의 공통신호가 하이-레벨전압(V HIGH )으로부터 로우-레벨전압(V LOW )으로 떨어질 경우, 선택주

사드라이버(5)로부터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중의 하나까지의 선택신호출력은 증가된다. 그리고, 공통신호전

원공급기(6)로부터의 공통신호가 로우-레벨전압(V LOW )으로부터 하이-레벨전압(V HIGH )으로 상승될 경우, 선택

주사드라이버(5)로부터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중의 하나까지의 ON전압(V ON )의 선택신호출력은 떨어진다.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로부터 출력되는 공통신호로서의 로우-레벨전압(V LOW )(지정전류를 위한 기준전압)은 기준

전압(V SS )보다 낮다. 하지만, 로우-레벨전압(V LOW )은 기준전압(V SS )과 동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픽셀들(P

i,1 내지 P i,n )의 제 3 트랜지스터들(23)이 i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동안 ON되는 경우, 공통신호의 로우-레벨전

압(V LOW )이 기준전압(V SS )보다 낮기 때문에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 각각의 애노드와 캐소드사이에 0[V]

의 전압 또는 역바이어스전압이 인가된다. 그러므로,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에 어떠한 전류도 흐르지 않게 되어

빛이 나오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로부터 출력되는 하이-레벨전압(V HIGH )(구동전류를 위

한 기준전압)은 기준전압(V SS )보다 더 높게 설정된다. 즉, 공통신호가 하이-레벨전압(V HIGH )이면, 선택주사드라

이버(5)는 모든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에 OFF전압(V OFF )을 인가한다. 그러면 모든 픽셀들(P 1,1 내지 P m,n

)의 트랜지스터들(21, 22)은 턴오프된다. 그리고 발광소자들(E 1,1 내지 E m,n )과 직렬로 연결된 트랜지스터들(23)

과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사이에 순방향바이어스가 인가된다.

다음으로 하이-레벨전압(V HIGH )에 대해서 상술한다. 도 7은 N-채널전계효과 트랜지스터(23)의 전류 대 전압특성

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7에 관해서, 가로축은 드레인과 소스사이의 전압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세로축은 드레인

과 소스사이의 전류값을 나타낸다. 도 7에서 보이는 비포화영역(소스-드레인간 전압(V DS ) < 드레인포화문턱전압(

V TH ); 드레인포화문턱전압(V TH )은 게이트-소스간 전압(V GS )의 함수이며, 게이트-소스간 전압(V GS )이 정해

지면 소스-드레인간 전압(V DS )에 따라 특정값으로 정해짐)에서, 게이트-소스간 전압(V GS )이 소정의 어떤값인 경

우, 소스-드레인간 전류(I DS )는 소스-드레인간 전압(V DS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도 7에서 보이는 포화영역(

소스-드레인간 전압(V DS ) ≥ 드레인포화문턱전압(V TH ))에서, 게이트-소스간 전압(V GS )이 소정의 어떤값인 경

우, 소스-드레인간 전류(I DS )는 소스-드레인전압(V DS )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거의 일정하다.

도 7에 관하여, 게이트-소스간 전압들(V GS0 내지 V GSMAX )은 V GS0 =0[V] < V GS1 <  V GS2 < V GS3 < V GS4

< V GSMAX 의 주어진 관계를 갖는다. 즉, 도 7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소스-드레인간 전압(V DS )이 소정의 어떤 

값인 경우, 소스-드레인간 전류(I DS )는 비포화영역 또는 포화영역에 관계없이 게이트-소스간 전압(V GS )이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한다. 게다가, 게이트-소스간 전압(V GS )이 증가함에 따라, 드레인포화문턱전압(V TH )도 증가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비포화영역에서, 소스-드레인간 전압(V DS )이 약간 변하게 되더라도, 소스-드레인간 전류(I DS )

는 변하게 된다. 포화영역에서, 게이트-소스간 전압(V GS )이 정해지면, 소스-드레인간 전류(I DS )는 소스-드레인간

전압(V DS )과는 관계없이 특정값으로 정해진다.



공개특허 10-2004-0051611

- 9 -

최대 게이트-소스간 전압(V GSMAX )이 제 3 트랜지스터(23)에 인가될 경우, 소스-드레인간 전류(I DS )는 최대휘도

로 발광하는 발광소자(E i,j )의 애노드(51)와 캐소드사이에 흐르는 전류값으로 설정된다.

부가적으로, 제 3 트랜지스터(23)의 게이트-소스간 전압(V GS )이 최대전압(V GSMAX )일지라도 제 3 트랜지스터(23

)가 포화영역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V HIGH -  V E - V SS ≥ V THMAX

여기서, V E 는 애노드와 캐소드사이의 전압이며, 발광수명기간동안 최대휘도로 발광하는 발광소자(E i,j )로부터 얻

어진다. 전압(V THMAX )은 제 3 트랜지스터(23)의 소스와 드레인사이의 포화문턱전압이며, 전압(V GSMAX )과 일치

된다. 전압(V HIGH )은 위의 조건이 만족되도록 설정된다. 그러므로, 제 3 트랜지스터(23)의 소스-드레인간 전압(V 

DS )이 트랜지스터(23)와 직렬로 연결된 발광소자(E i,j )의 전압분배로 인해 낮아 질지라도, 소스-드레인간 전압(V D

S )은 포화상태의 범위내로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제 3 트랜지스터(23)에 흐르는 소스-드레인간 전류(I DS )는 게이

트-소스간 전압(V GS )에 의해서 특정값으로 정해진다.

다음으로 데이타드라이버(3)가 설명된다. 도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신호선들(Y 1 내지 Y n )은 각각 데이타드라이

버(3)의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에 연결된다. 데이타드라이버(3)는 콘트롤러(11)로부터 데이타드라이버클럭

신호(CK1), 시작신호(ST1) 및 래치신호(L)가 포함된 제어신호군(D CNT )을 수신한다. 또한 데이타드라이버(3)는 8-

비트 적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R ), 녹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G ) 및 청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

상신호(S B )들을 외부회로로부터 수신한다. 수신된 디지털신호들은 데이타드라이버(3)의 D/A변환기에 의해 아날로

그 신호들로 변환된다. 데이타드라이버(3)는 래치신호(L)에 기초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와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들이 신호선들(Y 1 내지 Y n )로부터 데이타드라이버(3)의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에 흐르도록 제어한다.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는 발광소자들(E 1,1 내지 E m,n )에 흐르는 전류레벨(전류값)과 동등한 전류로서, 발

광소자들(E 1,1 내지 E m,n )이 외부회로로부터의 그레이레벨화상신호와 일치되는 휘도로 발광하도록 해준다. 그레

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는 신호선들(Y 1 내지 Y n )로부터 전류단자 들(CT 1 내지 CT n )로 흐르는 전류다.

스위칭회로(7)는 스위칭회로들(S 1 내지 S n )로 형성된다. 스위칭회로들(S 1 내지 S n )은 각각 신호선들(Y 1 내지 

Y n )에 연결된다. 게다가, 데이타드라이버(3)의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은 각각 스위칭회로들(S 1 내지 S n )

에 연결된다. 각각의 스위칭회로들(S 1 내지 S n )은 콘트롤러(11)로부터 스위칭신호(φ)와 리셋전압(V RST )을 수

신한다.

스위칭회로(S j )(스위칭회로(S j )는 j번째열의 신호선(Y j )에 연결된다)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동작들사이에서 스

위칭을 한다 :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가 트랜지스터(23)의 드레인(23d)/소스(23s)와 신호선(Y j )사이의 통로

로부터 데이타드라이버(3)의 전류단자(CT j )에 공급되는 동작과; 소정의 전압레벨을 갖는 리셋전압(V RST )이 콘트

롤러(11)로부터 신호선(Y j )으로 출력되는 동작. 더 구체적으로, 콘트롤러(11)로부터 스위칭회로(S j )에 입력되는 

스위칭신호(φ)가 하이레벨인 경우, 스위칭회로(S j )는 전류단자(CT j )의 전류를 차단한다. 또한 스위칭회로(S j )

는 콘트롤러(11)로부터 신호선(Y j )에 리셋전압(V RST )을 출력한다. 한편, 콘트롤러(11)로부터 스위칭회로(S j )에 

입력되는 스위칭신호(φ)가 로우레벨인 경우, 스위칭회로(S j )는 전류단자(CT j )와 신호선(Y j )사의의 그레이레벨 

지정전류(T DATA )를 트랜지스터(23)의 드레인(23d)/소스(23s)와 신호선(Y j )사이의 통로에 공급한다. 또한 스위칭

회로(S j )는 콘트롤러(11)로부터 리셋전압(V RST )을 차단한다.

만약 예를 들어, 스위칭회로(7)를 갖지 않는 유기EL 디스플레이(1)의 설정에서는, j번째열의 신호선(Y j )상의 i번째

행 픽셀(P i,j )은 도 9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그레이레벨로 발광해야하는것으로 가정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최대전류값을 갖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T DATA )는 선택기간(T SE )동안에 제 3 트랜지스터(23)의 드레인(2

3d)/소스(23s)와 신호선(Y j )사이의 통로에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전류단자(CT j )의 가장 높은 그레

이레벨전압(Y hsb )은 로우레벨전압(V LOW )과 공통신호전원공급기(6)의 기준전압(V SS )보다 훨씬 낮다. 즉, 공통

신호전원공급기(6)의 로우레벨전압(V LOW )과 전류단자(CT j )사이의 전위차이는 충분히 크다. 이러한 이유로, 큰 

전류가 트랜지스터(23)의 드레인(23d)/소스(23s)와 신호선(Y j )사이의 통로에 급속도로 공급될 수 있어, 신호선(Y j

)의 기생용량을 충전시켜 재빨리 안정상태로 설정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i+1)번째행의 픽셀(P i+1,j )이 가장 낮은 

그레이레벨휘도로 발광해야 하는것을 가정한다. 이를 위해서, 최저전류값(전류값이 0은 아님)을 갖는 그레이레벨 지

정전류(I DATA )가 신호선(Y j )에 공급되는것을 가정한다. 이는 전류단자(CT j )의 전위가, 아주 작은 그레이레벨 지

정전류(I DATA )를 제공함으로써 얻어지 는 공통신호전원공급기(6)의 로우레벨전압(V LOW )과 비교하여 작은 전위

차를 갖는 가장 낮은 그레이레벨전압(V lsb )으로 변하고, 따라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는 안정상태로 들어

서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 경우, i번째행을 위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가 공급될 때 신호선(Y j )의 기생용량

에 저장되는 전하들의 양은 크다. 이런 이유로, 시간당 신호선(Y j )의 전위 변화량과 일치되는 전위차는 작아진다. 그

러므로, 신호선(Y j )의 전위가 최고 그레이레벨전압(V hsb )으로부터 최저 그레이레벨(V lsb )로 변하고 안정상태로 

들어설 때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요구된다. 게다가, 선택기간(T SE )이 짧게 설정되면, 전압(V DF )에 대응되는 차이

는 전위가 최저 그레이레벨전압(V lsb )에 도달하기 전에 생성된다. 따라서, 픽셀(P i+1,j )은 정확한 휘도로 발광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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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의 유기EL 디스플레이(1)는 스위칭회로(7)를 갖고있다. 그러므로, 도 9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스위칭회로

(S j )는 비선택기간(T NSE ), 예를들어, 트랜지스터(23)의 드레인(23d)/소스(23s)와 신호선(Y j )사이의 통로에 (i+

1)번째행을 위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가 제공되기 전에, 신호선(Y j )의 전위를 강제적으로 최고 그레이레

이레벨전압(V hsb )보다 훨씬 높은 리셋전압(V hsb )으로 스위칭한다. 선택기간(T SE )동안, 기생용량의 역할을 하며,

신호선(Y j )에 저장된 전하들의 양은 재빨리 변하게 되어 신호선(Y j )은 급속도로 높은 전위에 들어설 수 있게된다. 

이런 이유때문에, (i+1)번째행을 위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가 최저그레이레벨과 일치되는 매우 작은 전류

값을 갖는 경우일지라도, 전위는 재빨리 최저그레이레벨(V lsb )에 도달할 수 있다.

리셋전압(V RST )은 최고 그레이레벨전압(V hsb )보다 더 높도록 설정된다. 최고 그레이레벨전압(V hsb )은 최대 그

레이레벨구동전류(I MAX )와 동등한 전류값을 갖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에 의해서 신호선들(Y 1 내지 Y n

)에 저장된 전하들에 따라 안정상태로 들어선다. 최대 그레이레벨구동전류(I MAX )는 발광소자들(E 1,1 내지 E m,n )

이 선택기간(T SE )동안 최대밝기를 위해 최대 그레이레벨휘도(L MAX )로 발광할 때 발광소자들(E 1,1 내지 E m,n )

에 흐른다. 더 바람직하게는, 리셋전압(V RST )은 최저 그레이레벨전압(V lsb )과 최고 그레이레벨전압(V hsb )의 중

간값을 갖는 중간값전압보다 높거나 또는 동등하게 설정된다. 최저 그레이레벨전압(V lsb )은 최저 그레이레벨구동전

류(I MIN )와 동등한 전류값을 갖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에 의해서 신호선들(Y 1 내지 Y n )에 저장된 전하

들에 따라 안정상태로 들어선다. 최저 그레이레벨구동전류(I MIN )는 발광소자들(E 1,1 내지 E m,n )이 최저밝기동안 

최저 그레이레벨휘도(L MIN )(하지만, 전류레벨은 0[A]이상임)를 가질 때 발광소자들(E 1,1 내지 E m,n )에 흐른다. 

더 바람직하게는, 리셋전압(Y RST )은 최저 그레이레벨전압(Y lsb )보다 크거나 동등한 값을 갖는다.

j번째열의 스위칭회로(S j )의 하나의 예가 설명된다. 스위칭회로(S j )는 P-채널전계효과 트렌지스터로 형성된 제4

트랜지스터(31)와 N-채널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형성된 제 5 트랜지스터(32)로 구성된다. 트랜지스터(31)의 게이트

전극과 트랜지스터(32)의 게이트전극들은 스위칭회로(S j )가 스위칭신호(φ)를 수신하기 위해서 콘트롤러(11)에 연

결된다. 트랜지스터(31)의 소스전극은 신호선(Y j )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1)의 드레인전극은 데이타드라이버(3)

의 전류단자(CT j )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2)의 드레인전극은 신호선(Y j )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2)의 소스전

극은 스위칭회로(S j )가 리셋전압(V RST )을 수신하기 위해서 콘트롤러(11)에 연결된다. 이러한 구성에서, 콘트롤러

(11)로부터의 스위칭신호(φ)가 하이레벨에 있을 때, 제 4 트랜지스터(31)가 턴오프되는 동안 제 5 트랜지스터(32)는

턴온이 된다. 반대로, 콘트롤러(11)로부터의 스위칭신호(φ)가 로우레벨에 있을 때, 제 5 트랜지스터(32)가 턴오프되

는 동안 제 4 트랜지스터(31)는 턴온이 된다. 트랜지스터(31)는 P-채널형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트랜지스터(32)는 

N-채널형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스위칭회로(S j )의 스위칭모드는 스위칭신호(φ)의 위상을 역전시킴으로

써 변환된다.

콘트롤러(11)에 입력되는 스위칭신호(φ)의 기간이 설명된다. 도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주사드라이버(5)가 선택

주사선들(X 1 내지 X m )중의 하나에 ON전압(V ON )을 인가하는 경우, 콘트롤러(11)에 입력되는 스위칭신호(φ)는 

로우레벨상태에 있다. 반대로, 선택주사드라이버(5)가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 모두에 OFF전압(V OFF )이 인

가되는 비선택기간(T NSE )동안, 콘트롤러(11)에 입력되는 스위칭신호(φ)는 하이레벨상태에 있다. 즉, 콘트롤러(11)

에 입력되는 스위칭신호(φ)는 하나의 선택기간(T SE )에서 m개의 비선택기간들(T NSE )의 각각을 위해서 하이레벨

로 변하는 펄스신호이다.

스위칭회로들(S 1 내지 S n )은 다음과 같은 두개의 동작들사이에서 스위칭을 한다: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가

콘트롤러(11)로부터의 스위칭신호(φ)에 따라 신호선들(Y 1 내지 Y n )로부터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에 공

급되는 동작과; 강제적으로 신호선들(Y 1 내지 Y n )을 리셋전압(Y RST )으로 충전하는 동작. 콘트롤러(11)로부터 

입력되는 스위칭신호(φ)가 로우레벨에 있을 때, 예를들어,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중 하나에 대한 선택기간(T 

SE )동안에, 각각의 스위칭회로는 트랜지스터(31)를 턴온시키고 트랜지스터(32)를 턴오프시킨다. 이러한 동작으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는 트랜지스터들(23)의 드레인(23d)/소스(23s)와 신호선들(Y 1 내지 Y n )사이의 통

로들을 통하여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에 흐른다.  콘트롤러(11)로부터 입력되는 스위칭신 호(φ)가 하이레벨

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모든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의 비선택기간(T NSE )동안에, 각각의 스위칭회로는 트

랜지스터(31)을 턴오프시키고 트랜지스터(32)를 턴온시킨다. 이 경우,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는 트랜지스터(

23)의 드레인들(23d)/소스들(23s) 및 신호선들(Y 1 내지 Y n )에 흐르지 않는다. 대신에, 신호선들(Y 1 내지 Y n )의

전위들은 강제적으로 리셋전압(V RST )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각 행의 선택기간(T SE )에 있어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는 신호선들(Y 1 내지 Y n )로부터 전류단

자들(CT 1 내지 CT n )에 흐른다. 반대로, 행들의 비선택기간(T NSE )에 있어서, 리셋전압(V RST )은 강제적으로 신

호선들(Y 1 내지 Y n )에 인가된다. 신호선들(Y 1 내지 Y n )에서의 기생용량의 전하량은 작은 그레이레벨 지정전류

(I DATA )가 흐르고 안정상태가 들어설 때의 전하량과 거의 동일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의 전류값이 매우 작더라도, 안정상태가 재빨리 들어서게 될 수 있다.

각 행의 선택기간(T SE )에서, 데이타드라이버(3)는 트랜지스터(23), 트랜지스터(21), 신호선들(Y 1 내지 Y n ) 및 

스위칭회로들(S 1 내지 S n )을 통해서 공통신호공급선(Z 1 내지 Z m )으로부터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에 

흘러야 하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를 생성한다.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의 전류값은 발광소자 들(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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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지 E m,n )이 화상데이타와 일치되는 휘도 그레이레벨로 발광하도록 발광소자들(E 1,1 내지 E m,n )에 제공되는 

구동전류의 전류값과 동등하다.

데이타드라이버(3), 선택주사드라이버(5) 및 공통신호전원공급기(6)가 유기EL 디스플레이패널(2)과 유기EL 디스플

레이(1)의 표시동작을 구동시키는 방법이 다음에서 상술된다.

도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콘트롤러(11)로부터 수신된 선택주사드라이버클럭신호(CK2)를 기초로, 선택주사드라이

버(5)는 각각의 선택기간(T SE )이 선택주사선을 선택하는 동안에 순차적으로 ON전압(V ON )을 첫번째행의 선택주

사선(X 1 )부터 m번째행의 선택주사선(X m )까지 이런 순서로 이들에 인가한다(선택주사선(X 1 )은 선택주사선(X 

m )의 다음에 온다). 따라서, 선택주사선들(X 1 내지 X m )은 이런 순서로 주사된다.

선택주사드라이버(5)가 순차적으로 선택주사선들을 선택하여 주사하는 것과 동시에,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는 공통

신호들을 모든 공통신호공급선들(Z 1 내지 Z m )에 출력한다. 공통신호공급선들(Z 1 내지 Z m )에 출력되는 공통신

호들은 서로 동기화된다. 모든 픽셀회로들(D 1,1 내지 D m,n )에서, 전압(V LOW )의 공통신호는 제 2 트랜지스터(22)

의 소스전극(22s)과 제 3 트랜지스터(23)의 소스전극(23s)에 입력된다.

게다가, 선택주사드라이버에 의한 순차주사기간 동안에, 데이타드라이버(3) 는 콘트롤러(11)로부터 수신된 데이타드

라이버클럭신호(CK1)를 기초로 하여 외부회로로부터 8-비트 적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R ), 녹색 디지털그

레이레벨 화상신호(S G ) 및 청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B )들을 수신하고 래치시킨다. 선택주사선(X i )을 

선택하는 선택신호(V ON )가 출력되면, 스위칭신호(φ)는 스위칭회로(7)에 동기되어 입력된다. 스위칭신호(φ)는 트

랜지스터(31)를 턴온시키고 트랜지스터(32)를 턴오프시킨다. 래치된 신호들의 그레이레벨에 기초한 전류값들을 갖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들(I DATA )은 공통신호공급선(Z i ), 픽셀들(P i,1 내지 P i,n )의 트랜지스터들(23)의 드레인(23

d)과 소스(23s)사이의 통로들, 픽셀들(P i,1 내지 P i,n )의 트랜지스터들(21)의 드레인(21d)과 소스(21s)사이의 통로

들 및 신호선들(Y 1 내지 Y n )을 통해 데이타드라이버(3)의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에 흐른다.

ON레벨(V ON )의 선택신호가 소정의 선택주사선(X i )에 출력되면, OFF레벨의 선택신호는 나머지 선택신호들(X 1

내지 X m ; X i 는 제외)에 출력된다. 이 기간이 i번째행의 선택기간(T SE )이다. 그러므로, i번째행의 픽셀회로들(D i

,1 내지 D i,n )에 있어서, 제 1 트랜지스터(21)와 제 2 트랜지스터(22)는 ON이 된다. 나머지 행들의 픽셀회로들(D 1,1

내지 D m,n ;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은 제외)에 있어서, 제 1 트랜지스터(21)와 제 2 트랜지스터(22)는 OFF가 

된다.

즉, 전압(V ON )이 i번째행의 선택기간(T SE )동안 선택주사선(X i )에 인가되는 경 우에,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

n )에서의 제 1 트랜지스터(21)와 제 2 트랜지스터(22)들이 ON이 된다. 이 경우, 공통신호공급선들(Z 1 내지 Z m )로

부터의 전압(V LOW )이 모든 픽셀회로들(D 1,1 내지 D m,n )에서의 제 3 트랜지스터들(23)의 드레인전극들(23d)과 

제 2 트랜지스터들(22)의 드레인전극들(22d)에 공급된다. 이와 동시에, 데이타드라이버(3)는 래치신호(L)에 따라 그

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를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에 공급할 것이다. 이 경우, 스위칭신호(φ)는 트랜지스

터들(31)을 턴온시키고 트랜지스터들(32)을 턴오프시키기 위해서 콘트롤러(11)로부터 스위칭회로(7)에 입력이 된다.

그러므로,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은 전기적으로 공통신호공급선(Z i )에 연결된다. 공통신호공급선(Z i )의 

전압(V LOW )은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의 전위들보다 더 높게 설정이 된다. 이런 이유로, 그레이레벨 지정전

류(I DATA )를 제 3 트랜지스터(23)의 드레인과 소스사이의 통로에 공급할 전압은 제 3 트랜지스터(23)에서의 게이

트(23g)와 소스(23s)사이 및 드레인(23d)과 소스(23s)사이에 인가된다.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의 전류값은 데이타드라이버(3)에 입력이 되는 적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R )

, 녹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G ) 및 청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B )들을 기초로 한다. 선택기간(T SE

)동안, 데이타드라이버(3)는 각각의 픽셀(P i,1 내지 P i,n )의 트랜지스터(23)의 게이트(23g)와 소스(23s)사이의 콘

덴서(24)에 전하들을 저장한다. 이러한 동작으로 인해, 공통신호공급선(Z i ), 픽셀들(P i,1 내지 P i,n )의 트랜지스터

들(23)의 드레인(23d)과 소스(23s)사이의 통로들, 픽셀들(P i,1 내지 P i,n )의 트랜지스터들(21)의 드레인(21d)과 소

스(21s)사이의 통로들 및 신호선들(Y 1 내지 Y n )을 통해 데이타드라이버(3)의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에 흐

르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의 전류값은 안정상태의 값으로 설정이 된다. 즉, 소정의 전류값을 갖는 그레이레

벨 지정전류(I DATA )는 픽셀들(P i,1 내지 P i,n )의 트랜지스터들(23)의 드레인(23d)과 소스(23s)사이의 통로들에 

공급된다. 그 후, 콘덴서(24)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주사기간(T SC )동안 전하들을 유지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트랜

지스터(23)는 콘덴서(24)에서의 전하들에 의해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와 동등한 전류값을 갖는 구동전류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주사기간(T SC )과 일치되는 시간동안에 공급할 것이다. 즉, 콘덴서(24)는 선택기간(T SE )동안

에 흐르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의 전류값을 저장하고, 비선택기간(T NSE )동안에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

ATA )와 동등한 전류값을 갖는 구동전류를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에 흐르게 하는 저장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i번째행의 선택기간(T SE )동안, i번째행의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의 제 1 트랜지스터들(21)과 제 2 

트랜지스터들(22)은 ON이 된다. 따라서, 신호선들(Y 1 내지 Y n )로부터 데이타드라이버(3)에 공급되는 그레이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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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전류(I DATA ) 는 i번째행의 각각의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에서의 콘덴서(24)에 저장이 된다. 나머지 행들

에서의 각각의 픽셀회로들(D 1,1 내지 D m,n ;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은 제외)에 있어서, 제 1 트랜지스터(21)

와 제 2 트랜지스터(22)들은 OFF가 된다. 그러므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는 나머지 행들에서의 콘덴서들(2

4)에 저장이 되지 않는다. 즉, 나머지 행들의 제 3 트랜지스터들(23)은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가 흐를 수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i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동안, 제 3 트랜지스터(23)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의 전하들은 그레이레

벨 지정전류(I DATA )에 따라 각각의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에 의해 수신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장되어 온, 

제 3 트랜지스터(23)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의 전하들은 리플래쉬된다. i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후 복수의 비선택기

간(T NSE )동안,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은 제 3 트랜지스터들(23)의 게이트들과 소스들사이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들과 일치되는 구동전류들(구동전류들은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와 동일한 레벨을 갖는다)을 발광소자들(

E i,1 내지 E i,n )에 공급하며, 이로써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이 발광하도록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선택주사드라이버(5)는 선택신호를 첫 번째 행부터 제 m 번째 행까지 순차적으로 줄줄이 이동시킨

다. 따라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는 데이타드라이버(3)에 입력이 되는 적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R

), 녹색 디지 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G ) 및 청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B )들에 따라 순차적으로 첫번째 

행의 픽셀회로들(D 1,1 내지 D i,n )과 m번째 행의 픽셀회로들(D m,1 내지 D m,n )에 흐른다. 이러한 동작으로 인해, 

각각의 제 3 트랜지스터(23)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에서 저장된 전하들은 리플래쉬된다. 상기와 같은 선-순차적 주사

가 반복되면, 화상이 유기EL 디스플레이패널(2)의 표시부(4)상에 나타난다.

다음으로, i번째행의 선택기간(T SE )동안에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이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를 수신

하도록 하는 동작과,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이 수신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를 기초로 하여 발광되도

록 하는 동작들이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i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동안, ON전압(V ON )의 선택신호는 콘트롤러(11)로 부터 출력되는 클럭신호(CK2)가 포

함된 제어신호군(G CNT )에 따라 선택주사드라이버(5)로부터 i번째 행의 선택주사선(X i )에 출력된다. 그런 후, 선택

주사선(X i )에 연결된 모든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의 제 1 트랜지스터들(21)과 제 2 트랜지스터들(22)은 선택

기간(T SE )동안에 ON상태에 들어선다. i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동안, 전압(V LOW )은 모든 공통신호공급선들(Z

1 내지 Z m )에 인가된다. 제 2 트랜지스터(22)가 ON이므로, 전압은 제 3 트랜지스터(23)의 게이트전극(23g)에까지

인가된다. 그러므로, 제 3 트랜지스터(23)는 턴온이 된다.

더 나아가, 선택된 행의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의 소정의 열이 비선택기간(T NSE )(후술됨)동안 발광하도록 할

경우에는, 데이타드라이버(3)는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중의 하나, 이것은 발광하도록 하려는 상기 열에 대응

됨, 의 전위가 전압(V LOW )보다 낮도록 제어한다. 따라서, 발광하도록 하려는 픽셀회로(D i,j )의 열에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는 공통신호공급선(Z i )으로부터 데이타드라이버(3)로 흐른다. 선택된 행의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의 소정의 열이 비선택기간(T NSE )(후술됨)동안에 발광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타드라이버(3)는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중의 하나, 이것은 발광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상기 열에 대응된다, 의 전위가 전압(V 

LOW )과 동등하도록 제어한다. 따라서, 발광하도록 하려는 픽셀회로(D i,j )의 열에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

는 공통신호공급선(Z i )으로부터 데이타드라이버(3)로 흐르지 않게 된다. i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동안, 데이타드

라이버(3)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를 데이타드라이버(3) 또는 신호선들(Y 1 내지 Y n )로 제공하기 위해서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의 전위들을 제어한다(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는 발광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열

들에 대해서는 흐르지 않는다). i번째 행의 각각의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에서, 제 1 트랜지스터(21)와 제 2 트

랜지스터(22)는 턴온이 된다. 따라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는 공통신호공급선(Z i )의 통로 → 픽셀들(P i,1

내지 P i,n )의 트랜지스터들(23)의 드레인들(23d)과 소스들(23s)사이의 통로들 → 픽셀들(P i,1 내지 P i,n )의 트랜

지스터들(21)의 드레인들(21d)과 소스들(21s)사이의 통로들 → 신호선들(Y 1 내지 Y n ) → 스위칭회로들(S 1 내지 

S n )의 트랜지스터들(31) → 데이타드라이버(3)의 전류단자들(CT 1 내지 CT n )의 경로를 통해서 흐른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의 전류값과 일치하는 전하들은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에 의

해 수신된다. 이 경우, 첫번째부터 n번째의 모든 열들에서,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에 흐르는 구동전류의 전류값

은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의 전류값과 등등하다. 전류값은 데이타드라이버(3)에 의해서 지정된다. 따라서, 비

선택기간(T NSE )동안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의 전류값은 상수다.

즉, 선택기간(T SE )동안,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는 제 3 트랜지스터(23)에 흐른다. 공통신호선(Z i ), 제 3 트

랜지스터들(23), 제 1 트랜지스터(21), 신호선들(Y 1 내지 Y n ), 스위칭회로들(S 1 내지 S n ) 및 데이타드라이버(3)

들에 걸친 전압은 안정상태의 전압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제 3 트랜지스터(23)에 흐르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

A )의 레벨과 일치하는 레벨의 전압은 제 3 트랜지스터(23)의 게 이트전극(23g)과 소스전극(23s)사이에 인가된다. 제

3 트랜지스터(23)의 게이트전극(23g)과 소스전극(23s)사이의 전압레벨과 일치하는 크기를 갖는 전하들은 콘덴서(24

)에 저장된다. i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동안, i번째 행의 각각의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에서, 제 1 트랜지스

터(21)와 제 2 트랜지스터(22)들은 신호선(Y j )에 흐르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가 제 3 트랜지스터(23)에 

공급되도록 기능을 한다. 제 3 트랜지스터(23)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의 전류값을 게이트와 소스사이의 전

압값으로 변환해 주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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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i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동안, i번째 행의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의 콘덴서들(24)에 저장

된 전하들의 크기는 선행하는 주사기간(T SC )으로부터 리플래쉬된다. 이와 동시에, i번째 행의 픽셀회로들(D i,1 내

지 D i,n )의 제 3 트랜지스터들(23)의 드레인-소스 전류레벨과 소스-드레인 전압레벨 또한 선행하는 주사기간(T SC

)으로부터 리플래쉬된다.

제 3 트랜지스터(23), 제 1 트랜지스터(21) 및 신호선(Y j )의 통로상의 임의의 한 점에서의 전위는 트랜지스터들(21,

22, 23)의 내부저항에 의존하여 변하는데, 상기 내부저항은 오버타임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본 실시예에서, 제 3 트

랜지스터(23) → 제 1 트랜지스터(21) → 신호선(Y j )의 경로를 통해 흐르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의 전류

값은 강제적으로 데이타드라이버(3)에 의해서 공급된다. 그러 므로, 트랜지스터들(21, 22, 23)의 내부저항이 오버타

임을 변화시켜도, 제 3 트랜지스터(23) → 제 1 트랜지스터(21) → 신호선(Y j )의 경로를 통해 흐르는 그레이레벨 지

정전류(I DATA )의 전류값은 원하는 레벨을 갖는다.

i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동안, 공통신호공급선(Z i )은 기준전압(V SS )보다 이하인 로우레벨전압(V LOW )으로 

설정된다. 게다가, 0[V]바이어스 또는 역바이어스가 i번째 행의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의 애노드와 캐소드를 

거쳐 인가된다. 따라서,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에 어떠한 전류도 흐르지 않게 되어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은 발광하지 않게 된다.

i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의 종료시점(i번째 행의 비선택기간(T NSE )의 시작시점)에서, 선택주사드라이버(5)로부

터 선택주사선(X i )에 출력되는 선택신호는 하이-레벨전위(V ON )에서 로우-레벨전위(V OFF )로 변한다. 선택주사

드라이버(5)는 OFF전압(V OFF )을 i번째 행의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의 제 1 트랜지스터들(21)의 게이트전극

들(21g)과 제 2 트랜지스터들(22)의 게이트전극들(22g)에 인가해 준다.

그러므로, i번째 행의 비선택기간(T NSE )동안, i번째 행의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의 제 1 트랜지스터들(21)은 

턴오프가 된다. 공통신호공급선(Z i )으로부터 대응신호선들(Y 1 내지 Y n )에 흐르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

는 차단된다. 게다가, i 번째 행의 비선택기간(T NSE )동안, i번째 행의 모든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에서, 트랜

지스터(22)가 턴오프될지라도, 바로 전에 선행한 i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동안 콘덴서(24)에 저장된 전하들은 제 

2 트랜지스터(22)에 의해서 한정된다. 이런 이유로, i번째 행의 모든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에서, 제 3 트랜지

스터(23)는 비선택기간(T NSE )동안 ON으로 유지된다. 즉, i번째 행의 모든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에서, 제 2 

트랜지스터(22)는 비선택기간(T NSE )동안의 제 3 트랜지스터(23)의 게이트-소스간 전압레벨(V GS )이 선택기간(T

SE )동안의 제 3 트랜지스터(23)의 게이트-소스간 전압레벨(V GS )과 동등하게 되도록 제 3 트랜지스터(23)의 게이

트-소스간 전압레벨(V GS )을 유지한다.

비선택기간(T NSE )동안,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로부터 공통신호공급선(Z i )으로 출력되는 공통신호는 전압(V HIG

H )으로 상승한다. 비선택기간(T NSE )동안, i번째 행의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의 캐소드들은 기준전압(V SS )

에 있다. 공통신호공급선(Z i )은 기준전압(V SS )보다 높은 전압(V HIGH )에 있다. 게다가, 선택기간(T SE )동안 흐

르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에 대응되는 전하들은 서로 직렬로 연결된 제 3 트랜지스터들(23)의 게이트(23g)

와 소스(23s)사이에 저장된다. 이 경우,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에 대응되는 순방향 바이어스전압은 i번째 행의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 에 인가된다. 그러므로, i번째 행의 모든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에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와 동등한 구동전류는 제 3 트랜지스터들(23)의 드레인들(23d)과 소스들(23s)을 통해서 공통신호

공급선(Z i )으로부터 i번째 행의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에 흐른다. 그러므로,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은 

발광한다.

더 구체적으로, 비선택기간(T NSE )동안의 각각의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에서, 제 1 트랜지스터(21)는 신호선

(Y j )에 흐르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가 제 3 트랜지스터(23)에 흐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응되는 신

호선(Y j )을 제 3 트랜지스터(23)로부터 전기적으로 불접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제 2 트랜지스터(22)는 콘덴서(24)

에서의 전하를 한정시킴으로써 제 3 트랜지스터(23)의 게이트(23g)와 소스(23s)사이의 전압, 상기 전압은 선택기간(

T SE )동안 변환된다, 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i번째 행의 모든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에서, 비선택기간(T N

SE )동안 공통신호가 전압(V HIGH )으로 설정되는 경우, 제 3 트랜지스터(23)는 발광소자(E i,j )에 대한 게이트-소스

간 전압레벨에 대응되는 레벨의 구동전류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i번째 행의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은 첫 번째행부터 m번째 행들의 각각의 선택기간들(T SE )동안은 

발광하지 않게 된다.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 은 하나의 주사기간(T SC )에서 m개의 각각의 비선택기간들(T N

SE )동안 발광한다. 공통신호가 하이레벨전압(V HIGH )에 있을 때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에 흐르는 구동전류의

전류값은 각각의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의 제 3 트랜지스터(23)에 흐르는 전류의 전류값과 동일하다. 즉, 전류

값은 i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동안 각각의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의 제 3 트랜지스터(23)에 흐르는 그레이

레벨 지정전류(I DATA )의 전류값과 동등하다. i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동안, i번째 행의 각각의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의 제 3 트랜지스터(23)에 흐르는 전류값이 설정되면, 각각의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의 구동전류는

소망의 전류값을 갖는다. 따라서, 발광소자들(E i,1 내지 E i,n )은 소망하는 그레이레벨휘도로 발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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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 제 3 트랜지스터(23)의 전류 대 전압특성이 픽셀회로들(D i,1 내지 D i,n )사이에서

변할지라도, 소정의 전류값을 갖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는 선택기간들(T SE )동안 강제적으로 제 3 트랜지

스터(23)의 소스(23s)와 드레인(23d)사이에 공급된다. 게다가, 도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3 트랜지스터(23)의 소

스(23s)와 드레인(23d)사이의 전압이 항상 포화상태의 값인 경우, 전압(V HIGH )의 공통신호는 비선택기간(T NSE )

동안에 공통신호공급선들(Z 1 내지 Z m )로 출력된다. 따라서,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와 동등한 전류값을 갖

는 구동전류 는 제 3 트랜지스터(23)의 소스(23s)와 드레인(23d)사이에 제공된다. 이런 이유로, 휘도는 픽셀들의 발

광소자들(E 1,1 내지 E m,n )에서 변하지 않게 된다. 즉, 본 실시예에서, 동일한 전압레벨을 갖는 휘도 그레이레벨신호

가 픽셀들에 출력이 되어도, 픽셀들간의 휘도에서의 어떠한 내면(in-plane) 변화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

예의 유기EL 디스플레이(1)는 고품질의 화상을 나타낼 수 있다.

비선택기간(T NSE )동안, 공통신호는 m번 하이레벨전압(V HIGH )으로 변한다. 발광소자들(E i,j )의 발광듀티는 약 5

0%이다. 이와는 달리, 수직방향으로 배열된 m개의 발광소자들과 수평방향으로 배열된 n개의 발광소자들을 갖는 단

순 매트릭스구동 디스플레이에서는, 발광듀티는 1/m이다. 하지만, 본 실시예에서의 유기EL 디스플레이(1)에서는 해

상도가 높아졌을지라도, 발광소자(E i,j )의 발광듀티는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기EL 디스플레이(1)는 높은 휘도,

높은 콘트래스트 및 높은 해상도에서 화상을 표시할 수 있다.

하나의 선택주사선(X i )과 하나의 공통신호공급선(Z i )은 각각의 행에 배열된다. 주사를 위한 신호뿐만이 아니라 공

통신호는 단순히전원공급기(6)로부터 공통신호공급선(Z i )에 출력된다. 유기EL 디스플레이(1)에 배열되어 있는 주

사전용 쉬프트레지스터는 선택주사드라이버(5)이다. 쉬프트레지스터는 보통 m개의 플립-플롭회로들로부터 형성된

다.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는 단지 모든 공통신호공급선들(Z 1 내지 Z m )에 대해 동일한 파형을 갖는 신호들을 출력

하는것이 필요하므로 간단한 회로구조 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통신호공급선(6)에서, 실장 면적은 더 작아

지고, 구조는 더 간단해지고, 소자들의 갯수는 쉬프트레지스터보다 더 적다. 드라이버의 역할을 하는 두개의 쉬프트레

지스터를 갖는 기존의 유기EL 디스플레이와 비교를 해보면, 본 실시예의 유기EL 디스플레이(1)는 제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 2 실시예]

다음으로, 제 2 실시예에 따른 유기EL 디스플레이가 설명된다.

제 2 실시예에 있어서도, 유기EL 디스플레이는 도 1에서 보이는 제 1 실시예에 따른 유기EL 디스플레이와 같이, 유

기EL 디스플레이패널(2), 데이타드라이버(3) 및 선택주사드라이버(5)를 포함한다. 데이타드라이버(3), 표시부(4), 선

택주사드라이버(5), 픽셀회로들(D 1,1 내지 D m,n ) 및 발광소자들(E 1,1 내지 E m,n )은 제 1 실시예의 유기EL 디스

플레이(1)에서의 구조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 2 실시예에서는 생략한다.

제 2 실시예에서,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는 도 10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유기EL 디스플레이(1)에 연결된 콘트롤러(

11)에 배열된다. 이런 이유로, 유기EL 디스플레이(1)의 기판상에서 픽셀들의 차지면적율은 증가된다.

제 2 실시예에 따른 유기EL 디스플레이(1)는 제 1 실시예에서와 같이, 도 8에서 보이는 펄스파형도에 따라 동작한다.

[제 3 실시예]

다음으로 제 3 실시예가 설명된다. 본 실시예는 도 1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각 픽셀(P i,j )의 픽셀회로(D i,j )의 제 

2 트랜지스터(22)의 드레인(22d)이 공통신호공급선(Z i )에 연결되지 않고 선택주사선(X i )에 연결된 것을 제외하면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제 1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지시번호들은 제 3 실시예에서도 동일한 부품들을 표시하며, 이

들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트랜지스터(22)에서, 드레인전극(22d)과 게이트전극(22g)은 선택주사선(X i )에 연결된다. 소스전극(22s)은 제 3 트

랜지스터(23)의 게이트전극(23g)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22)는 제 1 트랜지스터(21)와 제 3 트랜지스터(23)와 같이

, N-채널 비정질실리콘 박막트랜지스터이다.

트랜지스터(22)는 도 8의 펄스파형도에서 보이는 수신된 전압에 따라 동작한다. 즉, 도 12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선택기간(T SE )동안, 각각의 픽셀들(P i,1 내지 P i,n )의 트랜지스터(22)는 선택주사선(X i )으로부터의 전압이 트랜

지스터(23)의 게이트에 인가되도록하기 위해서 선택주사선(X i )으로부터의 ON-레벨(하이-레벨)의 주사신호에 의

해 턴온이 된다. 동시에, 각각의 픽셀들(P i,1 내지 P i,n )의 트랜지스터(21)는 턴온이 된다. 게다가, 각각의 픽셀들(P 

i,1 내지 P i,n )의 트랜지스터(23)는 선택기간(T SE )동안 트랜지스터(22)에 의해 인가되는 게이트전압에 의해 턴온

이 된다. 그러므로, 데이타드라이버(3)는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를 도 12A에서의 화살표방향 으로 픽셀들(P i

,1 내지 P i,n )의 트랜지스터(23)의 드레인들(23d)과 소스들(23s)간의 통로들과 신호선들(Y 1 내지 Y n )에 공급한다

. 이 경우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의 전류값은 데이타드라이버(3)에 입력이 되는 적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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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S R ), 녹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G ) 및 청색 디지털그레이레벨 화상신호(S B )들의 그레이레벨에 대

응된다.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의 전류값에 대응되는 전하들은 선택기간(T SE )동안 픽셀들(P i,1 내지 P i,n )

의 트랜지스터(23)의 드레인들(23d)과 소스들(23s)간의 통로들에 연결된 콘덴서들(24)에 저장된다.

비선택기간(T NSE )동안, 각 픽셀들(P i,1 내지 P i,n )의 트랜지스터(21)와 트랜지스터(22)는 선택주사선(X j )에 인

가되는 OFF-레벨전압(V OFF )의 주사신호에 의해 턴오프된다. 전압(V HIGH )은 모든 공통신호공급선들(Z 1 내지 Z 

m )에 인가된다. 이런 이유로, 모든 트랜지스터들(23)의 드레인들(23d)과 소스들(23s)간의 전압들은 포화상태의 전압

값으로 된다. 모든 트랜지스터들(23)의 게이트들(23g)과 소스들(23s)간의 전압들은 선택기간(T SE )동안 콘덴서들(

24)에 저장된 전하들에 대응하는 전압값을 갖는다. 도 12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와 

동등한 전류값을 갖는 구동전류는 모든 트랜지스터들(23)의 드레인들(23d)과 소스들(23s)사이에서 흐른다. 하이레벨

전압(V HIGH )은 기준전압(V SS )보다 훨씬 높기때문에, 구동전류는 도 12A에서의 화살표방향으로 흘러 발광소자들

(E 1,1 내지 E m,n )이 발광하도록 해준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정신이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디자인상의 다양한 변

화들과 변경들이 행해질 수 있다.

예를들어, 위의 실시예들에서, 픽셀회로(D i,j )의 모든 제 1 트랜지스터(21), 제 2 트랜지스터(22) 및 제 3 트랜지스

터(23)는 N-채널 트랜지스터들이다. 하지만, 모든 트랜지스터들은 P-채널 트랜지스터들로부터 형성될 수 있으며, 발

광소자(E i,j )의 애노드와 캐소드는 역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경우, 도 8에서 보이는 펄스파형도들은 반전된다.

본 실시예들에서, 발광소자들(E 1,1 내지 E m,n )의 발광기간은 선택기간들(T SE )사이에 있는 비선택기간(T NSE )

이다. 발광소자(E i,j )의 발광기간은 i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과 i번째 행의 다음번째 행의 선택기간(T SE )사이의

m개의 비연속적 비선택기간들(T NSE )이다. 도 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발광소자들(E 1,1 내지 E m,n )은 그

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에 의한 전하들이 모든 발광소자들(E 1,1 내지 E m,n )의 콘덴서들(24)에 기록된 후, 비선

택기간(T NSE )동안 동시에 발광을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주사기간(T SC )동안에서의 적어도 하나의 선택기간(T SE

)과 리셋전압(V RST )이 신호선들(Y 1 내지 Y n )에 인가될 때의 (m-1)개의 설정기간들(T R )이 짧게 설정된다면, 

비선택기간(T NSE ), 예를들어, 발광소자들(E 1,1 내지 E m,n )의 발광기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된다. 도 13을 참조하

면, 선택주사선(X m )이 선택된 후, 선택주사선(X m )의 픽셀들(P m,1 내지 P m,n )의 기록모드(write mode)상태에

서 신호선들(Y 1 내지 Y n )의 기생용량들에 저장된 전하들을 되돌이키기 위해, 리셋전압(V RST )이 하나의 주사기

간(T SC )동안 설정기간들(T R )의 숫자를 m개까지 증가시키도록 인가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된 실시예들에서, 유기EL소자가 사용된다. 하지만, 정류특성들을 갖는 어떤 다른 발광소자도 사용될 수 

있다. 즉, 발광소자는 역바이어스 전압이 인가될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순방향 바이어스전압이 인가될 때는 전

류가 흐르며, 이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대응하는 휘도로 발광하는 소자이다. 정류특성들을 갖는 발광소자의 예로는

LED(발광 다이오드)가 있다.

위에서 설명된 실시예들에서, 데이타드라이버(3)와 선택주사드라이버(5)는 콘트롤러(11)로부터 입력되는 클럭신호

를 기초로 하여 동작한다. 하지만,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로부터 출력되고 공통신호로서 사용되는 클럭신호(CK3)는 

클럭신호(CK2)로서 선택주사드라이버(5)로 입력된다.

위에서 설명된 실시예들에서,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로부터 출력되는 공통신호가 로우레벨, 예를들어, 공급되는 그

레이레벨 지정전류(I DATA )로 변하는 빈도수는 매 선택기간(T SE )당 한번이다. 하지만, 상기 빈도수는 매 선택기간

(T SE )당 두번 이상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구동전류가 발광소자에 흐를 때, 발광소자는 발광한다. 구동전류의 전류값은 픽셀회로의 트랜지스

터(23)의 게이트들(23g)과 소스들(23s)사이에서 유지되는 전압에 대응된다. 전압값은 지정전류의 전류값을 변환함으

로써 얻어진다. 이런 이유들때문에, 구동전류의 전류값은 지정전류의 전류값들과 일치한다. 발광소자는 지정전류의 

전류값에 의존되는 휘도로 발광한다. 즉, 발광소자는 지정전류의 전류값에 의해서 설정된 휘도로 발광한다. 그러므로,

만약 지정전류의 전류값이 픽셀들사이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휘도는 복수개의 발광소자들사이에서 변하지 않게 되어,

고품질의 화상이 표시될 수 있다.

선택신호를 각각의 주사선에 공급하는것은 오직 주사드라이버(5)이다. 주사를 위한 어떠한 드라이버도 배열되지 않

는다. 게다가, 공통신호전원공급기(6)는 주사드라이버의 소자갯수보다 더 작은 소자갯수를 갖고 있으므로 간단한 배

열을 갖는다. 따라서, 드라이버의 실장면적은 작아진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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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복수개의 주사선들;

복수개의 신호선들;

상기 주사선들을 선택하는 선택신호들을 상기 주사선들에 순차적으로 공급해주는 주사드라이버;

상기 주사선들이 선택될 때, 선택기간에 지정전류를 상기 복수개의 신호선들에게 공급해주는 데이타드라이버;

상기 신호선들에 흐르는 상기 지정전류의 전류값에 대응하는 구동전류를 공급해주는 복수개의 픽셀회로들;

상기 복수개의 픽셀회로들에 의해서 공급되는 상기 구동전류에 따라 발광하는 복수개의 광소자들; 및

상기 구동전류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상기 복수개의 픽셀회로들에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출력하는 전원공급기를 포함

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기는 비선택기간에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상기 복수개의 픽셀회로들에 출력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비선택기간은 상기 복수개의 광소자들중 어느 것도 선택되지가 않는 기간인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리셋전압이 상기 비선택기간내에 상기 복수개의 신호선들에 출력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기는 상기 지정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과 지정전류기준전압

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전류기준전압은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보다 낮은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기는 상기 선택기간에 상기 지정전류구동전압을 출력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기는 상기 지정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지정전류기준전압과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을

택일적으로 출력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드라이버는 상기 선택기간에 상기 전원공급기로부터 출력되는 지정전류기준전압을 기초로 하여 상기 지

정전류를 상기 신호선들과 상기 픽셀회로들에 제공해주며, 그리고

각각의 상기 픽셀회로들은 상기 지정전류의 전류값을 저장하고, 상기 전원공급기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구동전류기준

전압을 기초로 하여 상기 지정전류의 전류값과 동등한 상기 구동전류를 공급해주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픽셀회로들은 구동트랜지스터 및 상기 구동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에 연결된 콘덴서를 포함하

며,

상기 데이타드라이버는 상기 선택기간에 상기 전원공급기로부터 출력되는 지정전류기준전압을 기초로 하여 상기 지

정전류를 상기 신호선들과 상기 픽셀회로들의 상기 구동트랜지스터들에 공급해 주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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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콘덴서는 상기 게이트와 소스사이의 상기 지정전류에 대응되는 전하들을 저장하며, 상기 구동트랜지스터는 상

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이 상기 전원공급기로부터 입력될 때 상기 게이트와 소스사이에 저장된 상기 전하들에 대응되는

상기 구동전류를 공급해주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픽셀회로들은,

게이트는 상기 주사선에 연결되고 드레인과 소스중 하나는 상기 신호선에 연결되는 제 1 트랜지스터,

게이트는 상기 주사선에 연결되고, 드레인과 소스중 하나에 지정전류기준전압과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이 선택적으

로 입력이 되는 제 2 트랜지스터, 및

게이트는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의 상기 드레인과 소스중 나머지 다른 하나에 연결되고, 드레인과 소스중 하나는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의 상기 드레인과 소스중 하나에 연결되며, 드레인과 소스중 나머지 다른 하나는 상기 제 1 트랜지스

터의 상기 드레인과 소스중 나머지 다른 하나와 상기 광소자에 연결되는 구동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드라이버는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2 트랜지스터를 선택하고, 상기 제 1, 2 트랜지스터들은 상기 

선택기간동안 소정의 주사선에 연결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픽셀회로들은,

게이트는 상기 주사선에 연결되고 드레인과 소스중 하나는 상기 신호선에 연결되는 제 1 트랜지스터,

게이트는 상기 주사선에 연결되고, 드레인과 소스중 하나는 상기 주사선에 연결되는 제 2 트랜지스터, 및

게이트는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의 상기 드레인과 소스중 나머지 다른 하나에 연결되고, 드레인과 소스중 하나는 상기

전원공급기에 연결되며, 드레인과 소스중 나머지 다른 하나는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상기 드레인과 소스중 나머지 

다른 하나와 상기 광소자에 연결되는 구동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드라이버는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2 트랜지스터를 선택하고, 상기 제 1, 2 트

랜지스터들은 상기 선택기간에 소정의 주사선에 연결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기는 소정의 주사선에서의 상기 선택기간의 종료시점부터 다음 주사선에서의 상기 

선택기간의 시작시점까지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소자는 상기 픽셀회로를 통해 상기 전원공급기에 연결되는 제 1 전극과 기준전압이 인가되

는 제 2 전극을 갖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기는 상기 지정전류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과 지정전류기준전압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며,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은 상기 기준전압보다 작지 않으며, 상기 지정전류기준전압은 상기 기준전압보다 크지 않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소자는 유기EL소자인 디스플레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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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첫째 행의 주사선과 둘째 행의 주사선을 갖는 주사선군(群);

상기 첫째 행의 주사선에 연결되고 제공되는 제 1 구동전류의 전류값에 따라 발광하는 제 1 광소자와, 상기 둘째 행의

주사선에 연결되고 제공되는 제 2 구동전류의 전류값에 따라 발광하는 제 2 광소자를 갖는 광소자군;

상기 제 1 광소자에 연결되고 제공되는 제 1 지정전류의 전류값과 동등한 상기 제 1 구동전류를 제공하는 제 1 픽셀

회로와, 상기 제 2 광소자에 연결되고 제공되는 제 2 지정전류의 전류값과 동등한 상기 제 2 구동전류를 제공하는 제 

2 픽셀회로를 갖는 픽셀회로군; 및

상기 제 1 구동전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상기 제 1 픽셀회로를 통해서 상기 제 1 광소자에게 인가

하며, 상기 제 2 구동전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상기 첫째 행의 주사선의 선택기간과 상기 둘

째 행의 주사선의 선택기간사이에서 상기 제 2 픽셀회로를 통해 상기 제 2 광소자에게 인가하는 전원공급기를 포함하

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기는 비선택기간에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상기 광소자군에 출력하는 디스플레

이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비선택기간은 상기 광소자군의 상기 광소자들중 어느 것도 선택되지가 않는 기간인 디스플

레이장치.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리셋전압이 상기 비선택기간에 상기 복수개의 신호선들에 출력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기는 상기 제 1 및 제 2 지정전류들을 상기 제 1 및 제 2 픽셀회로들에 제공하기 위

해서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과 지정전류기준전압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전류기준전압은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보다 낮은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기는 상기 선택기간에 상기 지정전류기준전압을 출력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26.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기는 상기 제 1 및 제 2 지정전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전류기준전압과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27.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기로부터 출력되는 지정전류기준전압을 기초로 하여 상기 선택기간에 상기 제 1 및

제 2 지정전류들을 상기 제 1 및 제 2 픽셀회로들에 제공하는 데이타드라이버를 더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드라이버를 상기 픽셀회로들에 연결하는 신호선을 더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29.
제 19 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픽셀회로들은 상기 선택기간에 제공되는 상기 지정전류의 전류값을 저장하고, 상기 

선택기간후에 상기 전원공급기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을 기초로 하여 상기 지정전류의 전류값과 동

등한 상기 구동전류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3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픽셀회로들은 구동트랜지스터와 상기 구동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에 연결되는 콘덴서를 포함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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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타드라이버는 상기 전원공급기로부터 출력되는 지정전류기준전압을 기초로 하여 상기 선택기간에 상기 지

정전류를 상기 픽셀회로들의 상기 구동트랜지스터들에 제공하며, 그리고

상기 콘덴서는 상기 게이트와 소스사이의 상기 지정전류에 대응되는 전하들을 저장하고, 상기 구동트랜지스터는 상

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이 상기 전원공급기로부터 입력될 때 상기 게이트와 소스사이에 저장되는 전하들에 대응되는 상

기 구동전류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3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픽셀회로들은,

게이트는 상기 주사선군에서 하나의 주사선에 연결되고 드레인과 소스중 하나는 상기 데이타드라이버에 연결되는 제

1 트랜지스터,

게이트는 상기 주사선에 연결되고, 드레인과 소스중 하나는 지정전류기준전압과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에 선택적으

로 입력되는 제 2 트랜지스터, 및

게이트는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의 상기 드레인과 소스중 나머지 다른 하나에 연결되고, 드레인과 소스중 하나는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의 상기 드레인과 소스중 하나에 연결되며, 드레인과 소스중 나머지 다른 하나는 상기 제 1 트랜지스

터의 상기 드레인과 소스중 나머지 다른 하나와 상기 광소자군에서의 하나의 광소자에 연결되는 구동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간에 상기 주사선군에서의 상기 소정의 주사선에 연결되는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2 트랜지스터를 선택하는 선택주사드라이버를 더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33.
제 19 항에 있어서, 각각의 픽셀회로들은,

게이트는 상기 주사선군에서 하나의 주사선에 연결되고 드레인과 소스중 하나는 상기 데이타드라이버에 연결되는 제

1 트랜지스터,

게이트는 상기 주사선에 연결되고, 드레인과 소스중 하나는 상기 주사선에 연결되는 제 2 트랜지스터, 및

게이트는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의 상기 드레인과 소스중 나머지 다른 하나에 연결되고, 드레인과 소스중 하나는 상기

전원공급기에 연결되며, 드레인과 소스중 나머지 다른 하나는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상기 드레인과 소스중 나머지 

다른 하나와 상기 광소자군에서의 하나의 광소자에 연결되는 구동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간에 상기 주사선군에서의 상기 소정의 주사선에 연결되는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2 트랜지스터를 선택하는 선택주사드라이버를 더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35.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기는 소정의 주사선에서의 상기 선택기간과 다음 주사선에서의 상기 선택기간사이

인 비선택기간에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36.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광소자는 상기 픽셀회로를 통해 상기 전원공급기에 연결되는 제 1 전극과 기준전압이 인가

되는 제 2 전극을 갖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기는 상기 제 1 및 제 2 지정전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과 상기 지정전류기준전

압을 선택적으로 출력하고,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은 상기 기준전압보다 작지 않으며, 상기 지정전류기준전압은 상기 기준전압보다 크지 않는 

디스플레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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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광소자는 유기EL소자인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39.
복수개의 주사선들;

상기 복수개의 주사선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신호들을 상기 주사선들에 순차적으로 공급해주는 주사드라이버;

각각이 상기 복수개의 주사선들중 대응되는 하나에 연결되고, 상기 지정전류의 전류값에 대응하는 구동전류를 공급

해주는 복수개의 픽셀회로들;

각각이 상기 복수개의 픽셀회로들중 대응되는 하나에 의해서 공급되는 상기 구동전류에 따라 발광하는 복수개의 광

소자들;

상기 주사선들이 선택되는 선택기간에 상기 지정전류들을 상기 픽셀회로들에 공급하는 데이타드라이버; 및

상기 주사선들의 상기 선택기간에 상기 지정전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전류기준전압을 상기 선택된 픽셀회로에 

출력하고, 비선택기간에 상기 구동전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 복수개의 픽셀회로들에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출력

하는 공통전압출력회로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전압출력회로는 상기 비선택기간에 상기 구동 전류기준전압을 상기 모든 픽셀회로들에 

출력하는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41.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전류기준전압은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보다 낮은 디스플레이장치.

청구항 42.
제 1 구동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의 제 1 지정전류의 전류값에 대응하는 전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제 1 선

택기간에 상기 제 1 지정전류를 상기 제 1 구동트랜지스터에 공급하는 제 1 지정전류단계;

제 2 구동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의 제 2 지정전류의 전류값에 대응하는 전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제 2 선

택기간에 상기 제 2 지정전류를 상기 제 2 구동트랜지스터에 공급하는 제 2 지정전류단계; 및

상기 제 1 선택기간의 종료시점부터 상기 제 2 선택기간의 시작시점까지,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상기 제1구동트랜지스

터 및 상기 제 1 구동트랜지스터와 직렬연결된 제 1 광소자에 출력하며,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상기 제 2 구동트

랜지스터 및 상기 제 2 구동트랜지스터와 직렬연결된 제 2 광소자에 출력하는 구동전류기준전압출력단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은 상기 제 1 구동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간 전압과 상기 제 2 구동트

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간 전압들이 포화상태에 들어서게 하는 전압인 디스플레이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44.
제 1 구동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의 제 1 지정전류의 전류값에 대응하는 전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제 1 선

택기간에 상기 제 1 지정전류를 상기 제 1 구동트랜지스터에 공급하는 제 1 지정전류단계;

제 2 구동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사이의 제 2 지정전류의 전류값에 대응하는 전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상기 제

1 지정전류단계 후 제 2 선택기간에 상기 제 2 지정전류를 상기 제 2 구동트랜지스터에 공급하는 제 2 지정전류단계;

및

상기 제 2 지정전류단계 후,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상기 제 1 구동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1 구동트랜지스터와 직렬연결

된 제 1 광소자에 출력하며,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을 상기 제 2 구동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2 구동트랜지스터와 직

렬연결된 제 2 광소자에 출력하는 구동전류기준전압출력단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전류기준전압은 상기 제 1 구동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간 전압과 상기 제 2 구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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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간 전압들이 포화상태에 들어서게 하는 전압인 디스플레이장치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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