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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과제는 유기 EL 소자 등의 전기 광학 소자를 구동하는 회로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에 있어서, α-TFT와 

같은 구동 능력이 낮은 구동 소자로도 구성 가능한 전기 광학 장치 및 구동 장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전기 광학 장치는 전원 사이로서 구동 트랜지스터의 소스 전극과 게이트 전극 사이에 전하 유지용의 커패시터를 설치

하고, 전기 광학 소자가 구동 트랜지스터의 소스측에 접속되어도 구동 트랜지스터가 구동 전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하 유지용의 커패시터에의 구동 데이터의 설정은 구동 트랜지스터의 소스를 소정의 전압으로 하여 행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유기 EL 소자, 전기 광학 소자, 전기 광학 장치, 구동 트랜지스터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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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화소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도 1의 화소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차트,

도 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화소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도 3의 화소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차트,

도 5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화소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화소 회로의 평면 배치(layout)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화소 회로의 단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종래의 화소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도 5의 화소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PX…화소

11…주사선

12…데이터선

13…화소 선택 스위치

14…주사선 드라이버

15…데이터선 드라이버

16…발광 소자(유기 EL 소자)

17…구동 트랜지스터

18…유지 커패시터

19…화소 전원 공급 회로

20…킥 커패시터

21…바이어스 트랜지스터

22…도통 트랜지스터

23…리셋 트랜지스터

35…전원선(VEL)

36…기록 준비 신호선

37…전원선(V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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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전원선(GND)

39…소스 금속 배선

70…전원선(Vee)

100…표시 모듈

101…전원

102…프레임 메모리

103…표시 컨트롤러

104…I/O

105…마이크로 프로세서

110…유기 EL 표시 장치

111…유기 EL 패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의 정보 기기의 표시 등을 행하는 전기 광학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유기 EL(Electro Luminescence) 소자와 같은 전기 광학 소자를 구동하는 구동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유기 EL 표시 장치가 경량, 박형, 고휘도, 광시야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짐으로써 휴대 전화와 같은 휴대

용 정보 기기의 모니터 디스플레이로서 주목받고 있다. 전형적인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 EL 표시 장치는 매트릭스 형

상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표시 화소에 의해 화상을 표시하도록 구성된다. 표시 화소에는 표시의 최소 단위가 되는 화

소마다 화소 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이 화소 회로는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되는 전류 또는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회로

이다.

이러한 유기 EL 표시 장치에서는, 복수의 주사선이 이들 표시 화소의 행(行)을 따라 배치되고, 복수의 데이터선이 이

들 표시 화소의 열(列)을 따라 배치되고, 복수의 화소 스위치가 이들 주사선 및 데이터선의 교차 위치 근방에 배치된

다. 각 표시 화소는 적어도 유기 EL 소자, 한 쌍의 전원 단자 사이에서 이 유기 EL 소자에 직렬로 접속되는 구동 트랜

지스터 및 이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을 유지하는 유지 커패시터에 의해 구성된다. 각 화소의 선택 스위치는 

대응 주사선으로부터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응답해서 도통하고, 대응 데이터선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상 신호(전압 혹

은 전류)를 직접 혹은 화소 회로 특성의 편차 보정 처리한 결과로서의 계조 전압을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인가

한다. 구동 트랜지스터는 이 계조 전압에 따른 구동 전류를 유기 EL 소자에 공급한다.

유기 EL 소자는 빨강, 초록 또는 파랑의 형광성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박막인 발광층을 공통 전극(캐소드) 및 화소 

전극(애노드) 사이에 끼운 구조를 갖고, 발광층에 전자 및 정공을 주입하여 이들을 재결합시킴으로써 여기자를 생성

시켜 이 여기자의 실활(失活) 시에 발생하는 광방출에 의해 발광한다. 보텀 이미션형의 유기 EL 소자의 경우는, 전극

은 ITO 등으로 구성되는 투명 전극이며 공통 전극(캐소드) 전극은 알칼리 금속 등을 알루미늄 등의 금속으로 저(低) 

저항화한 반사 전극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에 의해, 유기 EL 소자 단독으로는 10V 이하의 인가 전압에서 100∼1000

00 cd/m 2 정도의 휘도를 얻을 수 있다.

상기한 유기 EL 표시 장치의 각 화소 회로는, 일본국 특개평5-107561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능동 소자

로서 박막 트랜지스터(TFT)를 포함한다. 이 박막 트랜지스터는, 예를 들면 저온 폴리 실리콘 TFT로 형성된다.



공개특허 10-2004-0100887

- 4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런 종류의 표시 장치에 있어서 표시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화소 회로의 전기적인 특성이 모든 화소에 걸쳐 

균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저온 폴리 실리콘 TFT는 그 재결정화를 할 때 특성의 편차가 발생하기 쉽고 또한 

결정 결함이 발생할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저온 폴리 실리콘 TFT로 이루어지는 박막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표시 장

치에 있어서는, 화소 회로의 전기적인 특성을 모든 화소에 걸쳐 균일화하는 것이 극히 곤란했다. 특히, 표시 화상의 고

정밀화나 대화면화를 위하여 화소수가 증가하면 각 화소 회로의 특성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

에, 표시 품위의 저하의 문제는 한층 더 현저해진다. 또한 재결정화를 위한 레이저 어닐링 장치의 제약으로부터 기판 

사이즈를 비정질(amorphous) TFT(α-TFT)와 같이 대형 사이즈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곤란했다.

한편, α-TFT는, 트랜지스터의 편차는 비교적 적어서 교류 구동을 행하는 LCD에 있어서 대형 기판 사이즈화의 양산

실적이 있지만, 일방향으로 정상(定常)적으로 게이트 전압을 계속 인가하면, 임계값 전압이 시프트하는 결과, 전류치

가 변하여 휘도가 저하하는 등의 화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 더군다나 α-TFT에서는 이동도가 작기 때문에 고속 

응답으로 드라이브할 수 있는 전류에도 한계가 있어서, n채널 TFT만으로 구성된 것이 실용되고 있을 뿐이었다.

또한, 현재까지 유기 EL 소자는 그 사용 재료로부터 오는 유기 EL 제작 기술의 제한에 의해, 그 구조는 TFT 기판측

을 화소 전극(애노드)에, 공통 전극(캐소드)을 소자의 표면측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도 9에 나타내는 종래의

화소 회로에 있어서, 공통 전극 전원(38)과 유기 EL 소자(16)의 화소 전극(애노드)과 p채널 구동 TFT(61)의 관계는, 

도 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구동 트랜지스터를 포화 영역에서 동작 가능한 접속 관계로 한정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기 EL 소자의 휘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기 EL 소자의 고저항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 전류로 구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구동 회로는 3개 이상의 TFT로 구성되고, 그

구동 TFT는 부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저온 폴리 실리콘의 Ｐ채널 TFT가 이용되어 왔다. 덧

붙여서 말하면 도 9에 있어서 구동 트랜지스터(61)가 n채널 TFT의 경우, 구동 트랜지스터(61)의 소스 전극이 유기 E

L 소자측(소스 팔로우)이 되어, 부하 변동에 대하여 전류치가 변해버린다.

또한, 구동 회로는, 전원 배선이나 주사선 외에 화소로의 표시 데이터 기록 준비 신호나 강제 오프 신호를 필요로 하

고, 이들을 외부 드라이버 IC로부터 공급하는 것은 접속 단자의 접속 피치의 제약이 있어서 곤란했다. 1화소 당 1∼2

개가 한도였다.

이 때문에 유기 EL 소자의 구동에 α-TFT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본 발명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전기 광학 소자 등의 피구동 소자를 구동하는 회로에

있어서, α-TFT와 같은 구동 능력이 낮은 구동 소자로도 구성 가능한 구동 회로 및 구동 방법 및 그것을 이용한 전기

광학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제 1 특징은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

기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과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을 포

함하고,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은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대응하는 주사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도

통(導通)이 제어되는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와,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과 전기 광학 재료로 구성되는 전기 광학 소자

와, 상기 전기 광학 소자에 접속된 구동 트랜지스터와, 제 1 전극과 제 2 전극에 의하여 용량을 형성하는 커패시터로

서 상기 제 1 전극을 통하여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상기 커패시터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 및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 중 대응하는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를 전하량으로

서 유지하고,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는 상기 커패시터에 유지된 상기 전하량에 따라서 설정되고, 상기 복

수의 제 1 전원 배선 중 대응하는 제 1 전원 배선과 상기 전기 광학 소자는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당해 도통 

상태에 따라서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제 2 전극은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와 상기 화소 전극의 사이에서 접속되어 

있다.

이 구성에 있어서는, 구동 트랜지스터의 소스 전극과 게이트 전극과의 사이에 전하 유지용의 커패시터가 설치되어 있

기 때문에, 전기 광학 소자가 구동 트랜지스터에 소스 팔로우 접속되어 있어도, 구동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게이트 사

이의 전압(V GS )은 소스 전압이 변화하여도 유지된다. 이것에 의해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에 따라

서 구동 전류가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되게 되어 전기 광학 소자를 소정의 특성으로 동작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의 전기 광학 장치에 적용되는 전기 광학 소자는, 전류의 공급이나 전압의 인가 등의 전기적인

작용을 휘도나 투과율의 변화 등의 광학적인 작용으로 변환하고 또는 광학적인 작용을 전기적인 작용으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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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기 광학 소자의 전형적인 예는 화소 회로로부터 공급되는 전류에 따라서 휘도로서 발광하는 유기 EL 소자

이다. 그렇지만, 이것 외의 전기 광학 소자를 이용한 장치에도 본 발명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복수의 전기 광학 소자의 각각은 평면내의 다른 위치에 배치된다. 예를 들면, 복수의 

전기 광학 소자는 행 방향 및 열 방향에 걸쳐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제 2 특징은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

기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을 포함

하고,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은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대응하는 주사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도통

이 제어되는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와,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과 전기 광학 재료로 구성되는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전기 광학 소자에 접속된 구동 트랜지스터와, 제 1 전극과 제 2 전극에 의하여 용량을 형성하는 커패시터로서, 상기 

제 1 전극을 통하여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상기 커패시터는 상기 제 1 스위

치 트랜지스터 및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 중 대응하는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를 전하량으로서 유지

하고,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는 상기 커패시터에 유지된 상기 전하량에 따라서 설정되고,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 중 대응하는 제 1 전원 배선과 상기 전기 광학 소자는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해당 도통 상태에 

따라서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제 2 전극은,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와 상기 화소 전극의 사이에서 접속되고, 상기 

제 2 전극과 제 1 소정 전위원의 전기적 접속을 제어하는 스위치 수단을 도통함으로써 상기 제 2 전극은 상기 제 1 소

정 전위로 설정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상기 전하 유지용의 커패시터의 제 2 전극이 접속되는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소스 전극은, 데이

터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가 구동 트랜지스터를 구동 제어하도록 기록될 때에, 스위치 수단에 의해 접지 

전위 혹은 소정의 전위로 설정된다. 이것에 의해 소스 전극과 제 2 전원 사이에 전기 광학 소자가 접속되어 있어도, 데

이터 신호는 항상 일정한 전위에 대하여 기록이 되므로, 구동 트랜지스터의 구동 전류는 데이터 신호에 1 대 1로 대응

한 값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 광학 소자를 소정의 특성으로 동작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서의 전기 광학 장치의 보다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상기 소정 전위는 상기 공통 전극의 전위와 동일하다.

이 구성에 의하면, 전기 광학 장치의 전원수를 늘리지 않고 접지 전위를 이용할 수 있어서, 전원 비용의 삭감으로 이어

진다.

본 발명에서의 전기 광학 장치의 더욱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는 n채널 트랜지스터 혹은 p채

널 트랜지스터이다. 이 형태에 의하면, 유기 EL 소자의 종래의 제조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TFT 기판을 구성하는 트

랜지스터의 성능이나 TFT 기판의 생산성을 고려해서 가장 알맞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구동 회로의 고성능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는, 비정질 박막 트랜지스터(α-TFT)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구

동 기판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화소 부분을 동일 종류의 채널 트랜지스터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TFT 기판 

제조가 용이하게 된다. 매트릭스 형상으로 전기 광학 소자를 다수 배치한 대형 전기 광학 패널을 대(大)사이즈 기술의

확립된 비정질 TFT기술을 이용해서 조기에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폴리 실리콘 TFT을 이용할 경우에도, 화소 부분을

동일 종류의 채널 트랜지스터로 구성하는 것은 TFT의 제조 조건을 최적화하기 쉬워 바람직하다.

다른 형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에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 중 대응하는 데이터선을 통하여 데이터 신호

가 공급되기 이전에,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데이터 신호를 유지하는 쪽의 전극은, 상기 제 1 소정 전위와는 

다른 전위인 제 2 소정 전위로 설정되어 있다. 이 구성에 의하면, 상기 구동 제어 수단에 데이터 신호를 기록하기 전에

소정의 전위로 초기화가 이루어지므로,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이 교류화할 수 있을 것, 혹은 구동 트랜지스

터의 임계값 보상 검출을 데이터 신호의 값에 영향받지 않고 행할 수 있음으로써 구동 트랜지스터 의 임계값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

또 다른 형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은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데이터 신호를 유지하는 쪽의 전

극과 상기 제 2 소정 전위의 접속을 제어하는 제 2 스위치 트랜지스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2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제어하는 주사 신호가 공급되기 이전에 공급되는 주기 신

호에 의해 제어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상기 구동 제어 수단에 데이터 신호를 기록하기 전에 초기화가 필요할 경우에 

있어서, 데이터 신호의 기록 타이밍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기간을 사용해서 구동 제어 수단의 초기화가 가능하다. 

또한 이 초기화 기간에서는 유기 EL 소자는 발광하지 않으므로, 이 초기화기간을 동영상 흐림 대책으로서의 소등 기

간으로서 이용해도 좋다.

또 다른 형태에 있어서, 상기 제 2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제어하는 상기 주기 신호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

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제어하는 주사 신호가 공급되기 이전에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공급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상기 구동 제어 수단에 데이터 신호를 기록하기 전에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주기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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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준비 신호를 주사 신호로 겸용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주사 드라이버의 내부 회로 규모나 주사 드라이버와 유기 E

L 패널의 접속 단자수의 증가를 억제하고, 또 구동 제어 수단의 샘플링 입력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초기화할 수 있

다. 이 것은, α-TFT와 같은 구동 능력이 낮은 트랜지스터를 이용해도 대규모로 LCD 보다 복잡한 매트릭스 구동 회

로의 실현이 용이해진다.

또한 리셋 상태는, 다음 데이터 신호의 화소로의 기록 시까지 유지되므로, 이 기간을 표시 오프 상태(구동 오프 상태)

로 할 수 있다. 이 표시 오프 기간의 길이는, 어느 주사 신호를 기록 준비 신호로서 사용할지로 정해된다. 따라서 액티

브형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동영상 흐림 대책의 필요도에 맞춰서 전기 광학 소자의 동작 시간 듀티(duty)를 적당하

게 변경할 수 있다. 동작 시간 듀티는 60∼10%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에,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 중 대응하는 데이터선을 통하

여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가, 늦어도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에 의해 공급 차단될 때까지는, 상기 제 2 전극은 상

기 제 1 소정 전위로 설정되어 있다. 이 형태에 의하면,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가 유기 EL 소자를 소스측에 접속했을 

경우라도, 데이터 신호의 기록이 종료하는 타이밍까지는,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구동 전류를 제어하는 게이트 전압

의 기준이 되는 소스 전압이 소정 전위로 설정되므로, 상기 커패시터에는 상기 소정 전위를 기준으로서 데이터 신호에

대응하는 전하를 축적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구동 트랜지스터의 구동 전류는, 데이터 신호에 1 대 1로 대응한 값으

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기 EL 소자를 소정의 휘도로 발광시킬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은, 상기 제 1 소정 전위를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에 포함되

는 상기 제 2 전극에 공급하기 위한 복수의 제 2 전원 배선을 더 포함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제 1 소정 전위를 독립

해서 상기 각각의 화소에 공급할 수 있다.

다른 형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과 상기 복수의 제 2 전원 배선은 동일 금속 배선층 부분을 갖고 서로

교차해서 설치되어 있다. 이 구성에 의하면, 제 1 전원 배선을 다른 신호선이나 전원 배선에 우선해서 배치할 수 있으

므로, 제 1 전원 배선을 저(低)임피던스 및 저(低)크로스토크로 전원 공급할 수 있다. 또한 TFT의 차광층을 금속 배선

을 사용해서 효율 좋게 형성할 수 있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의 제 3 특징은,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을 포

함하고,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은,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대응하는 주사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도통이 제

어되는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와,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과 전기 광학 재료로 구성되는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전기 

광학 소자에 접속된 구동 트랜지스터와, 제 1 전극과 제 2 전극에 의하여 용량을 형성하는 커패시터로서, 상기 제 1 

전극을 통하여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상기 커패시터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 및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 중 대응하는 데이터선을 통해서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를 전하량으로서 유지하고,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는 상기 커패시터에 유지된 상기 전하량에 

따라서 설정되고,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 중 대응하는 제 1 전원 배선과 상기 전기 광학 소자는 상기 구동 트랜지

스터를 통하여 해당 도통 상태에 따라서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제어하는 상기 주사 신호가 공급되기 이전에,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어

느 하나를 통하여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상기 전기 광학 소자가 비능동적으로 설정된다.

이 구성에 의하면, 동영상 흐림 대책을 위하여 1프레임마다 표시 블랭크 기간을 설정할 경우나 표시의 밝기를 광범위

하게 조절하기 위한 듀티 구동할 경우 등의 부가적인 조절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각 화소 구동 회로에 주사 신

호와 다른 타이밍의 주기적 제어선이 주사선 방향으로 별도로 필요하게 되지만, 본 발명에 의하면 접속 단자 수를 늘

리지 않고 주사선의 조합으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보다 고정밀로 표현력이 우수한 디스플레이를 실현할 수 있다.

또 다른 형태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는 유기 EL 소자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유기 EL 소자는 구동 전압이 낮

고 발광 재료 등의 진보에 의해 점차로 적은 구동 전류로 고휘도로 발광할 수 있게 되어오고 있으므로,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비교적 저소비 전력으로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구동 장치의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복수의 전기 광학 소자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장치이며,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과, 상기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복수

의 데이터선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화소 회로의 각각은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대응하는 주사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도통이 제어되는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와, 상기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하는 전류를, 그 도통 상태에 따라서 제어하는 구동 트랜지스터와, 제 1 전극 과 제 2 전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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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용량을 형성하는 커패시터로서, 상기 제 1 전극을 통하여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상기 커패시터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 및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 중 대응하는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

급되는 데이터 신호를 전하량으로서 유지하고,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는 상기 커패시터에 유지된 상기 전

하량에 따라서 설정되고, 해당 도통 상태에 따라서 전류 레벨을 가지는 전류가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 중 대응하

는 제 1 전원 배선으로부터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상기 복수의 전기 광학 소자 중 대응하는 전기 광학 소자

에 공급되고, 상기 제 2 전극은,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접속되고, 상기 데이터 신호가 상기 커패시터에 공급

되기 전의 적어도 일부의 기간에 있어서,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상기 소스는 스위치 수단을 통하여 제 1 소정 전위

로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이 구동 장치에서의 상기 전하 유지용의 커패시터의 제 2 전극이 접속되는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소스 전극은,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가 구동 트랜지스터를 구동 제어하도록 기록될 때에, 스위치 

수단에 의해 접지 전위 혹은 소정의 전위로 설정된다. 이것에 의해, 소스 전극과 제 2 전원 사이에 전기 광학 소자를 

접속하도록 해도, 데이터 신호는 항상 일정한 전위에 대하여 기록이 되므로, 구동 트랜지스터의 구동 전류는 데이터 

신호에 1 대 1로 대응한 값을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동 장치는 전기 광학 소자를 접속하면 전기 광학 소자를 소

정의 특성으로 동작시킬 수 있다.

다른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는 n채널 트랜지스터 혹 은 p채널 트랜지스터이다. 이 형태에 의

하면, 유기 EL 소자의 종래의 제조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TFT 기판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의 성능이나 TFT 기판의 

생산을 고려해서 가장 알맞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구동 회로의 고성능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다른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는 비정질 박막 트랜지스터

이다. 이 형태에 의하면, 구동 기판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화소 부분을 동일 종류의 채널 트랜지스터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TFT 기판 제조가 용이하게 되어 매트릭스 형상으로 전기 광학 소자를 다수 배치한 대형의 전기 광학 

패널을 대형 사이즈화 기술이 확립된 비정질 TFT 기술을 이용해서 조기에 실현할 수 있다.

다른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신호가 상기 커패시터에 공급되기 전의 적어도 일부의 기간에 있어서, 상

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데이터 신호를 유지하는 쪽의 전극은, 상기 제 1 소정 전위와는 별도의 전위인 제 2 소

정 전위가 되도록 설정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상기 구동 제어 수단에 데이터 신호를 기록하기 전에 소정의 전위로 초기화가 되므로, 구동 트랜지

스터의 게이트 전압을 교류화할 수 있다는 것, 혹은 구동 트랜지스터의 임계값 보상 검출을 데이터 신호의 값에 영향

받지 않고 행할 수 있음으로써, 구동 트랜지스터의 임계값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

다른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 회로의 각각은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데이터 신호를 유지

하는 쪽의 전극과 상기 제 2 소정 전위와 의 접속을 제어하는 제 2 스위치 트랜지스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2 스위

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제어하는 주사 신호가 공급되기 이전에 공

급되는 주기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상기 구동 제어 수단에 데이터 신호를 기록하기 전에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데이터 신호의 기록 타이밍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기간을 사용해서 구동 제어 수단의 초기

화가 가능하다.

상기 제 2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제어하는 상기 주기 신호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제어하는 주사 신호가 공급되기 이전에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공급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상기

구동 제어 수단에 데이터 신호를 기록하기 전에 기록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기록 준비 신호를 선행하는 주사 

신호로 겸용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주사 드라이버의 내부 회로 규모나 주사 드라이버와 유기 EL 패널의 접속 단자

수의 증가를 억제하고, 또한 구동 제어 수단의 데이터 신호 샘플링 입력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초기화할 수 있다. 

이것은 α-TFT와 같은 구동 능력이 낮은 트랜지스터를 이용해도 대규모인 매트릭스 구동 회로의 실현을 용이하게 

한다.

보다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상기 제 2 스위치 트랜지스터 및 상기 스위치 수단은 함께 공통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상기 제 2 스위치 트랜지스터 및 상기 스위치 수단을 제어하는 신호선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동시

에,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에 정확하게 데이터 신호를 축적할 수 있다.

다른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 회로의 각각은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상기 소스의 전위를 상기 스

위치 수단을 통하여 상기 제 1 소정 전위로 설정하기 위한 복수의 제 2 전원 배선을 더 포함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제 1 소정의 전위를 독립하여 상기 각각의 화소에 공급할 수 있다.

또 다른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과 상기 복수의 제 2 전원 배선은 동일 금속 배선층 부분

을 갖고 서로 교차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 구성에 의하면 제 1 전원 배선을 다른 신호선이나 전원 배선에 우선해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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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할 수 있으므로, 제 1 전원 배선은 저 임피던스 및 저 크로스토크로 전원 공급할 수 있다. 또한, TFT의 차광층은 전

원 금속 배선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가 있다.

구체적인 다른 형태에 있어서, 상기 제 1 소정 전위는,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 및 상기 복수의 제 2 전원 배선 중,

어느 것인가 전위의 낮은 전위와 동일 혹은 거의 동일하다.

이 구성에 의하면, 제 1 소정의 전위를 제 2 전원 배선으로부터 공급할 수 있으므로, 전원 구성을 간략화할 수 있다.

다른 바람직한 형태로서,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복수의 전기 광학 소자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장치로서,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과, 상기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과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화소 회로의 각각은,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대응하는 주사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도통

이 제어되는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와, 상기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하는 전류를, 그 도통 상태에 의해서 제어하는 구

동 트랜지스터와, 제 1 전극과 제 2 전극에 의하여 용량을 형성하는 커패시터로서 상기 제 1 전극을 통하여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상기 커패시터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 및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 중 대응하는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를 전하량으로서 유지하고,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는 상기 커패시터에 유지된 상기 전하량에 따라서 설정되고, 당해 도통 상태에 따른 전류 레벨을 갖는 전류

가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 중 대응하는 제 1 전원 배선으로부터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상기 복수의 전

기 광학 소자의 대응하는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되고, 상기 제 2 전극은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접속되고, 적

어도 상기 커패시터가 상기 데이터 신호에 대응하는 전하량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상기 

소스와 상기 게이트와의 전위차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했다. 이 구성에 의하면, 상기 커패시터에 유지된 

전하량이 유지되고, 구동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대한 게이트와의 전위차가 불변이다. 이 때문에 전기 광학 소자에 대

하여 구동 트랜지스터가 소스 팔로우 접속되어도 데이터 신호에 대응하는 구동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실시예1>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하에 나타내는 형태는 본 발명의 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변경 가능하다. 또한, 이하에 나타내는 각 도 

면에 있어서는 각 구성 요소를 도면상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하기 때문에, 각 구성 요소의 치수나 비율 

등을 실제의 것과는 적절히 다르게 하고 있다.

우선, 화상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로서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를 유기 EL 표시 장치에 적용한 형태를 설명한

다. 도 6은 이 유기 EL 표시 장치(110)의 구성을 나타낸다. 유기 EL 표시 장치(110)는 유기 EL 패널(111) 및 유기 E

L 패널(111)을 구동하는 외부 구동 회로를 포함하는 표시 모듈(module)(100), 그리고 주변 제어부에 의해 구성된다.

이 표시 모듈(100)은, 유기 EL 패널(111)과 외부 구동 회로로 구성된다.

유기 EL 패널(111)은, 글래스 기판 상에 있어서 화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되는 복수의 표시 화

소(PX), 이들 표시 화소(PX)의 행을 따라 배치되는 복수의 주사선(11), 이것들 표시 화소(PX)의 열을 따라 배치되는 

복수의 데이터선(12) 및 복수의 화소 전원선(35)을 구비한다. 또한, 외부 구동 회로는 복수의 주사선을 구동하는 주사

선 드라이버(14), 표시 화소(PX) 내의 유기 EL 소자에 구동 전류를 공급하는 화소 전원 공급 회로(19) 및 데이터선에 

화소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선 드라이버(15)로 이루어진다. 화소 전원 공급 회로(19)는 표시 화소(PX)의 구성

의 차이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제 1 실시예인 도 1의 표시 화소 회로에 있어서는, 각 표시 화소(PX)는 유기 EL 소자(16), 한 쌍의 제 1과 제 2 전원 

단자(V E )와 접지 전원 단자(GND) 사이에서, 이 유기 EL 소자(16)에 직렬로 접속된 ｎ채널 박막 트랜지스터(TFT)

인 구동 트랜지 스터(17), 이 구동 트랜지스터(17)의 게이트 전압을 유지하는 유지 커패시터(18), 유기 EL 소자(16)

의 단자 사이를 거의 동(同)전위로 하는 ｎ채널의 도통 트랜지스터(22), 데이터선(12)으로부터 영상 신호를 선택적으

로 구동 트랜지스터(17)의 게이트에 인가하는 화소 선택 스위치(13), 구동 트랜지스터(17)의 게이트 전위를 소정의 

전위(Vee)로 초기화하는 리셋 트랜지스터(23)에 의해 구성된다.

전원 단자(V E )는 예를 들면 +28V의 소정의 전위로 설정되고, 접지 전원 단자(GND)는 소정의 전위보다 낮은, 예를

들면 0V의 전위로 설정된다. 화소 회로를 구성하는 모든 트랜지스터는 n채널 TFT로 이루어진다. 각 화소 선택 스위

치(13)는 대응 주사선(11)으로부터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구동되었을 때에 대응 데이터선(12)으로부터 공급되

는 영상 신호의 계조 전압(Vsig)을 구동 트랜지스터(17)의 게이트에 인가한다. 구동 트랜지스터(17)는 이 계조 전압(

Vsig)에 따른 구동 전류(Id)를 유기 EL 소자(16)에 공급한다. 유기 EL 소자(16)는 구동 전류(Id)에 따른 휘도로 발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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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선 드라이버(15)는 각 수평 주사 기간에서 표시 컨트롤러(103)로부터 출력되는 영상 신호를 디지털 형식으로

부터 아날로그 형식으로 변환해서 영상 신호의 전압을 복수의 데이터선(12)에 병렬적으로 공급한다. 주사선 드라이버

(14)는 각 수직 주사 기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복수의 주사선(11)에 주사 신호를 공급한다. 각 행의 화소 선택 스위

치(13)는 이들 주사선(11) 중의 대응하는 1개로부터 공통적으로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1수평 주사 기간만 도통

하고, 주사 신호가 다시 1수직 주사 기간 후에 공급될 때까지의 기간(1프레임) 비도통으로 된다. 1행만큼의 구동 트랜

지스터(17)는 이들 화소 선택 스위치(13)의 도통에 의해 각각이 접속하는 데이터선(12)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상 신호

의 전압에 대응한 구동 전류를 유기 EL 소자(16)에 각각 공급한다.

또한, 주사선 드라이버(14)는 각 주사 신호의 출력에 앞서 구동 트랜지스터(17)의 게이트와 전원(Vee) 사이에 접속된

리셋 트랜지스터(23)를 도통시켜, 일시적으로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소정의 전압(Vee)으로 해서 유기 EL

소자에 구동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주기적인 기록 준비 신호(R)를 출력하도록 구성된다. 기록 준비 신호(R)는 도 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각 주사선보다 1행만큼 혹은 특정 행만큼 전단(前段)의 화소 회로에 대하여 출력되는 주사선의 

신호를 이용해도 좋다. 이것은 주사선의 배선 추가로 실현할 수 있고, 유기 EL 패널(111)과 주사선 드라이버의 접속 

단자 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덧붙여 말하면 초단(初段) 화소 회로에 접속되는 기록 준비 신호선(36)은 주사선 드라

이버(14)의 후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주사선을 이용하면 좋다. 이 리셋 상태는 다음 데이터 신호의 화소에의 기록 시까

지 유지되므로, 이 기간을 강제적인 표시 오프 기간(구동 오프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표시 오프 기간의 길이는, 어

느 주사 신호를 기록 준비 신호로서 사용할지로 결정된다. 따라서 액티브형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동영상 흐림 대

책의 필요도에 맞춰서 유기 EL 소자(16)의 발광 시간 듀티를 적당하게 변경할 수 있다. 발광 시간 듀티는 60∼10%가

바람직하다.

표시 화소(PX)는, 또한 구동 트랜지스터(17)의 게이트 전극과 소스 전극 사 이에 접속되는 유지 커패시터(18), 및 구

동 트랜지스터(17)의 소스 전극 및 GND 전극 사이에 접속되는 도통 트랜지스터(22)를 포함한다. 도통 트랜지스터(2

2)의 게이트 전극에는, 주사선(11)이 접속되고 화소 선택 스위치(13)의 도통과 동시에 도통한다. 이것에 의해 유기 E

L 소자(16)의 단자간 전압에 영향 받지 않고, 유지 커패시터(18)에는 대응 데이터선(12)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상 신호

의 계조 전압(Vsig)이 축적된다. 이 도통 트랜지스터(22)가 통과하고 있는 동안은 유기 EL 소자(16)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유기 EL 소자(16)는 발광하지 않는다. 또한, 도통 트랜지스터(22)가 도통할 때와 동기하여, 전원(V E )과 

구동 트랜지스터(17)의 사이에 비도통으로 하기 위한 스위치를 설치해도 좋다.

다음에 주사선이 비선택 상태가 되어 화소 선택 스위치(13) 및 도통 트랜지스터(22)가 비도통이 되면, 유지 커패시터

(18)에 축적된 전압에 대응하는 정전류가 구동 트랜지스터(17)로부터 유기 EL 소자(16)에 공급되어 유기 EL 소자가 

발광한다. 이 경우, 구동 트랜지스터(17)의 소스 전위는 유기 EL 소자(16)의 전위의 상승에 따라 상승하고 소스 팔로

우와 같은 상태가 되지만, 유지 커패시터(18)에 의해 구동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게이트 전극 사이의 전위는 유지된다

. 또한, 전원 단자(V E )는 구동 트랜지스터(17)의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데 필요한 전압이 공급되고 있다. 이것에 

의해, 구동 트랜지스터(17)는 게이트 전위에 대응하는 정전류를 유기 EL 소자(16)에 공급하고, 다음 기록 준비 신호(

R)가 입력될 때까지의 1프레임 기간, 일정 휘도로 유기 EL 소자(16)가 발광하게 된다.

이 일련의 타이밍 차트를 제시한 것이 도 2이다. 도면 중, 구동 트랜지스터(17)의 드레인으로부터 본 게이트 전압(V 

GD )은 교류적으로 변화된다. 이것에 의해 화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성 안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구동 트랜지스터(17

)의 임계값 변동이 억제된다. 또한, α-TFT의 구동 능력이 뒤떨어지는 면(面)에 관해서는, 저온 폴리 실리콘 TFT의 

경우와 비교해서 10 수V 전압을 높게 하면 저온 폴리 실리콘과 동등한 구동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한 설명에서는 도통 트랜지스터(22)의 소스 전극은, 유기 EL 소자(16)의 공통 전극(캐소드)과 접속했지만, 

유기 EL 소자(16)가 발광하지 않는 범위의 특정 전압 공급선을 설치하여 접속해도 좋다. 이 특정 전압치는 유기 EL 

소자(16)의 임계값 전압에 가까운 값으로 해 두면, 유기 EL 소자에 기생하는 커패시터에 의한 발광 지연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구동 트랜지스터(17)의 특성 편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구동 트랜지스터(17)를 복수의 트랜지스터

를 병렬 접속한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실시예 2>

도 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를 나타내는 표시 화소 회로이다. 이 도면의 표시 화소(PX)는, 화소 선택 스위치(13) 및

구동 트랜지스터(17)의 게이트 전극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 킥 커패시터(20), 구동 트랜지스터(17)의 게이트 전극 

및 드레인 전극 사이에 접속되는 바이어스 트랜지스터(21), 구동 트랜지스터(17)의 게이트 전극 및 소스 전극 사이에 

접속되는 유지 커패시터(18), 유기 EL의 화소 전극 및 공통 전극(캐소드) 사이를 단락하는 도통 트랜지스터(22), 및 

화소 선택 스위치(13) 및 킥 커패시터(20)의 접속점과 전원(Vee) 사이에 접속되는 리셋 트랜지스터(23)로 구성되는 

구동 트랜지스터(17)의 임계값 보상 회로를 포함한다.

표시 화소 회로 중의 각 트랜지스터는 n채널 TFT로 구성되고, 화소 선택 스위치(13)는 외부로부터의 주사 신호(SEL

)로 제어되고, 바이어스 트랜지스터(21), 도통 트랜지스터(22) 및 리셋 트랜지스터(23)는 외부로부터의 기록 준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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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R)로 제어된다.

이 제어에 의해, 바이어스 트랜지스터(21)는 소정의 전압(Vee)이 리셋 트랜지스터(23)를 통하여 공급되는 사이만 도

통하고, 동시에 도통 트랜지스터(22)가 도통해서 접지 전위(GND)가 구동 트랜지스터(17)의 소스 전극에 공급된다. 

이 때 유기 EL 소자(16)는 발광하지 않는다.

이 임계값 보상 회로에서는 주기적으로 오고 가는 주사 신호(SEL)에 앞서 기록 준비 신호(R)가 리셋 트랜지스터(23)

의 게이트 전극에 주어지고, 소정의 전압(Vee)이 리셋 트랜지스터(23)를 통하여 공급됨과 동시에 바이어스 트랜지스

터(21) 및 도통 트랜지스터(22)가 도통한다. 이 때 전원(VEL)은 하이 임피던스(high impedance) 상태로 되어 있지만

, 전원선(35)에 있는 잔류 전하로부터 바이어스 트랜지스터(21)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에 의해, 게이트 전압이 구동 트

랜지스터(17)의 임계값 전압(Vth)과 동등해질 때까지 구동 트랜지스터(17)의 게이트 전극 및 킥 커패시터(20) 사이의

노드 전위가 상승한다.

노드 전위가 안정된 후, 기록 준비 신호(R)가 비능동 상태(“L”레벨)로 됨 으로써 리셋 트랜지스터(23), 도통 트랜지스

터(22) 및 바이어스 트랜지스터(21)가 비도통이 된다. 이것에 의해 유지 커패시터(18)의 제 2 전극은 GND 전위로 설

정되고, 유기 EL 소자(16)는 비발광 상태로 된다. 이 상태는, 전원(VEL)이 하이 임피던스 상태인 동안 유지된다. 즉, 

기록 준비 신호(R)와 주사 신호(SEL)의 입력 타이밍에 시간차가 있어도 상기한 상태는 유지되고, 유기 EL 소자(16)

는 발광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주사 신호가 화소 선택 스위치(13)의 게이트 전극에 주어져서 영상 신호 전압이 공급되

면, 이것에 의해 구동 트랜지스터(17)의 게이트 전극 및 킥 커패시터(20) 사이의 노드 전위(V G2 )가, 임계값 전압(Vt

h)을 영상 신호 전압에 가한 레벨이 된다. 다음으로 상기 주사 신호(SEL)가 비선택 상태가 되어 화소 선택 스위치(13)

가 비도통이 되고 나서 전원(VEL)이 공급되고, Vth 보상된 소정의 구동 전류가 전원(VEL)으로부터 구동 트랜지스터

(17)를 통하여 유기 EL 소자(16)로 흐른다. 여기에서, 실시예 1에서 설명한 것 같이 구동 트랜지스터(17)의 소스 전

위는 유기 EL 소자의 전극간 전위의 상승에 따라서 상승하여 소스 팔로우와 같은 상태로 되지만, 유지 커패시터(18)

에 의해 구동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게이트 전극간의 전위는 유지된다. 이것에 의해 구동 전류는 소정의 전압(Vee)과

영상 신호 전압의 전위차에 의해 결정되게 되고, 구동 트랜지스터(17)의 임계값 전압(Vth)에 편차가 있어도, 구동 전

류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 일련의 타이밍 동작을 제시한 것이 도 4이다. 표시 중은, 이 일련의 동작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된다. 도면 중, 구동 

트랜지스터(17)의 드레인으로부터 본 게이트 전압(V G2D )은, GND 전위를 끼워서 교류적으로 변화된다. 이것에 의

해 화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성 안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구동 트랜지스터(17)의 임계값 변동이 억제된다.

또한, 구동 트랜지스터(17)는, 특성 편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 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구동 트랜지스터의 배치를 상

하, 좌우의 2방향 혹은 복수 트랜지스터로 분할하여 병렬 접속하도록 하여도 좋다. 혹은 전계가 같아지기 쉬운 링 게

이트 구조로 하여도 좋다.

<실시예 3>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를 도 5에 나타내는 표시 화소 회로 및 도 10의 타이밍 차트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이 도 5의 

표시 화소(PX)는, 실시예 1 및 2와 다른 전류 프로그램형의 화소 회로이다. 이 도 5의 표시 화소(PX)는 데이터선(58)

에 접속되는 화소 선택 스위치(50), 화소 선택 스위치(50) 및 접지 전원 배선(60)(GND)에 접속되는 변환 트랜지스터(

52), 변환 트랜지스터(52)의 게이트 전극과 드레인 전극 사이를 접속하는 바이어스 트랜지스터(51), 변환 트랜지스터

(52)의 게이트 전극에 게이트 전극이 접속되어 변환 트랜지스터(52)와 커런트 미러 회로를 구성하는 구동 트랜지스터

(53), 구동 트랜지스터(53)의 게이트 전극과 유기 EL 소자(16)의 사이에 접속되는 커패시터(55), 유기 EL 소자(16)의

화소 전극(애노드)과 공통 전극(캐소드) 사이를 접속하는 도통 트랜지스터(54), 구동 트랜지스터(53)의 드레인 전극

에 접속되는 전원(VEL)으로 구성된다.

표시 화소 회로 중의 각 트랜지스터는 n채널 TFT로 구성되고, 화소 선택 스위치(50) 및 도통 트랜지스터(54)는, 외부

로부터의 주사 신호(SEL)로 제어되고, 바이어스 트랜지스터(51)는 외부로부터의 주기적인 이레이즈(erase) 신호(ER

)로 제어된다.

우선, 전류 프로그램 시에는 주사 신호(SEL) 및 이레이즈 신호(ER)를 선택 상태로 한다. 단, 이레이즈 신호(ER)는 도 

1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주사 신호(SEL)에 선행하여 선택 상태로 하고 바이어스 트랜지스터(51)를 도통시켜 구동 

트랜지스터(53)의 게이트 전극을 거의 오프 전위로 하여도 좋다. 이 경우 이레이즈 신호(ER)는, 주사 신호(SEL) 및 

상기 주사 신호(SEL)보다 전에 공급되는 복수의 주사선 출력 중의 어느 하나를 논리합(OR)으로 하여 이용하여도 좋

다. 이것에 의해 실시예 1, 2에서 설명한 동영상 흐림 대책을 위한 표시 오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각 

화소의 1프레임 기간 중 비발광 기간이 주기적으로 반드시 삽입되고, 동영상의 윤곽이 흐려져서 보이는 현상을 방지

할 수 있다. 동영상 흐림 대책을 위한 발광 시간의 비율은 전체 기간의 60∼10%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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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사 신호(SEL)가 선택 상태가 되면 도통 트랜지스터(54)는 도통하고, 구동 트랜지스터(53)의 소스 전극의 

전위(VELC)는 접지 전원(GND)과 거의 동(同)전위가 된다. 또한, 이 때 화소 선택 스위치(50)와 바이어스 트랜지스터

(51)는 도통되고 있으므로, 데이터선(58)에 영상 신호에 대응하는 전류원(CS)을 접속함으로써 변환 트랜지스터(52)

에 영상 신호의 휘도 정보에 따른 신호 전류(Iw)가 흐른다. 전류원(CS)은 도 6의 데이터선 드라이버(15) 내에 있으며 

휘도 정보에 따라 제어되는 가변 전류원이다. 이 때 변환 트랜지스터(52)의 게이트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은 바이어스 

트랜지스터(51)로 단락(短絡)되어 있으므로, 변환 트랜지스터(52)는 포화 영역에서 동작한다. 이 때의 변환 트랜지스

터(52)의 게이트ㆍ소스간 전압(Vgs)은 유지 커패시터(55)에 축적된다. 주사 신호(SEL)가 선택 상태인 동안, 도통 트

랜지스터(54)가 도통되고 있으므로, 구동 트랜지스터(53)의 게이트 전극에 바이어스 전압(Vgs)이 인가되어 있어도 

유기 EL 소자(16)에는 전류(IEL)는 흐르지 않는다.

다음으로, 주사 신호(SEL) 및 이레이즈 신호(ER)가 비선택 상태가 된다. 이것에 의해 화소 선택 스위치(트랜지스터)(

50), 바이어스 트랜지스터(51) 및 도통 트랜지스터(54)는 비도통이 되고, 커패시터(55)에 축적된 게이트ㆍ소스간 전

압(Vgs)은 유지된다. 따라서 변환 트랜지스터(52)와 커런트 미러의 관계에 있는 구동 트랜지스터(53)는 변환 트랜지

스터(52)와 구동 트랜지스터(53)의 사이즈 비(比)로 감소해 흐른 구동 전류를 전원(VEL)으로부터 유기 EL 소자(16)

로 유입된다. 이상의 동작이 1프레임 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어 표시가 행해진다.

여기에서, 실시예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동 트랜지스터(53)의 소스 전위(VELC)는 유기 EL 소자(16)의 전위의 

상승에 따라서 상승하여 소스 팔로우와 같은 상태가 되지만, 유지 커패시터(55)에 의해 구동 트랜지스터(53)의 소스 

및 게이트 전극간의 전위는 전류 프로그램 시의 값이 유지된다. 이것에 의해 유기 EL 소자(16)에는, 영상 신호의 휘도

정보에 따른 정전류가 흐르고, 다음 전류 프로그램이 될 때까지의 기간(1 프레임)발광 휘도를 유지하도록 구동된다. 

변환 트랜지 스터(52) 및 구동 트랜지스터(53)의 게이트 전위는 일방향의 바이어스가 인가되어 임계값 변동이 일어나

기 쉽지만, 전류 프로그램 시에 임계값 변동을 흡수하도록 보상된다.

또한, 전류 프로그램시의 유지 전압(Vgs)의 정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구동 트랜지스터(53)와 전원(VEL)의 사이에 스

위치 트랜지스터를 설치하던지 혹은 실시예2와 같이 전원(VEL)을 하이 임피던스로 하여 유기 EL 소자(16)에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도록 하여도 된다. 또한, 유기 EL 소자의 제조 방법이 진보하고 애노드 커먼형의 유기 EL 소자가 용이

하게 제조 가능하게 되고, 유기 EL 소자(16)를 구동 트랜지스터(53)의 드레인측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 유기 EL 소

자(16)와 병렬로 접속되는 도통 트랜지스터(54)는 불필요한 것으로 해도 된다.

단, 화소 회로에의 전류 프로그램 시에 유기 EL 소자(16)를 비발광으로 할 경우에는 필요하다. 또한, 전류 프로그램 

시에 도통 트랜지스터(54)의 소스 전극을 접지 전원(GND)과는 별도의 전원에 접속하고, 드레인 전극을 유기 EL 소자

(16)와 구동 트랜지스터(53)의 접속점에 접속하여 유기 EL 소자(16)나 구동 트랜지스터(53)에 역 바이어스를 인가하

도록 하여도 된다.

도 7은 도 3의 표시 화소(PX) 주변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고, 도 8은 도 7에 나타내는 A-B선을 따른 단면 구조를 나타

낸다. 도 8에 나타내는 금속 배선층(35)은 표시 화소(PX)의 행마다 설치되는 전원선(VEL)이며, 구동 트랜지스터(17),

도통 트랜지스터(22), 화소 선택 스위치(13) 및 바이어스 트랜지스터(21)의 영역에 배치되고, 도 7 및 도 8에 나타내

는 바와 같이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을 덮도록 형성 된다. 유지 커패시터(18)는 금속 배선층(35) 및 게이트 배선(17

G) 사이의 용량 결합에 의해 형성되고, 킥 커패시터(20)는 게이트 배선(17G) 및 화소 선택 스위치(13)의 소스 전극 

금속 배선(39) 사이의 용량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킥 커패시터(20) 및 유지 커패시터(18)의 용량치는, 노드(VG1) 및 

노드(VG2)에 기생적으로 형성되는 용량치에 비해서 극히 큰 값을 갖는다.

도 7에서는, 보텀 이미션을 상정하여 유기 EL 소자(16)를 TFT 배치 영역과 분리해서 배치하고 있지만, 평탄화된 층

간 막(44) 위에 화소 영역 전체 면을 사용하는 형태로 유기 EL 소자를 형성하는 톱 이미션 구조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접지 전원 배선(38)(GND) 및 발광 소자(16)의 구동 전원 배선인 VEL 전원선(35)은, 도 8에 나

타내는 금속 배선층(35나 39 등)과 동일층 내의 부분을 갖고, 접지 전원 배선(38)(GND)은 VEL 전원선(35)과 교차해

서 배치된다. 발광 소자(16)의 접지 전원(GND)인 공통 전극은, 발광 소자층의 최상면 전극으로서 별도로 형성되므로,

접지 전원 배선(38)(GND)에는 직접 발광 소자(16)의 구동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반도체 아일랜

드를 사용해서 VEL 전원선(35)과 입체 교차하는 부분을 형성하여도 화소 회로의 동작 특성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다음에 본 발명에 적용할 수 있는 발광 소자에 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이 적용할 수 있는 발광 소자는, 저분자, 고분자 혹은 덴드리머(dendrimer) 등의 발광 유기 재료를 이용한 유

기 EL 소자, 필드 이미션 소자(FED), 표면 전도형 이미션 소자(SED), 탄도 전자 방출 소자(BSD), 발광 다이오 드(LE

D) 등의 자발광 소자를 적절하게 들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구동 장치는, 상기한 발광 소자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광기록형의 프린터나 전자 복

사기 등의 기록 헤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전기 광학 장치는, 대화면 텔레비젼, 컴퓨터 모니터, 표시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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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장치, 휴대 전화기, 게임기, 전자 페이퍼, 비디오카메라, 디지털 스틸 카메라, 카 네비게이션(car navigation) 장

치, 카 스테레오, 운전 조작 패널,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비디오 플레이어, 페이저,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워드 프로

세서 등 화상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 각종 기기에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제법(製法)을 이용한 전기 광학 소자를 α-TFT 등의 모노 채널 TFT로 구성된 구동 회로

로 구동할 수 있으므로, 종래 불가능했던 대형 사이즈의 전기 광학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유기 EL 디스플레이

에 적용했을 경우, 매우 얇고 고화질인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실현시키는 액티브 기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윤곽이 샤

프한 동영상이나 표시의 밝기를 광범위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각 화소 구동 회로에 복수의 다른 종류의 주기적 제어

선이 주사선 방향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접속 단자 수를 늘리지 않고 주사선의 조합으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보다 고

정밀도로 표현력이 뛰어난 디스플레이를 실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

의 화소와,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은,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대응하는 주사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도통(導通)

이 제어되는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와,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과 전기 광학 재료에 의해 구성되는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전기 광학 소자에 접속된 구동 트랜지스터와, 제 1 전극과 제 2 전극에 의하여 용량을 형성하는 커패시터로서, 

상기 제 1 전극을 통하여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상기 커패시터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 및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 중 대응하는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를 전하량으로서 유지하고,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는 상기 커패시터에 유지된 상기 전하량에 

따라서 설정되고,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 중 대응하는 제 1 전원 배선과 상기 전기 광학 소자는 상기 구동 트랜지

스터를 통하여 당해 도통 상태에 따라서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제 2 전극은,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와 상기 화소 전극의 사이에서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2.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

의 화소와,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은,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대응하는 주사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도통이 제

어되는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와,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과 전기 광학 재료에 의해 구성되는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전기 광학 소자에 접속된 구동 트랜지스터와, 제 1 전극과 제 2 전극에 의하여 용량을 형성하는 커패시터로서, 상기 

제 1 전극을 통하여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상기 커패시터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 및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 중 대응하는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를 전하량으로서 유지하고,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는 상기 커패시터에 유지된 상기 전하량에 

따라서 설정되고,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 중 대응하는 제 1 전원 배선과 상기 전기 광학 소자는 상기 구동 트랜지

스터를 통하여 당해 도통 상태에 따라서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제 2 전극은,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와 상기 화소 전극의 사이에서 접속되고,

상기 제 2 전극과 제 1 소정 전위원(電位源)의 전기적 접속을 제어하는 스위치 수단을 도통함으로써 상기 제 2 전극은

상기 제 1 소정 전위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소정 전위는 상기 공통 전극의 전위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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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는 n채널 트랜지스터 혹은 p채널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는, 비정질(amorphous) 박막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에,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 중 대응하는 데이터선을 통하여 데이터 신호가 공급되기 이전에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데이터 신호를 유지하는 쪽의 전극은, 제 2 소정 전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은,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데이터 신호를 유지하는 쪽의 전극과 상기 제 2 소정 전

위의 접속을 제어하는 제 2 스위치 트랜지스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2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제어하는 주사 신호가 공급

되기 이전에 공급되는 주기(周期) 신호에 의하여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제어하는 상기 주기 신호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제어하는 주사 신호가 공급되기 이전에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기 광학 장치.

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에,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 중 대응하는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가,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에 의해 공급 차단될 때까지에는 상기 제 2 전극은, 상기 제 1 소정 전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은, 상기 제 1 소정 전위를 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에 포함되는 상기 제 2 전극에 공급하기 

위한 복수의 제 2 전원 배선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과 상기 복수의 제 2 전원 배선은 동일 금속 배선층 부분을 갖고, 서로 교차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12.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

의 화소와,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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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화소의 각각은,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대응하는 주사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도통이 제

어되는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와,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과 전기 광학 재료에 의해 구성되는 전기 광학 소자와, 상기 

전기 광학 소자에 접속된 구동 트랜지스터와, 제 1 전극과 제 2 전극에 의하여 용량을 형성하는 커패시터로서, 상기 

제 1 전극을 통하여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상기 커패시터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 및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 중 대응하는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를 전하량으로서 유지하고,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는 상기 커패시터에 유지된 상기 전하량에 

따라서 설정되고,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 중 대응하는 제 1 전원 배선과 상기 전기 광학 소자는 상기 구동 트랜지

스터를 통하여 당해 도통 상태에 따라서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제어하는 상기 주사 신호가 공급되기 이전에,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어

느 하나를 통하여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상기 전기 광학 소자가 비능동적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기 광학 장치.

청구항 13.
제 1 항, 제 2 항, 및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소자는 유기 EL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14.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복수의 전기 광학 소자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장치로서,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과, 상기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의 교차

부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화소 회로의 각각은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대응하는 주사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도통

이 제어되는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와, 상기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하는 전류를, 그 도통 상태에 의하여 제어하는 구

동 트랜 지스터와, 제 1 전극과 제 2 전극에 의하여 용량을 형성하는 커패시터로서, 상기 제 1 전극을 통하여 상기 구

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상기 커패시터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 및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 중 대응하는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데

이터 신호를 전하량으로서 유지하고,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는 상기 커패시터에 유지된 상기 전하량에 따라서 설정되고, 상기 도통 상태에 따

라 전류 레벨을 갖는 전류가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 중 대응하는 제 1 전원 배선으로부터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

를 통하여 상기 복수의 전기 광학 소자 중 대응하는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되고,

상기 제 2 전극은,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접속되고, 상기 데이터 신호가 상기 커패시터에 공급되기 전의 적

어도 일부의 기간에서,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상기 소스는 스위치 수단을 통하여 제 1 소정 전위로 전기적으로 접속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는, n채널 트랜지스터 혹은 p채널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 또는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는, 비정질 박막 트랜 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장치.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신호가 상기 커패시터에 공급되기 전의 적어도 일부의 기간에서,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데이터

신호를 유지하는 쪽의 전극은 제 2 소정 전위가 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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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 회로의 각각은,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데이터 신호를 유지하는 쪽의 전극과 상기 제 2 소

정 전위의 접속을 제어하는 제 2 스위치 트랜지스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2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제어하는 주사 신호가 공급

되기 이전에 공급되는 주기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제어하는 상기 주기 신호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제어하는 주사 신호가 공급되기 이전에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

동 장치.

청구항 20.
제 17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스위치 트랜지스터 및 상기 스위치 수단은, 모두 공통의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장

치.

청구항 21.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 회로의 각각은,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상기 소스의 전위를 상기 스위치 수단을 통하여 상기 제 1 

소정 전위로 설정하기 위한 복수의 제 2 전원 배선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과 상기 복수의 제 2 전원 배선은 동일 금속 배선층 부분을 갖고, 서로 교차하여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소정 전위는,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의 전위 및 상기 복수의 제 2 전원 배선의 전위 중, 어느 쪽인가 전

위가 낮은 전위와 동일 혹은 거의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장치.

청구항 24.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복수의 전기 광학 소자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장 치로서,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과, 상기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의 교차

부에 대응하여 배치된 복수의 화소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화소 회로의 각각은, 상기 복수의 주사선 중 대응하는 주사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사 신호에 의해 도통

이 제어되는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와, 상기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하는 전류를, 그 도통 상태에 따라 제어하는 구동 

트랜지스터와, 제 1 전극과 제 2 전극에 의하여 용량을 형성하는 커패시터로서, 상기 제 1 전극을 통하여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된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상기 커패시터는, 상기 제 1 스위치 트랜지스터 및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 중 대응하는 데이터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를 전하량으로서 유지하고,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는 상기 커패시터에 유지된 상기 전하량에 따라서 설정되고, 당해 도통 상태에 따

른 전류 레벨을 가지는 전류가 상기 복수의 제 1 전원 배선 중 대응하는 제 1 전원 배선으로부터 상기 구동 트랜지스

터를 통하여 상기 복수의 전기 광학 소자 중 대응하는 전기 광학 소자에 공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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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전극은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접속되고,

적어도 상기 커패시터가 상기 데이터 신호에 대응하는 전하량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상기 구동 트랜지스터의 상기

소스와 상기 게이트의 전위차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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