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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타이밍 컨트롤러와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을 구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개시된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 중에서 첫 번째 소스 드라이버사이에는

제1, 제2 및 제3버스들이 접속된다. 제1구간동안 클락신호는 상기 제1버스를 통하여 전송되고 제1동작제어신호는 상기

제2버스를 통하여 전송되고 제2동작제어신호는 상기 제3버스를 구성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제1데이터 라

인을 통하여 전송되고 극성제어신호는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제2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전송된다. 또한, 제

2구간동안 상기 클락신호는 상기 제1버스를 통하여 전송되고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는 상기 제2버스를 통하여 전송되고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는 상기 제3버스를 구성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전

송된다. 소스 드라이버는 각 구간에서의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의 상태와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의 상태에 조합에 기초하

여 데이터 시작신호 및 로드신호를 발생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는 신호들을 전송하는 신호선들의 개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TFT-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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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상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일반적인 TFT-LCD의 구조를 나타낸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TFT-LCD의 동작 타이밍 도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버스들과 소스 드라이버의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제1상세도를 나타낸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소스 드라이버의 제1회로도를 나타낸다.

도 6은 도 3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장치의 동작 제1타이밍 도를 나타낸다.

도 7은 도 3에 도시된 버스 및 드라이버의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제2상세도를 나타낸다.

도 8은 도 3에 도시된 소스 드라이버의 제2회로도를 나타낸다.

도 9는 도 3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장치의 동작 제2타이밍 도를 나타낸다.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타이밍 컨트롤러와 소스 드라이버사이에 접속되는 버스들의

수를 감소시킨 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일반적인 TFT-LCD의 구조를 나타낸다. 도 1을 참조하면, TFT-LCD (10)는 디스플레이 패널(12), 소스 드라이버

블락(14), 게이트 드라이버 블락(16), 타이밍 컨트롤러(18) 및 전원(power source; 20)을 구비한다.

디스플레이 패널(12)은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S1 내지 SN), 다수개의 스캔라인들(또는 '게이트 라인들'이라고도 한다;

G1 내지 GM), 및 도시되지 않은 다수개의 픽셀 전극들을 구비한다.

박막 트랜지스터들(Thin Film Transistors; TFTs)은 데이터 라인들과 픽셀 전극들사이에 접속된다. TFT의 게이트 전극

은 스캔 라인에 접속되고, TFT의 소스 전극은 데이터 라인에 접속되고, TFT의 드레인 전극은 픽셀 전극에 접속된다.

소스 드라이버 블락(14)은 도시되지 않은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을 구비하고, 타이밍 컨트롤러(18)로부터 출력되는 디

스플레이 데이터(DATA)와 각 제어신호(CLK, DIO, LOAD, POL), 및 전원(20)으로부터 출력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압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 패널(12)의 데이터 라인들(S1 내지 SN)을 구동한다.

타이밍 컨트롤러(18)는 수평동기신호, 수직 동기신호 및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수신하고, 각종의 신호들(CLK, DIO,

DATA, LOAD, POL)을 발생하고, 대응되는 신호(CLK, DIO, DATA, LOAD, 및 POL)를 각 버스(21, 22, 23, 24 및 25)를

통하여 소스 드라이버 블락(14)으로 출력한다.

등록특허 10-0604829

- 2 -



도 2는 도 1에 도시된 TFT-LCD의 동작 타이밍 도를 나타낸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클락신호(CLK)는 버스(21)를

통하여, 데이터 시작신호(DIO)는 버스(22)를 통하여, 디스플레이 데이터(DATA)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D00 내지

Dxx)로 구성되는 데이터 버스(23)를 통하여, 로드신호(LOAD)는 버스(24)를 통하여, 극성제어신호(POL)는 버스(25)를

통하여 소스 드라이버 블락(14)으로 전송된다.

또한, 부가적으로 데이터 반전신호(INV)는 타이밍 컨트롤러(18)와 소스 드라이버 블락(14)사이에 접속된 다른 버스(미도

시)를 통하여 소스 드라이버 블락(14)으로 전송될 수 있다.

클락신호(CLK)는 도트 클락신호라고도 한다. 데이터 시작신호(DIO)는 실질적인 디스플레이 데이터(DATA, 또는 'RGB데

이터'라고도 한다.)의 시작위치를 나타내는 신호이다.

따라서 상기 소스 드라이버의 소정의 데이터 래치(또는 레지스터)는 데이터 시작신호(DIO)가 논리 로우에서 논리 하이로

천이(transition)한 후 입력되는 클락신호(CLK)의 상승에지와 하강에지에 동기되어 디스플레이 데이터(DATA)를 수신하

고 저장한다.

로드 신호(LOAD)는 디스플레이 데이터(DATA)가 상기 소정의 래치(또는 레지스터)에 모두 저장된 후 활성화(예컨대 논

리 하이)되는 신호이다. 따라서 소스 드라이버는 상기 활성화된 로드 신호(LOAD)에 응답하여 상기 래치에 저장된 디스플

레이 데이터(DATA)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하고 디스플레이 패널(12)의 데이터 라인들(S1 내지 SN)로 구동한다.

이때 디스플레이 패널(12)의 데이터 라인들(S1 내지 SN)로 출력되는 디스플레이 데이터의 극성은 극성제어신호(POL)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또한, 데이터 반전신호(INV)는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DATA)를 반전시키기 위한 신호이다.

게이트 드라이버 블락(16)은 도시되지 않은 다수개의 게이트 드라이버들을 구비하고, 타이밍 컨트롤러(18)로부터 출력되

는 제어신호들과 전원(20)으로부터 출력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압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 패널(12)의 스캔 라인들(G1 내지

GM)을 연속적으로 구동한다.

타이밍 컨트롤러(18)는 도시되지 않은 호스트 컴퓨터에 의하여 설정된 내용에 따라 소스 드라이버 블락(14), 게이트 드라

이버 블락(16), 및 전원(20)의 동작을 제어한다.

전원(20)은 디스플레이 패널(12)을 구동하기 위한 필요한 전압과 다양한 전압 레벨들(예컨대, 그레이 스케일 전압들(gray

scale voltages)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전압들을 디스플레이 패널(12), 소스 드라이버 블락(14) 및 게이트 드라이버 블락

(16)으로 출력한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디스플레이 데이터(DATA)를 디스플레이 패널(12)로 구동하기 위하여, 타이밍 컨트롤러(18)와

소스 드라이버 블락(14)사이에는 기본적인 다섯 종류의 신호들(CLK, DIO, DATA, LOAD 및 POL)을 전송하기 위한 버스

들(21, 22, 23, 24 및 25)이 필수 불가결하게 접속된다.

따라서 배선면적이 증가하고,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소비하는 전류의 양도 많다. 또한, 상기 많은 버스들에 의하여 전자파

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타이밍 컨트롤러와 소스 드라이버 블락사이에 존재

하는 버스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는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클락신호를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

기 위한 제1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1동작 제어신호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제2버스;

및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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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구비하는 데이터 버스를 구비하며,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소정 구간동안 상기 제2버스와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

인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상기 소스 드라이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들 각각을 상기 소

스 드라이버로 출력한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소정의 구간동안 상기 제1동작 제어신호의 논리상태와 동일한 논리 상태를 갖는 제2동작 제

어신호를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 중에서 제1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력한다. 상기 소스 드라이

버는 상기 제1동작 제어신호와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래치한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소정의 구간동안 극성제어신호를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제2데이터 라인을 통

하여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력하는 경우, 상기 소스 드라이버는 상기 극성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출력될 디스플레이 데이

터의 극성을 제어한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소정의 구간동안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의 논리상태와 서로 다른 논리 상태를 갖는 제2동작

제어신호를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 중에서 제1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력하는 경우, 상기 소스

드라이버는 극성제어신호와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와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에 기초하여 출력될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출

력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는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클락신호를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

기 위한 제1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1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제2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반전신호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제3버스; 및 상기 타이밍 컨

트롤러로부터 출력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비하는 데이

터 버스를 구비하며,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소정 구간동안 상기 제2버스, 상기 제3버스와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상기 소스 드라이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들 각각을 상기 소스 드

라이버로 출력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타이밍 컨트롤러와 소스 드라이버를 구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타이밍 컨트롤

러와 상기 소스 드라이버사이에 접속되는 제1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소스 드라이버사이에 접속되는 제2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소스 드라이버사이에 접속되고 제1데이터 라인 제2데이터 라인, 및 제3데이터 라인을 구비

하는 데이터 버스; 및 제1구간동안 클락신호와 제1동작제어신호와 제2동작제어신호와 극성제어신호를 발생하고, 제2구

간동안 상기 클락신호와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와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를 발생하는 타이밍 컨트롤러를 구비하고,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제1구간동안 상기 클락신호를 상기 제1버스로 출력하고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제2버스

로 출력하고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제1데이터 라인으로 출력하고 상기 극성제어신호를 상기 제2데이터 라인으로

출력하고, 상기 제2구간동안 상기 클락신호를 상기 제1버스로 출력하고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제2버스로 출력하

고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제1데이터 라인 내지 제3데이터 라인 중에서 어느 하나의 데이터 라인으로 출력한다.

상기 제1구간동안 상기 제2버스 상의 신호의 논리 상태와 상기 제1데이터 라인상의 신호의 논리 상태는 동일한 논리 상태

를 갖고, 상기 제2구간동안 상기 제2버스 상의 신호의 논리 상태와 상기 제1데이터 라인상의 신호의 논리 상태는 서로 다

른 논리 상태를 갖는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는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 상기 다수

개의 소스 드라이버들 중에서 첫 번째 소스 드라이버와 타이밍 컨트롤러를 접속시키기 위한 다수개의 버스들을 구비하는

제1신호전송수단; 및 상기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두 개의 소스 드라이버들사이에 접속되는 다수개의 버스들을 구비

하는 제2신호전송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제1신호전송수단은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클락신호를 전송하는 제1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1동작제어신호를 전송하는 제2버스; 및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

수개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비하는 제1데이터 버스를 구비하며,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

터 라인은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상기 첫 번째 소스 드라이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전송한다.

상기 제2신호전송수단은 상기 클락신호를 전송하는 제3버스;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를 전송하는 제4버스; 및 상기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두 개의 소스 드라이버들 중에서 제1소스 드라이버를 통과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상기 시리얼 캐스

케이드로 접속된 두 개의 소스 드라이버들 중에서 제2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비하는 제2

데이터 버스를 구비하며, 상기 제1소스 드라이버에서 생성된 상기 제2소스 드라이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의 제2동작 제어신호는 상기 제2데이터 버스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상기 제2소스 드라이버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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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는 타이밍 컨트롤러;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다수개의 소스 드라

이버들을 구비하는 제1소스 드라이버 블락;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을 구비하는 제2소스

드라이버 블락;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제1소스 드라이버 블락 내의 상기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 중에서 첫 번째

소스 드라이버사이에 접속되는 1군의 버스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제2소스 드라이버 블락 내의 상기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 중에서 첫 번째 소스 드라이버사이에 접속되는 2군의 버스들; 상기 제1소스 드라이버 블락 내에서 시리

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두 개의 소스 드라이버들사이에 접속되는 3군의 버스들; 및 상기 제2소스 드라이버 블락 내에서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두 개의 소스 드라이버들사이에 접속되는 4군의 버스들을 구비한다.

상기 1 내지 4군의 버스들 각각은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발생된 클락신호를 전송하는 제1신호 패스; 상기 타이밍 컨

트롤러로부터 발생된 동작제어신호를 전송하는 제2신호패스; 및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발생된 디스플레이 데이터

를 전송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비하는 제3신호 패스를 구비하며,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소정의 구간동안 대

응되는 소스 드라이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다수개의 제어신호들을 발생하고, 상기 다수개의 제어신호들 중에서 적어

도 하나의 제어신호는 상기 소정 구간동안 상기 제2신호패스와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대응되는 데이터 라

인을 통하여 대응되는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는

디스플레이 패널(12), 타이밍 컨트롤러(320),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311, 312, 313,..., 314)을 구비하는 제1소스 드

라이버 블록,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315, 316, 317,..., 318)을 구비하는 제2소스 드라이버 블록, 및 다수개의 게이트

드라이버들(331,...,333)을 구비하는 게이트 드라이버 블록을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는 액티브 매트릭스 형태의 TFT-LCD(active matrix type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장치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버스 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액티브 매트릭스 형

태의 TFT-LCD장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311, 312, 313,..., 314)은 서로 시리얼 캐스케이드(serial cascade)로 접속되고, 다수개의 소

스 드라이버들(315, 316, 317,..., 318)은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다. 다수개의 게이트 드라이버들(331,...,333)은 시

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다.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311 내지 318)각각은 자기에게 할당된 디스플레이 패널(12)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동하고, 다

수개의 게이트 드라이버들(331,...,333)각각은 자기에게 할당된 스캔라인들을 구동한다.

또한, 제1소스 드라이버 블락과 제2소스 드라이버 블락은 타이밍 컨트롤러(320)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적으로 디스플레이

패널(12)의 상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조를 T-형(T-type) 시리얼 캐스케이드라 한다. 그러나 본 발명

에 따른 새로운 버스 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T-형 시리얼 캐스케이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는 전압구동방식 또는 전류구동방식에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시리얼 캐스케이드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311 내지 318)각각이 타이밍 컨트롤러

(320)로부터 출력되는 다양한 신호들을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의 첫 번째 소스 드라이버(311과 315)만이 타이밍

컨트롤러(320)로부터 출력되는 다양한 신호들을 직접 수신하고, 나머지 소스드라이버들(312 내지 314, 316 내지 318)각

각은 그 전단의 소스 드라이버의 출력을 수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버스들과 소스 드라이버의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제1상세도를 나타낸다. 즉,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부분(300)의 상세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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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세 개의 버스들(401 내지 403)은 타이밍 컨트롤러(320)와 제1소스 드라이버(311)사이에 접속

되고, 세 개의 버스들(404 내지 406)은 타이밍 컨트롤러(320)와 제2소스 드라이버(315)사이에 접속되고, 세 개의 버스들

(407 내지 409)은 제1소스 드라이버(311)와 제3소스 드라이버(312)사이에 접속되고, 세 개의 버스들(410 내지 412)은

제2소스 드라이버(315)와 제4소스 드라이버(316)사이에 접속된다.

각 버스(401과 407)는 클락신호(CLKR)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이고, 각 버스(404와 410)는 클락신호(CLKL)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이고, 각 버스(402와 408)는 동작제어신호(CDIOR)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이고, 각 버스(405와 411)는 동작제어

신호(CDIOL)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이다. 클락신호(CLKR)와 클락신호(CLKL)는 서로 동일한 신호인 것이 바람직하고, 동

작제어신호(CDIOR)와 동작제어신호(CDIOL)는 서로 동일한 제어신호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버스(403, 406, 409 및 412)는 디스플레이 데이터(DATAR, DATAL, DATAR1과 DATAL1)를 대응되는 소스

드라이버(311, 315, 312 및 316)로 전송하기 위한 버스로도 사용된다. 여기서 각 버스(403, 406, 409 및 412)는 다수개

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비한다.

도 1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장치와 도 4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장치를 비교해보면, 도 4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는 극

성제어신호(POL)를 전송하는 신호선과 로드신호(LOAD)를 전송하는 신호선이 제거되었다.

또한,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는 소정의 구간동안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각 제2버스(402와 405)로 전송된 신호

의 논리 상태와 각 데이터 버스(403과 406)를 구성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제1데이터 라인으로 전송된 신호

의 논리 상태의 조합에 기초하여 데이터 시작신호와 로드 신호를 각각 인식한다.

또한, 타이밍 컨트롤러(320)는 소정의 구간동안 극성제어신호를 각 데이터 버스(403과 406)를 구성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제2데이터 라인으로 출력한다. 즉, 상기 극성제어신호는 디스플레이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구간에 실려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버스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종래의 버스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비하여 버스(또는

신호선)의 수를 감소시킨다. 상기 버스의 수가 감소됨에 따라 디스플레이 장치가 소비하는 전류도 감소하고, 상기 디스플

레이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EMI도 감소한다.

여기서 각 버스(401 내지 412)로 전송된 각 신호(CLKR, CLKL, CDIOR, CDIOL, DATAR, DATAL, DATAR1, 및

DATAL1)는 싱글-엔디드(single ended)신호이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소스 드라이버의 제1회로도를 나타낸다. 도 3 및 도 5를 참조하면,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

는 양방향성(bi-direction)을 가진다. 즉, 소스 드라이버(311)는 타이밍 컨트롤러(320)로부터 출력된 다양한 신호들을 소

스 드라이버(312)로 전송하고, 소스 드라이버(315)는 타이밍 컨트롤러(320)로부터 출력된 다양한 신호들을 소스 드라이

버(316)로 전송한다.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의 구조는 소스 드라이버(311)의 구조와 동일하다.

소스 드라이버(311)는 제1송수신기(501), 제1입력버퍼(502), 제2송수신기 (503), 제2입력버퍼(504), 로직회로(505), 데

이터 래치 및 선택회로(506),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507), 및 출력버퍼(508)를 구비한다.

제1입력버퍼(502), 제2입력버퍼(504) 및 로직회로(505)가 신호들을 전송하는 방향은 타이밍 컨트롤러(320)로부터 출력

되는 제어신호들(SHL와 SHLB)의 논리 상태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도 6은 도 3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1동작 타이밍 도를 나타낸다.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각 소스 드라이버

(311 내지 318)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 데이터 버스(403, 406, 409 및 412)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D00

내지 Dxx)을 구비한다.

A구간에서, 타이밍 컨트롤러(320)는 클락신호(CLKR), 제1동작제어신호 (CDIOR)와 제2동작제어신호, 및 극성제어신호

(POL)를 발생한다.

상기 A구간동안, 타이밍 컨트롤러(320)는 클락신호(CLKR)를 버스(401)를 통하여 제1소스 드라이버(311)로 전송하고,

논리 로우(logic low; L)를 갖는 제1동작제어신호(CDIOR)를 버스(402)를 통하여 제1소스 드라이버(311)로 전송하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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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로우(L)를 갖는 제2동작제어신호를 버스(403)를 구성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D00 내지 Dxx)중에서 제1데이터

라인(D00)을 통하여 제1소스 드라이버(311)로 전송하고, 극성제어신호(POL)를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D00 내지

Dxx)중에서 제2데이터 라인(D01)을 통하여 제1소스 드라이버(311)로 전송한다.

제어신호(SHLB)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된 제1입력버퍼(502)는 각 버스(401, 402와 403)와 제1송수신기(501)를 통하여

입력되는 다양한 신호들(CLKR, CDIOR, DATAR)을 로직회로(505)로 전송한다. 이때 제2입력버퍼(504)는 제어신호

(SHL)에 응답하여 디스에이블된다. 제어신호들(SHL과 SHLB)은 서로 상보적인 신호들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A구간에서, 로직회로(505)는 논리 로우(L)를 갖는 제1동작제어신호 (CDIOR)와 논리 로우(L)를 갖는 제2동작제어신

호의 조합을 데이터 시작신호로서 인식한다. 그리고 로직회로(505)는 극성제어신호(POL)를 수신하고 래치한다. 상기 극

성제어신호(POL)는 래치된 디스플레이 데이터의 출력극성을 결정하는 신호로 사용된다.

디스플레이 데이터 전송구간(TD)동안, 타이밍 컨트롤러(320)는 제1버스(401)를 통하여 클락신호(CLKR)를 제1소스 드

라이버(311)로 전송하고, 논리 하이를 갖는 제1동작제어신호(CDIOR)를 제2버스(402)를 통하여 제1소스 드라이버(311)

로 전송하고, 디스플레이 데이터(DATAR)를 데이터 라인들(D00 내지 Dxx)을 통하여 제1소스 드라이버(311)로 전송한다.

로직회로(505)는 수신된 디스플레이 데이터(DATAR)를 데이터 래치 및 선택회로(506)로 출력하고, 데이터 래치 및 선택

회로(506)는 클락신호(CLKR)의 상승에지와 하강에지에 동기되어 제1소스 드라이버(311)에 할당된 디스플레이 데이터

(DATAR)를 수신하고 래치한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507)는 대응되는 감마 보정전압(GCV)에 응답하여 디스플레이

데이터(DATAR)를 아날로그 신호들로 변환한다.

제1소스 드라이버(311)에 할당된 디스플레이 데이터(DATAR)가 데이터 래치 및 선택회로(506)에 모두 래치되기 전에, 제

1소스 드라이버(311)는 디스플레이 데이터 전송구간(TD)에서 논리 로우(L)를 갖는 제1동작제어신호(CDIOR)를 생성하여

버스(408)를 통하여 제2소스 드라이버(312)로 전송하고, 논리 로우(L)를 갖는 제2동작제어신호를 생성하여 버스(409)를

구성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제1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제2소스 드라이버(312)로 전송하고, 래치된 극성제어

신호 (POL)를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제2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제2소스 드라이버(312)로 전송한다.

따라서 제2소스 드라이버(312)는 논리 로우(L)를 갖는 제1동작제어신호 (CDIOR)와 논리 로우(L)를 갖는 제2동작제어신

호를 수신하고, 제2소스 드라이버 (312)에 할당된 디스플레이 데이터(DATAR1)를 수신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제2소스

드라이버(312)는 클락신호(CLKR)의 상승에지와 하강에지에 동기되어 제2소스 드라이버(312)에 할당된 디스플레이 데이

터(DATAR)를 래치한다.

즉, 클락신호(CLKR)는 버스(407)를 통하여 제2소스 드라이버(312)로 전송되고, 제1소스 드라이버(311)는 제1동작제어

신호(CDIOR)를 생성하여 버스(408)를 통하여 제2소스 드라이버(312)로 전송하고,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를 생성하여 버

스 (409)를 구성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제1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제2소스 드라이버(312)로 전송하고, 극성

제어신호(POL)를 생성하여 버스(409)를 구성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제2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제2소스 드

라이버 (312)로 전송한다. 따라서 제2소스 드라이버(312)는 디스플레이 데이터 전송구간 (TD)에서 제2소스 드라이버

(312)에 할당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수신하고 저장한다.

상술한 동작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데이터 전송구간(TD)동안,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는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에 할당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수신하고 저장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는 클락신호(CLKR와 CLKL)의 상승에지와 하강에지에 모두 동기되어 디

스플레이 데이터를 저장한다.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에 할당된 디스플레이 데이터가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에 모두 저장되면, 메모

리 컨트롤러(320)는 B구간동안 대응되는 버스(402, 405, 408 및 411)를 통하여 논리 로우를 갖는 제1동작제어신호

(CDIOR 또는 CDIOL)와 대응되는 버스(403, 406, 409 및 412)의 어느 하나의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논리 하이(H) 갖는

제2동작제어신호를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로 출력한다.

도 3에 도시된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의 로직회로(505)는 논리 로우(L)를 갖는 제1동작제어신호(CDIOR 또는

CDIOL)와 논리 하이(H)를 갖는 제2동작제어신호에 기초하여 로드신호(LOAD)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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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스 드라이버들(311 내지 318)각각은 극성제어신호(POL)와 로드신호(LOAD)에 응답하여 디스플레이 데이터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 패널(12)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동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데이터는 디스플레이 패널(12)상에서 디

스플레이된다. 상기 극성제어신호(POL)는 새로운 극성제어신호가 입력될 때까지 로직회로에 래치된다.

각 구간에서의 제어신호들의 논리상태와 상기 제어신호들의 조합에 따라 인식 또는 발생되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신호들

을 표1로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능  구간  CDIOR, 또는 CDIOL  D00  D01  다른 데이터 라인

 데이터 시작 신호  A  Low  Low  Don't care  Don't care

 극성제어신호  A  Low  Low  POL특성  Don't care

 LOAD신호  B  Low  High  Don't care  Don't care

도 7은 도 3에 도시된 버스들과 소스 드라이버의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제2상세도를 나타낸다. 타이밍 컨트롤러(320)로부

터 각 버스(601 내지 616)로 출력되는 각 신호들을 차동신호들이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는 소모되는 전류를 감소

시키기 위하여 데이터 반전신호(INV)를 사용한다.

도 8은 도 3에 도시된 소스 드라이버의 제2회로도를 나타낸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각 송수신기(501 내지 503)는 대

응되는 네 개의 버스들(601 내지 604, 또는 609 내지 612)과 접속된다. 도 9는 도 3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2동작

타이밍 도를 나타낸다.

도 3, 및 도 7 내지 도 9를 참조하면, 네 개의 버스들(601 내지 604)은 타이밍 컨트롤러(320)와 제1소스 드라이버(311)사

이에 접속되고, 네 개의 버스들(605 내지 608)은 타이밍 컨트롤러(320)와 제2소스 드라이버(315)사이에 접속되고, 네 개

의 버스들(609 내지 612)은 제1소스 드라이버(311)와 제3소스 드라이버(312)사이에 접속되고, 네 개의 버스들(605 내지

608)은 제2소스 드라이버(315)와 제4소스 드라이버(316)사이에 접속된다.

각 버스(601과 609)는 클락신호(CLKR)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이고, 각 버스(605와 613)는 클락신호(CLKL)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이다. 여기서 오른쪽에 배치된 소스 드라이버들을 위한 클락신호(CLKR)와 왼쪽에 배치된 소스 드라이버들을 위

한 클락신호(CLKL)은 서로 동일한 신호인 것이 바람직하다.

각 버스(602와 610)는 제어신호(CDIOR)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이고, 각 버스 (606과 614)는 제어신호(CDIOL)를 전송하

기 위한 버스이다. 여기서 오른쪽에 배치된 소스 드라이버들을 위한 제어신호(CDIOR)와 왼쪽에 배치된 소스 드라이버들

을 위한 제어신호(CDIOL)는 동일한 신호인 것이 바람직하다.

각 버스(603과 611)는 제2동작제어신호 또는 데이터 반전신호(INVR)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이고, 각 버스(607과 615)는

제2동작제어신호 또는 데이터 반전신호 (INVR)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이다.

도 7 및 도 9를 참조하면, A구간과 B구간에서 각 버스(603, 607, 611 및 615)는 제2동작제어신호를 전송하고, 디스플레

이 데이터 전송구간(TD)에서 각 버스(603, 607, 611 및 615)는 데이터 반전신호(INVR 또는 INVL)를 전송한다.

각 데이터 버스(604, 608, 612 및 616)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D00 내지 Dxx)을 구비한다. A구간에서 각 데이터 버스

(604, 608, 612 및 616)의 하나의 데이터 라인(D01)은 극성제어신호(POL)를 소스 드라이버(311 또는 315)로 전송하고,

디스플레이 데이터 전송구간(TD)에서 각 데이터 버스(604, 608, 612 및 616)는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에 할당

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로 전송한다.

데이터 전송구간(TD)동안, 첫 번째 소스 드라이버(311과 315)는 A구간동안 수신된 제1동작제어신호(CDIOR 또는

CDIOL)를 이용하여 다음 단의 소스 드라이버 (312와 316)에서 사용될 제1동작제어신호(CDIOR 또는 CDIOL)를 생성하

고 생성된 제1동작제어신호(CDIOR 또는 CDIOL)를 대응되는 버스(610과 614)를 통하여 다음 단의 소스 드라이버(312와

316)로 출력한다.

등록특허 10-0604829

- 8 -



그리고 첫 번째 소스 드라이버(311과 315)는 A구간동안 수신된 극성제어신호 (POL)를 이용하여 다음 단의 소스 드라이

버(312와 316)에서 사용될 극성제어신호 (POL)를 생성하고 생성된 극성제어신호(POL)를 대응되는 데이터 버스(612와

616)의 하나의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다음 단의 소스 드라이버(312와 316)로 출력한다.

그리고 첫 번째 소스 드라이버(311과 315)는 A구간동안 버스(603)를 통하여 수신된 제2동작제어신호를 이용하여 다음

단의 소스 드라이버(312와 316)에서 사용될 제2동작제어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제2동작제어신호를 대응되는 버스(611

과 615)를 통하여 다음 단의 소스 드라이버(312와 316)로 출력한다.

여기서 제1동작제어신호(CDIOR 또는 CDIOL), 극성제어신호(POL) 및 제2동작제어신호는 A구간동안 동시에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1동작제어신호 (CDIOR 또는 CDIOL), 극성제어신호(POL) 및 제2동작제어신호는 각 소스 드라

이버 (312와 316)에 할당된 디스플레이 데이터가 각 소스 드라이버(311과 315)로부터 각 소스 드라이버(312와 316)로

전송되기 전에 각 소스 드라이버(312와 316)로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에 할당된 디스플레이 데이터가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에 모두 저장되면, B구

간에서 메모리 컨트롤러(320)는 대응되는 버스(602, 606, 610, 614)를 통하여 논리 로우(L)를 갖는 제1동작제어신호

(CDIOR 또는 CDIOL)를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로 출력하고, 대응되는 버스 (603, 607, 611, 615)를 통하여 논

리 하이(H) 갖는 제2동작제어신호를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로 출력한다.

도 8에 도시된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의 로직회로(505)는 논리 로우(L)를 갖는 제1동작제어신호(CDIOR 또는

CDIOL)와 논리 하이(H) 갖는 제2동작제어신호에 응답하여 로드신호(LOAD)를 발생한다.

따라서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는 극성제어신호(POL)와 로드신호 (LOAD)에 응답하여 디스플레이 패널(12)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동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데이터는 디스플레이 패널(12)상에서 디스플레이된다. 본 발명에 따른 타

이밍 컨트롤러(320)와 각 소스 드라이버(311 내지 318)는 제1동작제어신호, 제2동작제어신호 및 극성제어신호를 포함하

는 신호들의 전송규칙, 및 상기 신호들이 전송되는 버스(또는 대응되는 데이터 라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다. 도 10을 참조하면, 디스플레이 장치(1000)는

타이밍 컨트롤러(320), n(여기서 n은 자연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311, 312, ..., 314) 및 m(여기서 m은 자연수)개의 게

이트 드라이버들(331,...,333)을 구비한다.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311, 312, ..., 314)은 서로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되고, 타이밍 컨트롤러(320)와 소스 드라

이버(311)사이에 접속되는 버스구조는 도 4와 도 7에 각각 도시된 타이밍 컨트롤러(320)와 소스 드라이버(311)사이에 접

속되는 버스구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타이밍 컨트롤러(320)와 소스 드라이버(311)사이에 데이터 반전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가 더 구비되는 경우, 각 소스 드라이버들 사이에도 상기 데이터 반전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가 더

구비될 수 있다.

또한, 소스 드라이버들(311과 3122)사이에 접속되는 버스의 구조는 도 4와 도 7에 각각 도시된 타이밍 컨트롤러(320)와

소스 드라이버(311)사이에 접속되는 버스구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도 6 및 도 9에 도시된 타이밍 도로부터 도 10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장치

(1000)의 동작이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 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

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버스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타이밍 컨트롤러와 소스 드라이버사이에 접속되는

버스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줄어든 버스들의 수만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가 소비하는 전류가 감소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가 발생하는 EMI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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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버스들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배선의 두께 및/또는 배선의 간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전류 구동방식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경우, 패널 배선저항의 감소로 인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의 성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클락신호를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제1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1동작 제어신호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제2버스; 및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비하는 데이터 버스를 구비하며,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제1구간동안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제1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제2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

력하고, 제2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극성제어신호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력하고,

제2구간동안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제2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소스 드

라이버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버스, 상기 제2버스, 상기 데이터 버스 상의 신호들은 싱글 엔디드(single-ended)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반전신호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제3버스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버스, 상기 제2버스, 상기 데이터 버스, 및 상기 제3버스 상의 신호들 각각은 차동신호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소정의 구간동안 상기 제1동작 제어신호의 논리상태와 동일한 논리 상태를

갖는 제2동작 제어신호를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 중에서 제1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력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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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드라이버는 상기 제1동작 제어신호와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데

이터를 래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소정의 구간동안 극성제어신호를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제2데이터 라인을 통

하여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력하고,

상기 소스 드라이버는 상기 극성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출력될 디스플레이 데이터의 극성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소정의 구간동안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의 논리상태와 서로 다른 논리 상태

를 갖는 제2동작제어신호를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 중에서 제1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드라이버는 극성제어신호와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와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에 기초하여 출력

될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0.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클락신호를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제1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1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제2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반전신호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제3버스; 및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비하는 데이터 버스를 구비하며,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제1구간동안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제1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제2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

력하고, 제2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극성제어신호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력하고,

제2구간동안 상기 제2버스, 상기 제3버스와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제

2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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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극성제어신호를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데이터 라인

을 통하여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소정 구간동안 동일한 논리 상태를 갖는 상기 제1동작제어와 상기 데이터

반전신호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소정 구간동안 서로 다른 논리 상태를 갖는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와 상기

데이터 반전신호를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4.

타이밍 컨트롤러와 소스 드라이버를 구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소스 드라이버사이에 접속되는 제1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소스 드라이버사이에 접속되는 제2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소스 드라이버사이에 접속되고, 제1데이터 라인, 제2데이터 라인 및 제3데이터 라인을 구비

하는 데이터 버스; 및

제1구간동안 클락신호와 제1동작제어신호와 제2동작제어신호와 극성제어신호를 발생하고, 제2구간동안 상기 클락신호

와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와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를 발생하는 타이밍 컨트롤러를 구비하고,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제1구간동안 상기 클락신호를 상기 제1버스로 출력하고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제2

버스로 출력하고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제1데이터 라인으로 출력하고 상기 극성제어신호를 상기 제2데이터 라인

으로 출력하고, 상기 제2구간동안 상기 클락신호를 상기 제1버스로 출력하고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제2버스로 출

력하고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제1데이터 라인 내지 제3데이터 라인 중에서 어느 하나의 데이터 라인으로 출력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구간동안 상기 제2버스 상의 신호의 논리 상태와 상기 제1데이터 라인상의 신호의 논리 상태는 동일한 논리 상태

를 갖고,

상기 제2구간동안 상기 제2버스 상의 신호의 논리 상태와 상기 제1데이터 라인상의 신호의 논리 상태는 서로 다른 논리 상

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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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발생하고,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제1구간과 상기 제2구간사이에 존재하는 데이터 구간동안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버스를 통하여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버스, 상기 제2버스, 상기 데이터 버스상의 신호들은 싱글 엔디드(single-ended)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8.

타이밍 컨트롤러와 소스 드라이버를 구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소스 드라이버사이에 접속되는 제1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소스 드라이버사이에 접속되는 제2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소스 드라이버사이에 접속되는 제3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소스 드라이버사이에 접속되고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비하는 데이터 버스; 및

제1구간동안 클락신호와 제1동작제어신호와 제2동작제어신호와 극성제어신호를 발생하고, 제2구간동안 상기 클락신호

와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와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를 발생하는 타이밍 컨트롤러를 구비하고,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제1구간동안 상기 클락신호를 상기 제1버스로 출력하고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제2

버스로 출력하고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제3버스로 출력하고 상기 극성제어신호를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데이터 라인으로 출력하고, 상기 제2구간동안 상기 클락신호를 상기 제1버스로 출력하고 상기 제1동

작제어신호를 상기 제2버스로 출력하고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제3버스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

이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구간동안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와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는 동일한 논리 상태를 갖고,

상기 제2구간동안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와 상기 제2동작제어신호는 서로 다른 논리 상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디스플레이 데이터와 데이터 반전신호를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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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제1구간과 상기 제2구간사이에 존재하는 데이터전송구간동안 상기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상

기 데이터 버스를 통하여 상기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고, 상기 데이터 반전신호를 상기 제3버스를 통하여 상기 소스 드라

이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버스, 상기 제2버스, 상기 제3버스, 및 상기 데이터 버스상의 신호들은 차동 신호들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2.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

상기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 중에서 첫 번째 소스 드라이버와 타이밍 컨트롤러를 접속시키기 위한 다수개의 버스들을

구비하는 제1신호전송수단; 및

상기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두 개의 소스 드라이버들사이에 접속되는 다수개의 버스들을 구비하는 제2신호전송수

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1신호전송수단은,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클락신호를 전송하는 제1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1동작제어신호를 전송하는 제2버스; 및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비하는 제1데이터 버스

를 구비하고,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제1구간동안 상기 제1데이터 버스의 제1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제2동작제어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제1데이터 버스의 제2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극성제어신호를 전송하고,

제2구간동안 상기 제1데이터 버스의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제2동작

제어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소정 구간동안 다수개의 제어신호들을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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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를 상기 제1버스로 전송하고, 상기 다수개의 제어신호들 중에서 제2동작제

어신호를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제1데이터 라인으로 전송하고, 상기 다수개의 제어신호들 중에서 제3동작

제어신호를 상기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제2데이터 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신호전송수단은,

상기 클락신호를 전송하는 제3버스;

상기 제1동작제어신호를 전송하는 제4버스; 및

상기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두 개의 소스 드라이버들 중에서 제1소스 드라이버를 통과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상기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두 개의 소스 드라이버들 중에서 제2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

비하는 제2데이터 버스를 구비하며,

상기 제1소스 드라이버에서 생성된 상기 제2소스 드라이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2동작 제어신호는

상기 제2데이터 버스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상기 제2소스 드라이버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

플레이 장치.

청구항 27.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타이밍 컨트롤러; 및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을 구비하는 제1소스 드라이버 블락;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을 구비하는 제2소스 드라이버 블락;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제1소스 드라이버 블락 내의 상기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 중에서 첫 번째 소스 드라이버

사이에 접속되는 1군의 버스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와 상기 제2소스 드라이버 블락 내의 상기 다수개의 소스 드라이버들 중에서 첫 번째 소스 드라이버

사이에 접속되는 2군의 버스들;

상기 제1소스 드라이버 블락 내에서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두 개의 소스 드라이버들사이에 접속되는 3군의 버스들;

및

상기 제2소스 드라이버 블락 내에서 시리얼 캐스케이드로 접속된 두 개의 소스 드라이버들사이에 접속되는 4군의 버스들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1 내지 4군의 버스들 각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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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발생된 클락신호를 전송하는 제1신호 패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발생된 동작제어신호를 전송하는 제2신호패스; 및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발생된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비하는 제3신호 패스를

구비하며,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소정의 구간동안 대응되는 소스 드라이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다수개의 제어신호들을 발생하

고,

상기 다수개의 제어신호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제어신호는 상기 소정 구간동안 상기 제2신호패스와 상기 다수개의 데이

터 라인들 중에서 대응되는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대응되는 소스 드라이버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

치.

청구항 29.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1클락신호를 제1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제1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1동작 제어신호를 상기 제1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제2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1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상기 제1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비하는 제1데이터 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2클락신호를 제2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제3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2동작 제어신호를 상기 제2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제4버스; 및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2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상기 제2소스 드라이버로 전송하기 위한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을 구비하는 제2데이터 버스;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소정 구간동안 상기 제2버스와 상기 제1데이터 버스를 구성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상기 제1소스 드라이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들 각각을 상기 제1소스 드

라이버로 출력하고,

상기 타이밍 컨트롤러는 상기 소정 구간동안 상기 제4버스와 상기 제2데이터 버스를 구성하는 다수개의 데이터 라인들 중

에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상기 제2소스 드라이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들 각각을 상기 제2소

스 드라이버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클락신호와 상기 제2클락신호는 동일한 신호이고, 상기 제1동작 제어신호와 상기 제2동작 제

어신호는 동일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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