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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엘씨디(LCD) 구동전압 공급회로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주파수와 입
력주파수가 동일하므로 전력 소모가 많고, 노이즈에 영향을 받기 쉬워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엘씨디 콘트롤러로부터 입력되는 색신호 데이터를 제1제어신호(T1)에 따라 홀수번째 데
이터와 짝수번째 데이터로 분리하여 입력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 처리된 데이터를 제2제어신호(T2)에 
따라 클럭(CLK)에 맞추어 출력하는 제1, 제2 입력부(21)(22)와 ; 상기 제1, 제2입력부(21)(22)로 입력되

는 클럭(CLOCK)을  분주하여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주파수를 줄이기 위한 분주기(23)와 ; 상기 분

주기(23)를 통해 분주된  클럭마다 시프트 레지스터 스타트펄스(SSP) 신호가 N개의 시프트 레지스터
를 순차적으로 시프트하여 출력될 때 상기 제1, 제2입력부(21)(22)의 색신호 데이터를 다음단으로 전송하
도록 하는 시프트 레지스터부(24)와 ;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부(24)의 시프트 레지스터 스타트펄스(SSP)신
호에 의해 제1, 제2입력부(21)(22)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다음 색신호 데이터가 전송될 때까지 갖고 있
다가 출력 인에이블신호(OE)가 입력되면 다음단으로 전송하는 래치부(25)와 ; 상기 래치부(25)로부터 전
송되는 디지탈의 색신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26)와 ; 
상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26)의 출력신호를 엘씨디 패널로 출력가능한 레벨로 버퍼링하여 최종 출력

하는 출력 버퍼부(27)를 구성하여, 시프트 레지스터부(24)의 동작주파수를 입력주파수의 로 분주하

여 줄이고, 이 로 줄어든 동작주파수로 시프트 레지스터를 동작시켜 전력소모를 줄이도록하고,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부의 동작주파수를 낮춤으로써 노이즈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엘씨디(LCD) 패널의 구동전압 공급회로도.

도 2는 본 발명 엘씨디(LCD) 패널의 구동전압 공급회로도.

도 3은 도 2에서, 시프트 레지스터부의 상세 회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 : 엘씨디 콘트롤러21 : 제1입력부

22 : 제2입력부23 : 분주기

24 : 시프트 레지스터부25 : 래치부

26 :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27 : 출력 버퍼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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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엘씨디(LCD)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시프

트 레지스터의 동작주파수를 입력주파수의 로 만들고, 이 만들어진 주파수로 동작하도록 함으로써 전
력소모를 감소하도록 함과 아울러 노이즈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한 엘씨디(LCD) 패널의 구동전압 공급회
로에 관한 것이다.

종래 엘씨디(LCD) 패널의 구동전압 공급회로도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엘씨디 콘트롤러(10)에서 전
송되는 색신호(R.G.B)를 한 클럭(CLK)에 6비트씩 처리하고, 이 처리한 색신호 데이터(R[5 : 0], G[5 :], 
B[5 : 0])를 출력하는 입력부(11)와 ; 여러 개의 시프트 레지스터가 직렬로 연결된 블록으로 이루어져 시
프트 레지스터 스타트 펄스(SSP)신호가 입력되면, 클럭(CLK)에 의해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 스타트 펄스
(SSP)신호가 시프트되어 출력되는 시프트 레지스터부(12)와 ; 상기 입력부(11)의 출력 데이터가 시프트 
레지스터부(12)의 출력신호에 의해 제어되어 입력될 때 한 라인에 해당하는 데이터 만큼 입력되면 출력 
인에이블신호(OE)에 의해 출력하는 래치부(13)와 ; 상기 래치부(13)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탈의 색신호 데
이터를 아날로그의 색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14)와 ;  상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14)의 출력신호를 출력가능한 신호로 버퍼링하여 엘씨디 패널의 각 픽셀에 인가해주는 출력 버퍼
부(15)로 구성된다.

이와같이 구성된 종래 기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로부터 색신호(R.G.B)와 동기신호(H-SYNC)(V-SYNC)가 각각 입력되면 엘씨디 콘트롤러(10)는 수평동기
신호(H-SYNC)와 수직동기신호(V-SYNC)에 각각 동기시킨 색신호를 입력부(11)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입력부(11)는 엘씨디 콘트롤러(10)로부터 전송된 색신호를 한 클럭(CLK)에 6비트씩 처리한
다.

따라서 상기 입력부(11)는 색신호(R.G.B)에 각각에 대해 6비트씩 처리한 전체 18비트의 색신호 데이터
(R[5 : 0] G[5 : 0] B[5 : 0])를 래치부(13)로 출력한다.

이때 여러 개의 시프트 레지스터가 직렬로 연결된 블록인시프트 레지스터부(12)는 SSP신호가 첫 번째 시
프트 레지스터에 인가되면, 입력되는 클럭(CLK)에 의해 순차적으로 SSP신호가 시프트된다.

이렇게 시프트되다가 마지막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해 SSP신호가 출력될 때에만 입력부(11)에서 출력되는 
색신호가 래치부(13)에 입력된다.

그러면 상기 래치부(13)는 시프트 레지스터부(12)의 출력신호에 의해 입력부(11)의 색신호의 데이터를 다
음의 색신호가 입력될 때까지 갖고 있다가 출력 인에이블신호(OE)가 입력되면,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
(14)로 전송된다.

이에 상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14)는 래치부(13)에서 전송된 디지탈의 색신호 데이터를 아날로그의 
색신호로 변환시켜 출력 버퍼부(15)로 전송한다.

상기 출력 버퍼부(15)는 아날로그 색신호(R.G.B)를 출력가능한 레벨로 버퍼링하여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출력 버퍼부(15)의 출력 전압은 엘씨디( LCD) 패널의 각 픽셀에 공급되어 색신호 데이터 전
압으로 동작한다.

이에 따라 엘씨디 패널이 구동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에서와 같은 종래 기술에서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주파수와 입력주파수(CLK)가 동일하므로 
전력 소모가 많고, 노이즈에 영향을 받기 쉬워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를 일으킬 수 있는 문
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기에서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주파수를 입력

주파수로 로 줄이고, 이 줄여진 주파수로 동작하도록 함으로써 전력 소모를 줄이도록 한 엘씨디
(LCD) 패널의 구동전압 공급회로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주파수를 입력주파수에 비해 로 줄임으로써 노이즈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한 엘씨디(LCD) 패널의 구동전압 공급회로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엘씨디(LCD) 패널의 구동전압 공급 회로도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엘씨디 콘트롤러로부터 입력되는 색신호 데이터를 제1제어신호(T1)에 따라 홀수 번째 데이터와 짝
수 번째 데이터로 분리하여 입력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 처리된 데이터를 제2제어신호(T2)에 맞추어 

출력하는 제1, 제2입력부(21)(22)와 ; 상기 제1, 제2 입력부(21)(22)로 입력되는 클럭(CLOCK)을  
분주하여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주파수를 줄이기 위한 분주기(23)와 ; 상기 분주기(23)를 통해 분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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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럭마다 시프트 레지스터 스타트펄스(SSP)신호가 N개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순차적으로 시프트하여 
출력될 때 상기 제1, 제2입력부(21)(22)의 색신호 데이터를 다음단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시프트 레지스터
부(24)와 ;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부(24)의 시프트 레지스터 스타트펄스(SSP)신호에 의해 제1, 제2입력부
(21)(22)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다음 색식호 데이터가 전송될 때까지 갖고 있다가 출력 인에블신호(OE)
가 입력되면 다음단으로 전송하는 래치부(25)와 ; 상기 래치부(25)로부터 전송되는 디지탈의 색신호 데이
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26)와 ; 상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
(26)의 출력신호를 엘씨디 패널로 출력가능한 레벨로 버퍼링하여 최종 출력하는 출력 버퍼부(27)로 구성
한다.

그리고,  상기에서 시프트 레지스터부(24)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프트 레지스터 스타트 펄스
(SSP)와 클럭(CLOCK)를 제1데이터 입력단(D1)과 클럭단(CLK1)으로 각각 입력받는 첫 번째 시프트 레지스
터(SR1)의 출력단(OUT1) 및 제2데이터 입력단(D1')은 세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SR3)의 제1데이터 입력단
(D3) 및 출력단(OUT3)과 연결하고,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 스타트 펄스(SSP)와 클럭(CLOCK)을 제1데이터 
입력단(D2)과 클럭단(CLK2)로 입력받는 두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SR2)의 출력단(OUT2) 및 제2데이터 입력
단(D2')은 네 번째 시스트 레지스터(SR4)의 제1데이터 입력단(D4) 및 출력단(OUT4)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홀수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는 홀수 번째 레지스터의 입출력단을 서로 연결하고, 짝수 번째 시프트 레지스
터는 짝수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의 입출력단을 서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동작 및 작용 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로부터 색신호(R.G.B)와 동기신호(H-SYNC)(V-SYNC)가 각각 입력되면 엘씨디 콘트롤러(20)는 수평동기
신호(H-SYNC)와 수직동기신호(V-SYNC)에 각각 동기시킨 색신호를 각각 제1입력부(21)와 제2입력부(22)로 
전송한다.

이렇게 전송되는 색신호(R.G.B)는 제1제어신호(T1)에 의하여 제1입력부(21)에 입력될 것인지 제2입력부
(22)에 입력될 것인지 결정된다.

즉 입력 데이터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1제어신호(T1)가 제1입력부(21)로 입력될 때 낫 게이트(I1)
에 의해 반전된 제1제어신호가 제2입력부(22)로 입력되므로, 상기 제1입력부(21)는 엘씨디 콘트롤러(20)
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제2입력부(22)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대로, 입력 데이터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하는 제1제어신호(T1)가 제1입력부(21)로 입력될 때 낫 게이트
(I1)에 의해 반전된 제1제어신호가 제2입력부(22)로 입력되므로, 상기 제1입력부(21)는 엘씨디 콘트롤러
(20)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2입력부(22)는 상기 엘씨디 콘트롤러(20)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들인다.

결국 제1입력부(21)가 색신호(R.G.B)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제2입력부(22)는 동작하지 않게 되고 이전
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홀드(hold)하고, 제2입력부(22)가 색신호(R.G.B)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제1입
력부(21)는 동작하지 않게 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홀드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제1입력부(21)와 제2입력부(22)는 엘씨디 콘트롤러(20)로부터 전송되는 색신호(R.G.B)를 한 
클럭(CLK)에 6비트씩 처리하므로, 제1입력부(21)에서 처리되는 색신호 데이터는 18비트이고, 제2입력부
(22)에서 처리되는 색신호 데이터도 18비트가 된다.

이렇게 엘씨디 콘트롤러(20)로부터 출력되는 색신호 데이터를 제1제어신호(T1)에 따라 교대로 받아들인 
데이터가  상기  제1입력부(21)와  제2입력부(22)에  모두  입력되면,  제2제어신호(T2)가  제1, 제2입력부
(21)(22)에 입력되고, 이에 따라 제1입력부(21)와 제2입력부(22)는 처리된 데이터를 동시에 래치부(25)로 
출력한다.

결국 제1입력부(21)와 제2입력부(22)에서 처리된 36비트의 색신호 데이터가 래치부(25)로 출력되는 것이
다.

이때 분주기(23)는  시프트 레지스터부(24)의  동작  주파수를 줄이기 위하여 제1입력부(21)와 제2입력부

(22)로 각각 입력되는 클럭(CLOCK)을 받아들여 로 분주한다.

이렇게 분주하여 얻어진 클럭( CLOCK)을 분주기(23)가 시프트 레지스터부(24)로 출력하면,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부(24)는 입력되는 시프트 레지스터 스타트 펄스(SSP)를 클럭에 동기시켜 여러 개가 
직렬로 연결된 시프트 레지스터를 순차적으로 시프트된다.

순차적으로 시프트 되다가 마지막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과하여 래치부(25)로 출력될 때, 상기 래치부(2
5)는 제1입력부(21)와 제2입력부(22)의 출력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즉 시프트 레지스터부(24)에서 출력이 나올때만 제1입력부(21)와 제2입력부(22)에서 출력되는 색신호 데
이터를 래치부(25)가 입력받는다.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부(24)의 제어에 의해 제1입력부(21)와 제2입력부(22)의 출력 데이터를 래치부(25)
는 다음의 색신호 데이터가 입력될 때까지 갖고 있다가 출력 인에이블신호(OE)가 입력되면 디지탈/아날로
그 변환부(26)로 전송된다.

이에 상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26)는 래치부(25)에서 전송된 디지탈의 색신호 데이터를 아날로그의 
색신호로 변환시켜 출력 버퍼부(27)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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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출력 버퍼부(27)는 최종 출력단으로 엘씨디 패널로 전송하기에 적당한 레벨로 버퍼링하여 
출력하면, 이는 엘씨디(LCD) 패널의 각 픽셀에 R.G.B 데이터 전압으로 인가된다.

이에 따라 엘씨디 패널이 구동하게 된다.

상기에서와 같이 클럭(CLOCK)에 의해 동작하는 시프트 레지스터부(24)의 구성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
이, N개의 시프트 레지스터(SR)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즉,  시프트 레지스터 스타트 펄스(SSP)를  제1데이터 입력단(D1)으로  받아들이고 클럭(CLOCK)을 클럭단
(CLK1)으로 각각 받아들이는 첫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SR1)의 출력단(OUT1)은 세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
(SR3)의 제1데이터 입력단(D3)과 연결되고, 상기 세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SR3)의 출력단(OUT3)은 첫 번
째 시프트 레지스터(SR1)의 제2입력단(D1')과 연결됨과 아울러 다섯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의 제1입력단과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시프트 레지스터 스타트 펄스(SSP)를 제1데이터 입력단(D2)으로 받아들이고 클럭(CLOCK)을 클
럭단(CLK2)으로 각각 받아들이는 두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SR2)의 출력단(OUT2)은 네 번째 시프트 레지스
터(SR4)의 제1데이터 입력단(D4)과 연결되고, 상기 네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SR4)은 출력단(OUT4) 두 번
째 시프트 레지스터(SR2)은 제2데이터 입력단(D2')에 연결됨과 아울러 여섯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의 제1
입력단과 연결된다.

결국 홀수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단과 제2데이터 입력단은 그 다음 홀수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의 
제1데이터 입력단과 출력단에 각각 연결되고, 짝수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단과 제2입력단은 그 다
음 짝수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의 제1데이터 입력단과 출력단에 각각 연결되어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시프트 레지스터부(24)의 N개의 시프트 레지스터(SR1-SRN)은 클럭단으로 클럭(CLOCK)이 

입력될 때 마다 시프트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엘씨디 콘트롤러로부터 입력되는 색신호 데이터를 두 개의 입력부로 구분하
여 홀수 번째 데이터와 짝수 번째 데이터로 분리하여 받아들인 후 36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프트 

레지스터부의 동작주파수를 상기 입력주파수의 로 분주하여 줄이고, 이 로 동작주파수로 시프트 

레지스터를 동작시켜 전력소모를 줄이도록하고,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부의 동작주파수를 낮춤으로써 노이
즈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홀수 번째 데이터와 짝수 번째 데이터로 분리하여 입력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 처리된 데이터를 제2
제어신호에 맞추어 출력하는 제1, 제2입력수단과와 ; 상기 제1, 제2 입력수단으로 입력되는 클럭을 n분주
하여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주파수를 줄이기 위한 분주수단과 ; 상기 분주수단을 통해 분주된 클럭이 입
력될 때마다 시프트 레지스터 스타트펄스(SSP)신호가 N개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순차적으로 시프트하여 출
력될 때 상기 제1, 제2입력수단의 색신호 데이터를 다음단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시프트 레지스터수단과 ;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수단의 시프트 레지스터 스타트펄스(SSP)신호에 의해 제1, 제2입력수단으로부터 전
송된 데이터를 다음 색식호 데이터가 전송될 때까지 갖고 있다가 출력 인에블신호(OE)가 입력되면 다음단
으로 전송하는 래치수단과 ; 상기 래치수단으로부터 전송되는 디지탈의 색신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수단과 ; 상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수단의 출력신호를 엘씨디 
패널로 출력가능한 레벨로 버퍼링하여 최종 출력하는 출력 버퍼수단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
(LCD) 패널의 구동전압 공급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분주수단은  분주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엘씨디(LCD) 패널의 구동전압 공급회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시프트 레지스터 수단은 홀수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단 및 하나의 데이터 입력단
은 그 다음 홀수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의 다른 하나의 데이터 입력단 및 출력단에 각각 연결하고, 짝수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단과 하나의 데이터 입력단은 그 다음 짝수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의 다른 하
나의 데이터 입력단 및 출력단에 각각 연결하여 구성하도록 함을 특징으로하는 엘씨디(LCD) 패널의 구동
전압 공급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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