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70095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7

G09G 3/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02월05일
10-0370095
2003년01월15일

(21) 출원번호 10-2001-0000625 (65) 공개번호 특2002-0057538
(22) 출원일자 2001년01월05일 (43) 공개일자 2002년07월11일

(73) 특허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트윈타워

(72) 발명자 배한수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3동629-6삼하아파트A동509호
나영선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동590-5썬빌리지203호
권오경
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7번지장미아파트14동1102호
김학수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삼성아파트5동606호

(74) 대리인 김용인
심창섭

심사관 : 김준한

(54)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구동 회로

요약

    
본 발명은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구동 회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부에서 인가되는 제어 전압을 
스위칭하는 스위치와, 상기 제어 전압을 축적하는 캐패시터와, 상기 캐패시터에 축적된 전압에 의해 표시 소자를 발광
시키는 구동부로 구성된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구동 회로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에 연결되어 상기 표
시소자에 인가되는 소정전류를 감지하고, 상기 제어전압을 조절하여 상기 구동부의 문턱 전압의 편차에 따른 표시 소자
의 편차를 보정하는 편차 보정부와, 상기 구동부에 연결되어 상기 구동부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상기 편차 보정부 및 
상기 표시 소자에 인가되는 전류를 스위칭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구동부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 스위칭부
를 제어하여 편차 보정부에서 구동부에 인가되는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구동부의 문턱 전압 편차에 따른 표시 소자의 편
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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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3

색인어
S H 회로, 액티브 매트릭스, 전류-대-전압 컨버터, OEL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 기술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구동 회로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화소 내부 구동 회로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화소 외부 구동 회로도

도 4 는 도 2 및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은 회로도에 인가되는 각 신호의 파형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제 2 실시예를 나타낸 회로도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제 2 실시예의 각 신호 파형을 나타낸 타이밍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제 3 실시예를 나타낸 구동 회로도

도 8 은 도 7에 따른 각 제어 신호의 파형을 나타낸 타이밍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도 7의 레이아웃을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 구동 회로에 관한 것이다.

최근 평판 디스플레이의 발전에 따라 LCD, PDP, FED, EL 등 여러 종류의 디스플레이 소자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
한 평판 디스플레이는 그 구동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패시브 매트릭스(Passive Matrix)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액티브 매트릭스(Active Matrix)방식이다.

상기 패시브 매트릭스 방식은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에 비해 더욱 큰 전류 레벨을 요구한다.

따라서 LCD 나 PDP 등과 같은 전압 구동 방식에서는 화소(pixel)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큰 전류 레벨을 필요로 
하므로 패시브 매트릭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FED나 EL 등과 같은 전류 구동 방식에서는 동일한 라인 타임(Line Time)이라도 더욱 큰 전류 레벨을 요구하
는 패시브 매트릭스 방식보다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이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 1 은 종래 기술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구동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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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동할 화소를 선택하는 스캔 라인(Scan Line : SEL)과, 제어된 양에 따라 화소에 전압을 
인가하는 데이터 라인(Data Line : DATA)과, 상기 스캔 라인의 신호에 따라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액티브 소자
인 스위치_P1과, 데이터 라인으로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정해진 전하를 축적하는 캐패시터_Cs와, 캐패시터_Cs에 축적
된 전하에 의한 전압을 입력받아 전류를 흘려 주는 구동용 트랜지스터_PO와, 구동용 트랜지스터_PO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광하는 OEL과, 상기 캐패시터_Cs와 구동용 트랜지스터_PO에 전원을 공급하는 양의 전원 VDD로 구성되어 있
다.
    

이와 같이 구성된 종래 기술에 따른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상세한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캔 라인(Scan Line : SEL)에 의해 구동할 화소가 선택되면, 스위치_P1에 의해 해당 화소가 온(ON)이 되고, 
여기에 데이터 라인(Data Line : DATA)을 통해 그레이(gray) 조절된 제어 전압이 인가된다.

이 제어 전압은 캐패시터_Cs에 저장됨과 동시에 구동용 트랜지스터_P0을 구동하여 OEL의 발광에 필요한 만큼의 전류
를 유기한다.

그리고 스캔 라인이 디스에이블(disable)된 이후 다음의 선택(select) 시간까지는 캐패시터_Cs에 저장된 전압에 의해 
구동용 트랜지스터_P0을 구동시킴으로 해서 한 프레임(frame)을 유지한다.

그러나 동일한 휘도를 갖는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하고자 할 때 구동용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이 다르면 구동용 트랜지
스터에 동일한 전압이 인가되어도 OEL을 구동시키는 구동 전류가 일정하지 않게 되어 OEL이 문턱 전압의 편차에 따라 
제각기 다른 휘도로 발광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의 편차에 따른 OEL의 표시 편차를 줄이기 위해 문턱 전압에 관계없이 OEL을 구동시키
는 구동 전류를 일정하게 해주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상에서 설명한 종래 기술에 따른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 구동 회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구동용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이 패널의 제조 공정 상에서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각 화소를 측정하여 그 편차를 보정해야 하기 때문에 화소들 사이에서 편차의 효과적인 보정이 어렵다.

둘째, 구동 전류의 레벨에 따라 제어 전압의 마진이 결정되므로, 구동 전류 레벨이 미세할 경우 수 V 혹은 수백 mV의 
범위 내에서 64 ~ 256 그레이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구동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을 주변 픽셀들
의 편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보정하고 화소들 사이의 발광 균일성(uniformity)을 향상시키는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
릭스 방식의 구동 회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화소의 크기가 수 십 ㎛ 정도로 아주 작은 경우에도 동작 가능한 화소 구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수 nA 정도로 아주 미세한 전류 레벨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화소 구조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구동 회로의 특징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제어 전압을 스위칭하는 스위치와, 상기 제어 전압을 축적하는 캐패시터와, 상기 캐패시터에 축적된 전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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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표시 소자를 발광시키는 구동부로 구성된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구동 회로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부에 연결되어 상기 표시소자에 인가되는 소정전류를 감지하고, 상기 제어 전압을 조절하여 상기 구동부의 문턱 전압의 
편차에 따른 표시 소자의 편차를 보정하는 편차 보정부와, 상기 구동부에 연결되어 상기 구동부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
라 상기 편차 보정부 및 상기 표시 소자에 인가되는 전류를 스위칭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있다.
    

그리고 상기 편차 보정부는 상기 구동부에 흐르는 전류를 전압으로 전환하는 컨버터 또는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와, 상
기 컨버터에 의해 전환된 전압과 기준 전압을 비교하는 비교기와, 외부에서 램프파를 입력받아 상기 비교기의 비교 결
과가 동일한 경우, 상기 램프파 전압을 고정 및 유지하여 소정전압을 생성하는 S H(sample hold)부를 포함하여 구성
되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상기 스위칭부는 상기 구동부와 상기 표시 소자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표시 소자에 인가되는 전류를 스위칭하는 
제 1 스위치와, 상기 구동부와 상기 편차 보정부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편차 보정부에 인가되는 전류를 스위칭하는 제 
2 스위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때 상기 제 1 스위치와 제 2 스위치는 서로 교차하면서 온/오프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상기 제 1 스위치와 제 2 스위치는 NMOS 트랜지스터와 PMOS 트랜지스터로 각각 구성되는데 다른 특징이 있다.

상기 제 2 스위치와 편차 보정부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제 2 스위치를 통해 출력되는 전류를 증폭하여 편차 보정부에 
입력하는 증폭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상기 증폭부는 상기 제 2 스위치의 출력단과 게이트가 연결되어, 상기 게이트와 그라운드에 연결된 한쪽단과의 
전압차를 통해 증폭된 전류를 편차보정부로 출력하는 제 1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그라운드에 
각각 연결되어 외부 신호에 의해 상기 전압차를 조절하는 제 2 트랜지스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그 특징이 있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작용은 구동부에 스위칭부 및 편차 보정부를 추가하여 상기 구동부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함으로
써 상기 구동부의 문턱 전압 편차에 따른 표시 소자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성 및 이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 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구동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화소 내부 구동 회로도이다.

    
도 2를 보면, 구동할 화소를 선택하는 스캔 라인(Scan Line : SEL)과, 제어된 양에 따라 화소에 제어 전압을 인가하는 
데이터 라인(Data Line : DATA)과, 상기 스캔 라인의 신호에 따라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스위치_P1과, 데이터 
라인으로 인가되는 전압을 따라 정해진 전하를 축적하는 캐패시터_Cs와, 캐패시터_Cs에 축적된 전하에 의한 전압을 입
력받아 전류를 흘려주는 구동 트랜지스터_PO와,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_PO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광하는 OEL과, 상
기 캐패시터_Cs와 구동 트랜지스터_PO에 전원을 공급하는 양의 전원 VDD로 구성된다.
    

    
그리고, 구동 트랜지스터_P0과 OEL사이에 연결되어 별도의 제어 신호(SEL1)에 의해 온/오프(ON/OFF)상태가 결정
되는 스위치_P2와, 상기 스위치_P2와 함께 연결되고 상기 OEL을 구동시키는 구동 전류를 디텍션(detection)할 수 있
도록 별도의 제어 신호(/SEL1)에 의해 온/오프(ON/OFF)상태가 결정되는 드라이버 스위치_P3으로 구성된 스위칭부
(10)와, 상기 OEL의 캐소드(Cathode)부분에 인가되는 음의 전원_-VSS과, 상기 스위치_P3을 통해 출력되는 출력 전
류_Iout을 디텍션하여 구동 트랜지스터_PO의 문턱전압의 편차를 보정하는 편차 보정부(20)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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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화소의 구조는 도 1에서처럼 구동 트랜지스터_PO가 직접 OEL에 연결되지 않고 추가된 스위
치_P2를 통하여 연결된다.

이때 상기 추가된 스위치_P2는 별도의 제어 신호(/SEL)에 의해 온/오프상태가 결정된다.

그리고 또 다른 스위치_P3은 편차 보정부(20)에서 구동 전류를 디텍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위칭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편차 보정부(20)를 도면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화소 내부 구동 회로에 의한 화소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한 편차 보정부(20)인 화소 외부 구동 
회로도이다.

도 3을 보면,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화소 구동 회로의 외부에 연결되어 구동 전류 I out 을 
디텍션하여 상기 디텍션한 구동 전류를 전압으로 전환하는 전류-대-전압 컨버터(I-to-V converter)(21)와, 상기 
전류대 전압 컨버터(21)에 의해 전환된 전압과 OEL이 소정의 휘도로 발광하도록 정해진 기준 전압인 그레이(gray) 
조절된 제어 전압(V_ref)을 비교하는 비교기(comparator)(22)와, 상기 비교기(22)의 비교를 통해 화소를 구동하는 
구동 트랜지스터_P0의 정확한 구동 전류에 대응하는 전압을 유지하여 화소의 데이터 라인에 인가되는 램프(ramp) 입
력을 제어하는 S H(samplehold) 회로(23)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S H(samplehold) 회로(23)는 외부에서 Vramp를 입력받아 상기 비교기(22)의 결과에 따라 램프(ramp) 
전압을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 라인에 인가한다.

즉, 상기 비교 결과 전환된 전압과 기준 전압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는 상기 외부에서 입력되는 Vramp를 램프(ramp)로 
출력하여 데이터 라인에 인가하고, 동일할 경우는 현재의 Vramp 값으로 고정시켜 램프(ramp)로 출력하여 데이터 라
인에 인가한다.

도 4 는 도 2 및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화소 내부 및 외부 구동 회로에 인
가되는 각 신호의 파형도이다.

도 4를 보면 해당 화소가 스캔 라인(SEL)에 의해 선택될 때 스위치_P1과 스위치_P2는 온이 된다. 그와 동시에 /SEL 
신호에 의해 스위치_P3은 오프가 된다.

이럴 경우, 데이터 라인을 통해 입력되는 램프(ramp) 전압은 스위치_P1을 통해 구동 트랜지스터_P0을 구동시키게 되
고, 인가된 전압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류가 스위치_P2를 통해 편차 보정부(20)에서 검출(sensing)하게 된다.

이렇게 검출된 전류는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전류-대-전압(I-to-V) 컨버터(21)에 의해 전압으로 변경되고, 비
교기(22)에 의해 그레이 조절된 제어전압과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비교기(22)에서 비교되는 두 전압 값이 일치할 때까지는 SH 회로(23)를 통해 램프(ramp)전압이 화소로 
계속 인가된다.

이때 비교기(22)에서 두 전압 값이 일치한다는 것은 구동 전류가 원하는 그레이를 낼 수 있는 전류량이 됐다고 판단한
다.

이와 같이 비교기(22)에서 두 전압 값이 일치하면, SH 회로(23)는 그때의 Vramp 전압을 유지(hold)하여 일정한 전
압을 데이터 라인에 인가한다.

그리고 전하 축적용 캐패시터_Cs에 데이터 라인을 통해 인가되는 전압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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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화소의 그 다음 화소가 선택될 때, 해당 화소의 SEL 신호는 오프되고, /SEL 신호는 온 된다.

즉, 스위치_P2는 오프가 되고, 스위치_P3은 온 된다.

그러면 해당 화소의 구동 트랜지스터_P0은 전하 축적용 캐패시터_Cs에 저장된 전압에 의해 구동되고, 이 전류가 스위
치_P3을 통해 OEL로 인가된다.

그리고 상기 OEL은 인가되는 해당 전류만큼의 발광을 하게 된다.

이때의 데이터 라인으로의 램프입력 값은 해당 화소의 전압을 유지(hold)하기 위해 T1(Hold Time) 동안 일정 전압을 
유지한 후, T2(Data Clear Time)를 거쳐 다음 화소의 구동을 위해 Vramp 전압을 계속 인가한다.

본 발명을 응용한 다른 실시예들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성능을 가질 수 있다.

제 1 실시예

상기 전류-대-전압 컨버터(21)의 회로 대신 높은 트랜스 임피던스(transimpedance) 값을 갖는 증폭기를 사용할 경
우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스위치_P1을 통해 그레이 조절된 제어 전압을 구동 트랜지스터_P0에 인가할 경우, 종래의 화소구조에서는 구동 전류
의 레벨에 따라 제어 전압의 마진이 결정되었다.

즉, 전류 레벨이 미세할 경우 수 V 혹은 수백 mV의 범위 내에서 64 ~ 256 그레이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류-대-전압 컨버터(21) 대신 높은 트랜스임피던스(transimpedance) 값을 갖는 증폭기를 사용할 경우 그
레이 조절된 제어 전압의 마진을 개선할 수 있다.

제 2 실시예

다른 실시예로써, 화소 내부에서 신호제어소자인 스캔라인을 공유할 수 있게 스위칭 소자를 PMOS 혹은 NMOS로 적절
하게 만들어서 화소의 어퍼쳐 비(aperture ratio)를 높일 수 있다.

그 동작을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제 2 실시예를 나타낸 회로도이고,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제 2 실시예의 각 신호 파형을 나타
낸 타이밍도 이다.

도 5와 도 6을 통해 화소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설명한 도 3과 비교하면, 구동 트랜지스터_P0이 NMOS 스위치_N1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구조이다.

이렇게 NMOS 스위치_N1을 사용할 경우, 해당되는 제어 신호를 따로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즉, 스위치_P1과 스위치_P2는 서로 반대로 스위칭되므로 제어 신호인 SEL 신호 하나만을 사용하여도 NMOS 스위치
_N1까지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도 5와 도 6을 참조하여 상세 동작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해당 화소가 스캔라인(SEL)에 의해 선택될 때, 스위치_P1과 스위치_P2는 온이 되고, NMOS 스위치_N1은 오프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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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램프 입력을 통해 인가되는 램프전압은 스위치_P1을 통해 구동 트랜지스터_P0을 구동시키게 되고, 인가된 
전압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류가 스위치_P2를 통해 편차 보정부에서 검출된다.

이렇게 검출된 전류는 도 4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구동 전류가 원하는 그레이를 표현할 수 있는 레벨에 
이르게 되고, 이에 해당하는 전압은 전하 축적용 캐패시터_Cs에 저장된다.

그리고 해당 화소의 그 다음 화소가 선택될 때, 해당 화소의 SEL 신호는 오프가 된다.

즉, 스위치_P1과 스위치_P2는 오프되고, NMOS 스위치_N1은 온 된다.

이때 해당 화소의 구동 트랜지스터_P0은 전하 축적용 캐패시터_Cs에 저장된 전압에 의해 구동되고, 이때 상기 구동 트
랜지스터_P0에 흐르는 전류가 NMOS 스위치_N1을 통해 OEL로 인가된다.

그리고 상기 OEL은 해당 전류만큼의 발광을 하게 된다.

이때의 램프 입력값은 해당 화소의 전압을 유지(hold)하기 위해 T1(Hold Time)동안 일정 전압을 유지한 후, T2(Da
ta Clear Time)를 거쳐 다음 화소의 구동을 위해 램프 전압을 계속 인가한다.

제 3 실시예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면을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제 3 실시예를 나타낸 구동 회로도이고, 도 8 은 도 7에 따른 각 제어 신호의 파형을 나타낸 타
이밍도 이다.

상기 도 7과 앞에서 설명한 도 5와의 차이를 보면, 노드 2와 노드 3 사이에 NMOS 소자를 사용한 점과, 추가로 N2, N
3의 NMOS 소자가 사용된 점이다.

이때, 상기 N2, N3의 NMOS 소자는 스위치_P2를 통해 출력되는 전류를 증폭하여 편차 보정부에 입력하는 증폭부(30)
의 기능을 한다.

상기 증폭부의 구조를 보면, N3는 상기 스위치_P2의 출력단과 게이트가 연결되어, 상기 게이트와 그라운드에 연결된 
한쪽단과의 게이트 소스간의 전압차를 통해 증폭된 전류를 편차보정부로 출력한다.

그리고 N2는 상기 N3의 게이트와 그라운드에 각각 연결되어 외부 신호에 의해 상기 N3의 게이트 소스간의 전압차를 
조절한다.

이와 같이 N2, N3이 추가로 사용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설명한 도 2의 구조는 Iout의 전류레벨이 매우 낮을 경우, 구동 회로부에서 이를 감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액티브 화소내에서 증폭된 Iout을 생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N2와 N3이 추가된 것이다.

즉, 노드 4에 존재하는 기생 캐패시턴스에 전하가 축적되어 N3의 Vgs(게이트 소스간 전압)를 높여 주게 되면 증폭된 
Iout이 출력된다.

이와 같이 도 7에서 도 2의 트랜지스터_P2(PMOS)를 N1로 바꿈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도 7에서 사용된 N2,N3에 사용된 Pwell을 공유하여 레이아웃(layout) 면적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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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는 노드 3과 접지전극 사이에 존재하는 N-P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만약 노드 3에 음전압이 인가되는 경
우에 노드 3을 약 -0.7V 이하가 되지 않게 함으로써, P2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도 7의 N2, N3을 인접한 화소와 공유함으로써, 레이아웃 면적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면적을 줄인 레이아웃을 도 9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럼 도 7과 도 8을 참조하여 상세한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7의 스캔 신호가 도 8의 t4상태일 때, 이를 한 스캔 시간(one scan time)이라고 하고, 이때의 P1,P3이 각각 온되
고 N1은 오프 상태가 된다.

그리고 도 8의 t1 시간동안 Iout이 출력되어 나오는 쿨롬(column) 라인이 초기화(clear)되고, t2 시간 동안 Vramp 
신호에 의해 노드 1의 데이터 초기화(clear)가 이루어진다.

또한, t3 시간 동안 노드 1에 인가되어야 할 전압이 결정되게 된다.

도 8의 t5 시간동안 t4의 과정이 총 스캔라인 개수만큼 반복된다.

도 9는 도 7 회로의 레이아웃 실시예를 보인 것으로, 두 개의 수직으로 인접한 화소에 대한 레이아웃 실시예이다.

도 9에서 도 7의 P2 소자가 구불구불한 스네이크(snake)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작은 화소내에 매우 긴 채널을 갖는 
소자를 형성할 때 매우 유용하고, 도 7의 Cs를 크게 하는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 구동 회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구동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 편차에 둔감하게 디스플레이 소자를 구동할 수 있으므로 화소들 사이에서의 표시 
편차를 줄여 발광 균일성(uniformity)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트랜스 임피던스 증폭기를 전류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표시 소자의 화소 내부 및 외부 구동 회로에 적용하여 제어 
전압의 마진을 개선하여 아주 미세한 전류 레벨에서도 원하는 발광 동작을 얻는 효과가 있다.

셋째, 스네이크(snake) 형태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적은 면적에서도 유용한 긴 채널을 가지는 소자를 제작하고 더
불어 전하 축적용 캐패시터의 용량도 크게 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
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에서 인가되는 제어 전압을 스위칭하는 스위치와, 상기 제어 전압을 축적하는 캐패시터와, 상기 캐패시터에 축적된 
전압에 의해 표시 소자를 발광시키는 구동부로 구성된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구동 회로에 있어서,

 - 8 -



등록특허 10-0370095

 
상기 스위칭부에 연결되어 상기 표시소자에 인가되는 소정전류를 감지하고 상기 제어전압을 조절하여 상기 구동부의 
문턱 전압의 편차에 따른 표시 소자의 편차를 보정하는 편차 보정부와,

상기 구동부에 연결되어 상기 구동부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상기 편차 보정부 및 상기 표시 소자에 인가되는 전류를 
스위칭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 구동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편차 보정부는

상기 구동부에 흐르는 전류를 전압으로 전환하는 컨버터와,

상기 컨버터에 의해 전환된 전압과 기준 전압을 비교하는 비교기와,

외부에서 램프파를 입력받아 상기 비교기의 비교 결과가 동일한 경우, 상기 램프파 전압을 고정 및 유지하여 소정전압
의 형태인 제어전압을 생성하는 S H(sample hold)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
스 방식의 구동 회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편차 보정부는

상기 구동부에 흐르는 전류를 증폭된 전압으로 전환하는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와,

상기 트랜스임피던스 증폭기에 의해 전환된 전압과 소정의 휘도를 갖는 기준 전압을 입력받아 상기 두 전압을 비교하는 
비교기와,

외부에서 램프파를 입력받아 상기 비교기의 비교 결과가 동일한 경우, 상기 램프파 전압을 고정 및 유지하여 소정전압
의 형태인 제어전압을 생성하는 S H(sample hold)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
스 방식의 구동 회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상기 구동부와 상기 표시 소자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표시 소자에 인가되는 전류를 스위칭하는 제 1 스위치와,

상기 구동부와 상기 편차 보정부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편차 보정부에 인가되는 전류를 스위칭하는 제 2 스위치를 포함
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구동 회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스위치와 제 2 스위치는 서로 교차하면서 온/오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
의 구동 회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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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스위치와 제 2 스위치는 NMOS 트랜지스터와 PMOS 트랜지스터로 각각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구동 회로.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스위치와 편차 보정부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제 2 스위치를 통해 출력되는 전류를 증폭하여 편차 보정부에 
입력하는 증폭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구동 회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부는

상기 제 2 스위치의 출력단과 게이트가 연결되어, 상기 게이트와 그라운드에 연결된 한쪽단과의 전압차를 통해 증폭된 
전류를 편차보정부로 출력하는 제 1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그라운드에 각각 연결되어 외부 신호에 의해 상기 전압차를 조절하는 제 2 트랜지스
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소자의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구동회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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