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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리세트선을 설치하지 않고 전기 광학 장치의 다계조(多階調) 표시를 시간 계조법에 의해 행하는 방법을 제

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본 발명은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점에 대응하여, 전기 광학 소자와, 이것을 구동시키는 드라이빙(driving) 트랜지스

터와, 이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를 제어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전기 광학 장치에 있어서, 온(on) 신호를 주사

선을 거쳐서 스위칭 트랜지스터에 공급하고, 이에 대응하여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통(導通) 또는 비도통을 선택하

는 세트 신호를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에 공급하는 세트 스텝과, 온 신호를 주사선을 거쳐서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에

공급하고, 이에 대응하여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를 비도통으로 하는 리세트 신호를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에 

공급하는 리세트 스텝으로 규정되는 세트-리세트 동작을 복수회 반복함으로써 계조를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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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화소 등가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화소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발광 소자의 전류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제조 공정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제조 공정 일부를 나타내 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를 이동형 퍼스널 컴퓨터에 적용시킨 경우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

면.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를 휴대전화기 표시부에 적용시킨 경우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를 파인더(finder) 부분에 적용시킨 디지털 스틸 카메라의 사시도

를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V : 전원선

A : 음극

L11 : 발광 소자

DT11 : 드라이빙 트랜지스터

ST11 : 스위칭 트랜지스터

C11 : 커패시터

S1 : 제 1 주사선

S2 : 제 2 주사선

D1 : 제 1 데이터선

D2 : 제 2 데이터선

H : 수평 주사 기간

H1 : 제 1 수평 주사 기간

H2 : 제 2 수평 주사 기간

H3 : 제 3 수평 주사 기간

H4 : 제 4 수평 주사 기간

SH : 부 수평 주사 기간

SH1 : 제 1 부 수평 주사 기간

SH2 : 제 2 부주사 기간

SS(S1) : 제 1 주사선의 주사 신호

SS(S2) : 제 2 주사선의 주사 신호

SS(S3) : 제 3 주사선의 주사 신호

DS(D1) : 제 1 데이터선의 데이터 신호

DS(D2) : 제 2 데이터선의 데이터 신호

DS(D3) : 제 3 데이터선의 데이터 신호

E1 : 화소(11)의 제 1 발광 기간

E2 : 화소(11)의 제 2 발광 기간

E3 : 화소(11)의 제 3 발광 기간

Vsig : 제어 전위

IIep : 전류값

1 : 유리기판

2 : 다결정 실리콘층

3 : 게이트 절연막

4 : 게이트 전극

5a : p형 트랜지스터

5b : n형 트랜지스터

6 : 제 1 층간절연막

7 :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

8 : 제 2 층간절연막

9 : 화소 전극

10 : 밀착층

11 : 층간층

12 : 정공(正孔) 주입층

13 : 발광층

14 : 음극

15 : 밀봉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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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기(有機) 일렉트로루미네선스(electro luminescence)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 및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

스 표시 장치에 가장 적합한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및 전기 광학 장치, 및 이들 전기 광학 장치를 구비한 전자 

기기에 관한 것이다.

유기 재료를 발광 소자의 발광 재료로서 사용하는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전계 발광) 표시 장치는, 광(廣)시야각성

이 우수하며, 표시 장치의 박형화(薄型化), 경량화, 소형화 및 저(低)소비전력화 등의 시장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potential)을 갖는 것으로서 최근 주목되고 있다.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표시 장치는 종래의 액정표시 장치 등과는 달리, 발광 소자의 발광 상태를 전류에 의해 제

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Conductance Control법(T. Shimoda, M. Kimura, et al., Proc. Asi

a Display 98, 217, M. Kimura, et al., IEEE Trans. Elec. Dev. 46, 2282(1999), M. Kimura, et al., Proc. IDW 99,

171, M. Kimura, et al., Dig. AM-LCD 2000, to be published)이 있다. 이 방법은 발광 소자의 발광 상태를 전류값

에 의해 아날로그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며, 구체적으로는 발광 소자의 구동에 관여하는 드라이빙(driving) 트랜지스

터의 게이트 전극에 인가하는 전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실행된다. 그러나, 전류 특성의 편차가 발생하기 쉬운 박막트랜

지스터를 사용할 경우는, 각각의 트랜지스터의 전류 특성 차이가 발광 소자의 발광 상태 불균일성으로서 직접 반영되

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면적 계조법(階調法)(M. Kimura, et al., Proc. Euro Display '99 Late-News Papers, 71, 특개평11-07315

8, M. Kimura, et al., Proc. IDW 99, 171, M. Kimura, et al., J. SID, to be published, M. Kimura, et al., Dig. AM-

LCD 2000, to be published)이 고안되었다. 면적 계조법은 상술한 Conductance Control법과는 달리, 중간 휘도(輝

度)의 발광 상태를 이용하지 않고 발광 소자의 발광 상태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즉,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화소를 

복수의 부화소로 분할하고, 이들 부화소에 포함되는 발광 소자의 완전한 발광 상태 또는 완전한 비(非)발광 상태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며, 복수의 부화소 중에서 완전한 발광 상태에 있는 부화소의 총면적을 변화시켜 계조 표시를 행

하는 방법이다. 면적 계조법에서는 중간 휘도의 발광 상태에 대응하는 중간적인 전류값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광 소자를 구동시키는 트랜지스터의 전류 특성 영향이 저감되어, 화질의 균일성 향상이 달성된다. 그러나, 이 방법

에서는 계조 수가 부화소 수에 의해 제한되고, 계조 수를 보다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화소를 보다 많은 부화소로 분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화소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시간 계조법(M. Kimura, et al., Proc. IDW 99, 171, M. Kimura, et al., Dig. AM-LCD 2000, to be pu

blished, M. Mizukami, et al., Dig. SID 2000, 912, K. Inukai, et al., Dig. SID 2000, 924)이 고안되었다.

시간 계조법은 1 프레임에서의 발광 소자의 완전한 발광 상태에 있는 기간을 변화시켜 계조를 얻는 방법이다. 따라서,

면적 계조법과 같이 계조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부화소 수를 구비할 필요가 없고, 면적 계조법과의 병용(倂用)도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적으로 계조 표시를 행하기 위한 유망한 방법으로서 기대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K. Inukai, et al., Dig. SID 2000, 924」에서 보고되어 있는 SES(Simultaneous-Erasing-Scan)라는 시간

계조법에서는, 주사선과 함께 리세트선이 더 필요하게 되어, 발광 면적이 축소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본 발명의 제 1 목적은, 리세트선을 설치하지 않고 전기 광학 장치의 계조를 얻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

히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표시 장치 등의 전기 광학 장치의 계조를 시간 계조법에 의해 얻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또한, 이 구동 방법에 의해 구동되는 전기 광학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제 2 목적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제 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 1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은,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점에 대응하

여, 전기 광학 소자와, 이 전기 광학 소자를 구동시키는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와, 이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를 제어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으로서, 제 1 온(on) 신호를 상기 주사선을 거쳐서 상기 스위

칭 트랜지스터에 공급하고, 상기 제 1 온 신호를 공급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통(導通) 

또는 비도통을 선택하는 세트 신호를 상기 데이터선 및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

에 공급하는 세트 스텝과, 제 2 온 신호를 상기 주사선을 거쳐서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에 공급하고, 상기 제 2 온 신

호를 공급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를 비도통으로 하는 리세트 신호를 상기 데이터선 및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에 공급하는 리세트 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

라서, 주사선을 거쳐서 스위칭 트랜지스터 에 온 신호를 공급하고, 이에 대응시켜 데이터선으로부터 세트 신호 또는 

리세트 신호를 공급함으로써, 리세트선을 설치하지 않고서 전기 광학 소자의 상태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전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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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소자 및 전기 광학 장치는 전기적으로 발광 상태 또는 광학 특성이 제어되는 소자 및 장치를 의미하고 있다. 전기 

광학 장치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발광 표시 장치, 액정표시 장치, 전기 영동(泳動) 표시 장치 등의 표시 장치를 들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온(on) 신호란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온 상태를 선택하는 신호를 의미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제 1 온 신호를 상기 주사선을 거쳐서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에 공급하고, 상기 제 1 온 신호를 공급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통 또는 비도통을 선택하는 세트 신호를 상기 데이터선 및 상기 스위칭 트랜

지스터를 거쳐서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에 공급하는 스텝」을 「세트 스텝」이라고 정의하며, 「제 2 온 신호를 

상기 주사선을 거쳐서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에 공급하고, 상기 제 2 온 신호를 공급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상기 드라

이빙 트랜지스터를 비도통으로 하는 리세트 신호를 상기 데이터선 및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상기 드라이

빙 트랜지스터에 공급하는 스텝」을 「리세트 스텝」이라고 정의한다. 제 1 온 신호와 제 2 온 신호는 반드시 연속된 

2개의 온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산적(離散的)으로 설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2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은, 수평 주사 기간은 상기 세트 스텝을 행하기 위한 제 1 부 수평 주사 기

간과 상기 리세트 스텝을 행하기 위한 제 2 부 수평 주사 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제 1 부 수평 

주사 기간과 제 2 부 수평 주사 기간은 서로 다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기 세트 스텝과 상기 리세트 스텝은 중복되

지 않는다. 또한, 상기 제 1 부 수평 주사 기간과 상기 제 2 부 수평 주사 기간은 반드시 연속된 2개의 부 수평 주사 기

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적으로 설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제 1 부 수평 주사 기간과 상기 제 2 부 

수평 주사 기간은 반드시 동일한 수평 주사 기간에 포함될 필요는 없고, 다른 수평 주사 기간에 포함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제 3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은, 상기의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제 1 수평 주사 기간에 

상기 세트 스텝을 행하고, 제 2 수평 주사 기간에 상기 리세트 스텝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제 1 수평 

주사 기간과 제 2 수평 주사 기간은 서로 다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기 세트 스텝과 상기 리세트 스텝은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상기 세트 스텝 및 상기 리세트 스텝은 하나의 수평 주사 기간의 전체 시간을 사용하여 행할 필요는 없

으며, 수평 주사 기간 내에 행하면 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제 1 수평 주사 기간 및 제 2 수평 주사 기간은 반드시 

연속된 2개의 수평 주사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적으로 설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4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은, 상기의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세트 스텝과 상기 

리세트 스텝에 의해 규정되는 상기 세트-리세트 동작을 복수회 반복함으로써 계조를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

서, 상기 세트 스텝에서 전기 광학 소자의 상태를 선택하고, 상기 리세트 스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세

트-리세트 동작을 복수회 반복함으로써 계조를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세트-리세트 동작은 앞

서 정의된 세트 스텝과 리세트 스텝에 의해 규정되는 동작이라고 정의한다.

본 발명의 제 5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은, 상기의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복수회 반복하는 상기 

세트 스텝과 상기 리세트 스텝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6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은, 상기의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복수회 반복하는 상기 

세트 스텝과 상기 리세트 스텝 사이의 시간 간격이 모두 다르게 되어 있고, 이들 시간 간격의 비가 상기 시간 간격 중

에서 최소의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1:2:…:2 n (n은 1 이상의 정수)으로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예를 들면, 상기 시간 간격의 비가 1:2인 2회의 세트-리세트 동작을 행할 경우, 0, 1, 2, 3의 4계조 표시가 가

능하다. 한편, 상기 시간 간격의 비가 1:1인 2회의 세트-리세트 동작을 행할 경우, 0, 1, 2의 3계조로 된다. 즉, 이 전

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에서는, 세트-리세트 동작의 최소한의 반복에 의해 최대한의 계조 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시간 간격의 비는 반드시 정확하게 1:2:…:2 n (n은 1 이상의 정수)일 필요는 없고, 필요로 되는 계조 정확도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면 된다.

본 발명의 제 7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은, 상기의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세트 신호는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통 또는 비도 통을 선택하는 대신에,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결정하는 신

호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통 및 비도통의 2가지 상태 이외에도 중간적인 도통 상태

가 선택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세트 신호가 연속적인 값 또는 이산적으로 설정된 3개 이상의 값을 갖는 전압으

로서 인가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이 구동 방법은 많은 계조 수를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발명의 제 8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은, 상기의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전력이 작다

는 이점(利點)을 갖고 있다.

본 발명의 제 1 전기 광학 장치는 상기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2 전기 광학 장치는,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점에 대응하여,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전기 광학 소자를 

구동시키는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와,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를 제어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전기 광학 

장치로서,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온 상태로 하는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에 대응하여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를

도통 상태로 하는 세트 신호 또는 비도통 상태로 하는 리세트 신호를 발생시키는 구동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드라이

빙 트랜지스터를 비도통 상태로 하는 리세트 신호는 1 수직 주사기간 내에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공급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3 전기 광학 장치는,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점에 대응하여,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전기 광학 소자를 

구동시키는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와,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를 제어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전기 광학 

장치로서,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온 상태로 하는 신호를 상기 주사선에 공급하는 주사선 드라이버와, 상기 주사선

드라이버의 동작에 대응하여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를 도통 상태로 하는 세트 신호 또는 비도통 상태로 하는 리세

트 신호를 상기 데이터선에 공급하는 데이터선 드라이버를 포함하고,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를 비도통 상태로 하

는 리세트 신호는 1 수직 주사 기간 내에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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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4 전기 광학 장치는,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점에 대응하여,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전기 광학 소자를 

구동시키는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와,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를 제어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전기 광학 

장치로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를 세트하는 세트 스텝 및 상기 전기 광학 소자를 리세트하는 리세트 스텝을 행하기 위

한 온 신호가 주사선을 거쳐서 스위칭 트랜지스터에 공급되는 동시에, 상기 전기 광학 소자를 리세트하는 신호는 1 수

직 주사 기간 내에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여기서 세트 스텝 및 리세트

스텝의 의미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에서의 세트 스텝 및 리세트 스텝과 각각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다. 따라

서, 본 발명의 제 1 내지 제 4 전기 광학 장치는 시간 계조법을 행하기 위한 리세트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충분한 전기 광학 소자의 점유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또한, 더 많은 계조 수를 필요로 할 경우는, 이

전기 광학 장치의 화소 내에 부화소를 구비하거나 하면, 면적 계조법과의 병용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제 5 전기 광학 장치는, 상기의 전기 광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1 전자 기기는, 상기의 전기 광학 장치가 실장되어 이루어진 전자 기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본적 회로는, 600도 이하의 저온 프로세스에서 형성된 다결정 실리콘 박막트랜지스터(저

온 poly-Si TFT)를 구비하고 있다. 저온 poly-Si TFT는 대면적이며 저렴한 유리기판 상에 형성할 수 있고, 패널 상

에 구동회로를 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광학 장치의 제조에 적합하다. 또한, 작은 사이즈에서도 전류 공급 능력이

높기 때문에, 고정밀한 전류 발광 표시 소자에도 적합하다. 또한, 저온 poly-Si TFT 이외에도 비정질 실리콘 박막트

랜지스터(a-Si TFT), 실리콘 베이스의 트랜지스터 또는 유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른바 유기 박막트랜지스터에 의해

구동되는 전기 광학 장치에 대해서도 본 발명은 적용 가능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화소 등가 회로를 도 1에 나타낸다. 여기서는, 전기 광학 소자로서 발광 소

자를 사용했다. 주사선(S1), 데이터선(D1) 및 전원선(V)이 형성되고, 주사선(S1)과 데이터선(D1)의 교점에 대응하여,

발광 소자(L11)와, 발광 소자(L11)를 구동시키는 드라이빙 트랜지스터(DT11)와, 이 드라이빙 트랜지스터(DT11)를 

제어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ST11)와, 커패시터(C11)를 구비한 전기 광학 장치이며, 발광 소자(L11)의 한쪽 끝은 음

극(A)에 접속되어 있다. 여기서 드라이빙 트랜지스터(DT11)는 p형이기 때문에, 저(低)전위의 데이터 신호에 의해 드

라이빙 트랜지스터(DT11)의 도통이 선택되고, 발광 소자(L11)는 발광 상태로 된다. 한편, 고(高)전위의 데이터 신호

에 의해 드라이빙 트랜지스터(DT11)의 비도통이 선택되고, 발광 소자는 비발광 상태로 된다. 또한, 이 도면에 나타낸

화소 등가 회로에서는, 스위칭 트랜지스터(ST11)는 n형, 드라이 빙 트랜지스터(DT11)는 p형이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배선 및 화소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복수의 주사선(S1, S2, 

…) 및 복수의 데이터선(D1, D2, …)에 의해 화소가 매트릭스 형태로 형성되고, 각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점에 대응

하여 복수의 화소가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S1과 D1의 교점에 대응하여 화소(11)가 구비되어 있다. 화소는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스위칭 트랜지스터(ST11), 커패시터(C11), 드라이빙 트랜지스터(DT11), 발광 소자(L11)를 포함하

는 것이 기본적이나, 화소 내에 복수의 부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도면에서는 전원선을 생략하

고 있다.

도 3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을 나타낸다. 또한, 여기서는 수평 주사 기간(H)이 2개

의 부 수평 주사 기간(SH1, SH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사 신호 및 데이터 신호는 고전위 신호 또는 저전위 신호 

중의 어느 하나이다. 주사선(S1)에는 제 1 주사 신호(SS(S1))가 공급되고, 제 2 주사선(S2)에는 제 2 주사 신호(SS(S

2))가 공급되며, 제 3 주사선(S3)에는 제 3 주사 신호(SS(S3))가 공급된다. 제 1 데이터선(D1)에는 제 1 데이터 신호(

DS(D1))가 공급되고, 제 2 데이터선(D2)에는 제 2 데이터 신호(DS(D2))가 공급되며, 제 3 데이터선(D3)에는 제 3 데

이터 신호(DS(D3))가 공급된다. DS(D1), DS(D2) 및 DS(D3)에서, 사선(斜線)으로 도시된 부분은 세트 신호를 나타내

고, 그 이외의 부분은 리세트 신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세트 신호로서 발광 소자를 발광 상태로 하는 저전위 데이터

신호를 공급하고 있으나, 발광 소자를 비발광 상태로 할 경우는 고 전위 세트 신호를 공급하는 것이 좋다.

수평 주사 기간(H1)의 부 수평 주사 기간(SH1)에 「주사선(S1)을 거쳐서 스위칭 트랜지스터(ST11)에 제 1 온 신호

를 공급하고, 상기 제 1 온 신호를 공급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드라이빙 트랜지스터(DT11)의 도통 또는 비도통을 선

택하는 세트 신호를 데이터선(D1) 및 스위칭 트랜지스터(ST11)를 거쳐서 드라이빙 트랜지스터(DT11)에 공급하는」

세트 스텝에 의해 발광 소자의 발광 또는 비발광을 선택한다. 수평 주사 기간(H2)의 부 수평 주사 기간(SH2)에 「주

사선(S1)을 거쳐서 스위칭 트랜지스터(ST11)에 제 2 온 신호가 공급되고, 상기 제 2 온 신호를 공급하는 기간에 대응

하여 드라이빙 트랜지스터(DT11)의 비도통을 선택하는 리세트 신호를 데이터선(D1) 및 스위칭 트랜지스터(ST11)를

거쳐서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DT11)에 공급하는」 리세트 스텝에 의해 발광 소자의 비발광을 선택한다. 상기 세

트 스텝과 상기 리세트 스텝에 대응하여, 제1행 제1열의 화소(11)에서의 발광 기간(E1)이 설정된다. 또한, 신호에 대

하여 트랜지스터 또는 발광 소자가 응답하는데 다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도면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발광 기간의 개시 시간과 종료 시간이 각각 세트 스텝의 개시 시간 및 리세트 스텝의 종료 시간으로부터 다소

엇갈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 도면에서는 제 1 및 제 2 온 신호를 공급하는 기간과 세트 및 리세트 신호를 공급하는

기간이 각각 완전하게 중복되어 있으나, 사용 상황 또는 명세(specification)에 따라서는 반드시 완전하게 중복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다음 주사선(S2)에서의 세트 스텝 및 리세트 스텝은 주사선(S1)에서의 세트 스텝 및 리세트 스텝과는 중복되지 않도

록 행하나,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장 가까운 타이밍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상기와 동일하게 하여, 

제 3 주사선(S3) 이후의 각 주사선에 대해서 세트 스텝 및 리세트 스텝을 행하고, 하나의 수직 주사 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수직 주사 기간으로 이행하여, 각 주사선에 대해서 동일하게 세트 스텝 및 리세트 스텝을 행한다. 여기서, 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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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E1, E2, E3)의 길이 비는 대략 1:2:4인데, 이에 의해 0, 1, 2, 3, 4, 5, 6, 7의 8계조가 얻어진다.

도 3은 수평 주사 기간을 2개의 부 수평 주사 기간으로 분할한 경우의 실시예를 나타냈으나,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트 스텝 또는 리세트 스텝을 수평 주사 기간 단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4에서는, 수평 주사 기간과 완전하

게 일치시키도록 세트 스텝의 기간 및 리세트 스텝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의 수평 주사 기간의 

전체 시간을 사용하여 세트 스텝 및 리세트 스텝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복수회의 세트-리세트 동작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세트-리세트 동작을 동일한 수평 주사 기간에 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시예를 도 5에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서는, 수평 주사 기간(H) 내의 4개로 분할된 부 수평 주사 기간(SH)을 

단위로 하여 세트 스텝 및 리세트 스텝을 행하고, 최초 1회의 세트-리세트 동작을 동일한 수평 주사 기간 내에 행하고

있다. 2회째 이후의 세트-리세트 동작에서는, 세트 스텝을 행하는 부 수평 주사 기간과 리세트 스텝을 행하는 부 수평

주사 기간이 다른 수평 주사 기간에 속하고 있다. 각 수직 주사 기간에서, 제 1 주사선(S1) 에서의 수평 주사 기간이 

종료된 후, 제 2 주사선(S2)에서의 세트-리세트 동작을 개시한다. 이하, 상기와 동일하게 하여, 제 3 주사선(S3) 이후

의 각 주사선에 대해서 세트-리세트 동작을 행한다.

또한, 도 3 내지 도 5에 나타낸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에서는, 세트 스텝과 리세트 스텝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은

세트-리세트 동작으로부터 차례로 행하고 있으나, 시간 간격이 짧은 세트-리세트 동작을 반드시 최초로 행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 간격이 다른 세트-리세트 동작을 어떠한 차례로 행할지에 대해서는 사용 상황 또는 명세 등에 따라 선

택할 수 있다. 또한, 도 3 내지 도 5에 나타낸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과 같이, 데이터선 드라이버 등의 주변회로

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일정 주기로 리세트 신호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일정 주기로 리세트 신호를 공

급할 필요는 없으며, 원하는 발광 시간 길이에 대응시켜 스위칭 트랜지스터에 공급하는 온 신호와 리세트 신호의 타

이밍을 적절히 설정하면 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발광 소자의 전류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횡축(橫軸)은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에 인가하는 제어 전위(Vsig)이고, 종축(縱軸)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에서의 전류값(IIep)이다.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에서의 전류값과 발광 휘도는 대략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종축은 발광 휘도에 대응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를 완전한 온 상태 또는 완전한 

오프 상태 중의 어느 하나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완전한 온 상태 또는 완전한 오프 상태에서는 전류값

(IIep)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특성이 변동하여도 발광 소자에서의 전류값은 거의 변화하지 않아, 발광 

휘도도 대략 일정해진다. 따라서, 화질 균일성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박막트랜지스터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먼저, 유리기판(1

) 상에 SiH 4 을 사용한 PECVD 또는 Si 2 H 6 을 사용한 LPCVD에 의해 비정질 실리콘을 형성한다. 엑시머 레이저 

등의 레이저 조사 또는 고상(固相) 성장에 의해 비정질 실리콘을 다결정화시켜, 다결정 실리콘층(2)을 형성한다(도 7

의 (a)). 다결정 실리콘층(2)을 패터닝한 후, 게이트 절연막(3)을 형성하고, 게이트 전극(4)을 더 형성한다(도 7의 (b)).

인 또는 붕소 등의 불순물을 게이트 전극(4)을 사용하여 자기 정합적으로 다결정 실리콘층(2)에 주입하고, MOS 트랜

지스터(5a, 5b)를 형성한다. 또한, 여기서 5a 및 5b는 각각 p형 트랜지스터 및 n형 트랜지스터이다. 제 1 층간절연막(

6)을 형성한 후, 콘택트 홀을 개구하고,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7)을 더 형성한다(도 7의 (c)). 다음으로, 제 2 층간

절연막(8)을 형성한 후, 콘택트 홀을 개구하고, ITO로 이루어진 화소 전극(9)을 더 형성한다(도 7의 (d)).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화소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먼저, 밀착층(10)을 형성하

고, 발광 영역에 대응하여 개구부를 형성한다. 층간층(11)을 형성한 후, 개구부를 형성한다(도 8의 (a)). 다음으로, 산

소 플라즈마 또는 CF 4 플라즈마 등의 플라즈마 처리를 행함으로써 기판 표면의 습윤성을 제어한다. 그 후, 정공(正

孔) 주입층(12) 및 발광층(13)을 스핀 코팅, 스퀴지(squeegee) 도포, 잉크젯 프로세스 등의 액상(液相) 프로세스, 또

는 스퍼터링, 증착(蒸着) 등의 진공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하고,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함유한 음극(14)을 더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밀봉층(15)을 형성하고,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를 완성시킨다(도 8의 (b)). 밀착층(10)의 역할은 

기판과 층간층(11)과의 밀착성을 향상시키며, 정확한 발광 면적을 얻는 것이다. 층간층(11)의 역할은 게이트 전극(4) 

또는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7)으로부터 음극(14)을 멀리 떨어지게 하여 기생 용량을 저감시키는 것, 및 액상 프로

세스에서 정공 주입층(12) 또는 발광층(13)을 형성할 때에 표면의 습윤성을 제어하여 정확한 패터닝을 행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 상술한 전기 광학 장치를 적용시킨 전자 기기의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9는 상술한 전기 광학 

장치를 적용시킨 이동형 퍼스널 컴퓨터의 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9에서, 퍼스널 컴퓨터(1100)는 키보드(11

02)를 구비한 본체부(1104)와 표시 유닛(1106)에 의해 구성되고, 이 표시 유닛(1106)이 상술한 전기 광학 장치(100)

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도 10은 상술한 전기 광학 장치(100)를 그 표시부에 적용시킨 휴대전화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

0에서, 휴대전화기(1200)는 복수의 조작 버튼(1202) 이외에 수화구(1204) 및 송화구(1206)와 함께 상술한 전기 광

학 장치(100)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도 11은 상술한 전기 광학 장치(100)를 그 파인더에 적용시킨 디지털 스틸 카메라의 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이

다. 또한, 도 11에는 외부 기기와의 접속 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통상의 카메라는 피사체의 광

상(光像)에 의해 필름을 감광하는 것에 대하여, 디지털 스틸 카메라(1300)는 피사체의 광상을 CCD(Charge Coupled

Device) 등의 촬상 소자에 의해 광전 변환시켜 촬상 신호를 생성한다. 디지털 스틸 카메라(1300)에서의 케이스(1302

) 뒷면에는 상술한 전기 광학 장치(100)가 설치되고, CCD에 의한 촬상 신호에 기초하여 표시를 행하는 구성으로 되

어 있으며, 전기 광학 장치(100)는 피사체를 표시하는 파인더로서 기능한다. 또한, 케이스(1302)의 관찰 측(도면에서

는 뒷면 측)에는 광학 렌즈 또는 CCD 등을 포함한 수광 유닛(1304)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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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자가 전기 광학 장치(100)에 표시된 피사체 상을 확인하고 셔터 버튼(1306)을 누르면, 그 시점에서의 CCD 촬상 

신호가 회로 기판(1308)의 메모리에 전송 및 격납된다. 또한, 이 디지털 스틸 카메라(1300)에서는, 케이스(1302)의 

측면에 비디오 신호 출력 단자(1312)와 데이터 통신용 입출력 단자(1314)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도면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전자의 비디오 신호 출력 단자(1312)에는 텔레비전 모니터(1430)가, 또한, 후자의 데이터 통신용 입출력 

단자(1314)에는 퍼스널 컴퓨터(1430)가 각각 필요에 따라 접속된다. 또한, 소정 조작에 의해 회로 기판(1308)의 메

모리에 격납된 촬상 신호가 텔레비전 모니터(1430) 또는 퍼스널 컴퓨터(1440)에 출력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전기 광학 장치(100)가 적용되는 전자 기기로서는, 도 9의 퍼스널 컴퓨터, 도 10의 휴대전화, 도 11

의 디지털 스틸 카메라 이외에도 액정 텔레비전, 뷰파인더(viewfinder)형, 모니터 직시형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 자동

차 운 행(car navigation) 장치, 휴대용 소형 무선 호출기(pager), 전자수첩, 계산기, 워드 프로세서, 워크스테이션, 화

상 전화, POS 단말, 터치 패널을 구비한 기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각종 전자 기기의 표시부로서 상술한 전

기 광학 장치(100)를 적용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리세트선을 설치하지 않고서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표시 장치 등의 전기 광

학 장치의 계조를 시간 계조법에 의해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점에 대응하여, 전기 광학 소자와, 이 전기 광학 소자를 구동시키는 드라이빙(driving) 트랜지

스터와, 이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를 제어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으로서,

제 1 온(on) 신호를 상기 주사선을 거쳐서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에 공급하고, 상기 제 1 온 신호를 공급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통(導通) 또는 비도통을 선택하는 세트 신호를 상기 데이터선 및 상기 스위

칭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에 공급하는 세트 스텝과,

제 2 온 신호를 상기 주사선을 거쳐서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에 공급하고, 상기 제 2 온 신호를 공급하는 기간에 대

응하여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를 비도통으로 하는 리세트 신호를 상기 데이터선 및 상기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거

쳐서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에 공급하는 리세트 스텝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수평 주사 기간은 상기 세트 스텝을 행하기 위한 제 1 부 수평 주사 기간과 상기 리세트 스텝을 행하기 위한 제 2 부 

수평 주사 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수평 주사 기간에 상기 세트 스텝을 행하고, 제 2 수평 주사 기간에 상기 리세트 스텝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세트 스텝과 상기 리세트 스텝에 의해 규정되는 세트-리세트 동작을 복수회 반복함으로써 계조를 얻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복수회 반복하는 상기 세트-리세트 동작의 상기 세트 스텝과 상기 리세트 스텝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복수회 반복하는 상기 세트-리세트 동작의 상기 세트 스텝과 상기 리세트 스텝 사이의 시간 간격이 모두 다르게 되어

있고, 이들 시간 간격의 비가 상기 시간 간격 중에서 최소의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1:2:…:2 n (n은 1 이상

의 정수)으로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복수회 반복하는 상기 세트-리세트 동작의 상기 세트 스텝과 상기 리세트 스텝 사이의 시간 간격이 모두 다르게 되어

있고, 이들 시간 간격의 비가 상기 시간 간격 중에서 최소의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1:2:…:2 n (n은 1 이상

의 정수)으로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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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트 신호는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통 또는 비도통을 선택하는 대신에,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

통 상태를 결정하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9.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세트 신호는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통 또는 비도통을 선택하는 대신에,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

통 상태를 결정하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세트 신호는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통 또는 비도통을 선택하는 대신에,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

통 상태를 결정하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1.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세트 신호는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통 또는 비도통을 선택하는 대신에,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

통 상태를 결정하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세트 신호는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통 또는 비도통을 선택하는 대신에, 상기 드라이빙 트랜지스터의 도

통 상태를 결정하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4.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5.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6.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7.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8.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9.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20.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21.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22.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23.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전기 광학 장치의 구동 방법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기 광학 장치.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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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제 23 항에 기재된 상기 전기 광학 장치가 실장되어 이루어진 전자 기기.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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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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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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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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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등록특허  10-0453618

- 14 -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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