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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스 드라이버는 홀드 메모리 회로와 스위치 회로를 구비한다. 홀드 메모리 회로는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 LS를 지연시키

는 지연 회로와, 지연 회로에 의해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표시 데이터를 래치하는 홀드 래치 셀과, 지연 회로

에 의해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가 입력되면 스위치 회로에 표시 개시 신호를 출력하는 컨트롤 회로를 구비한다. 스위치 회

로는 표시 개시 신호에 기초하여, 복수의 구동 신호를 동시에 출력한다. 이에 의해, 전원 전류의 피크값의 저감을 도모함과

함께, 수평 동기 신호의 오인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고, 출력의 타이밍의 변동을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표시 모듈, 지연, 홀드, 래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의 형태에 따른 구동 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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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도시한 구동 장치를 구비한 액정 표시 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액정 패널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액정 구동 파형의 일례를 도시한 것으로, 소스 드라이버로부터의 출력 신호의 구동 파형, 게이트 드라이버로부터의

출력 신호의 구동 파형, 대향 전극의 전위, 화소 전극의 전압 파형, 및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액정 구동 파형의 다른 일례를 도시한 것으로, 소스 드라이버로부터의 출력 신호의 구동 파형, 게이트 드라이버로

부터의 출력 신호의 구동 파형, 대향 전극의 전위, 화소 전극의 전압 파형, 및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의 (a)는 홀드 메모리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고, 도 6의 (b)는 홀드 메모리 회로의 홀드 래치 셀의 구성을 나

타내는 도면.

도 7은 컨트롤 회로에 우측의 지연 회로로부터 입력하는 경우의 홀드 메모리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8은 우측 방향과 좌측 방향에서 지연 회로를 1개씩 구비한 경우의 홀드 메모리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9는 소스 드라이버의 주요한 블록 구성에 있어서 공급되는 전원을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홀드 메모리 회로에서의 컨트롤 회로의 구성에 대하여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DA 변환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컨트롤 회로에서의 신호의 타이밍차트.

도 13은 종래의 구동 회로의 일례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4는 도 13에 도시한 구동 회로의 구동 시에 있어서의 신호의 타이밍차트.

도 15는 종래의 다른 구동 회로를 이용한 액정 표시 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6은 도 15에 도시한 액정 표시 장치에서의 소스 드라이버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7은 로직계 회로 및 레벨 시프터 회로부에서의 GND 라인에서의 피크 전류값을 나타내는 도면.

도 18은 래치 신호를 지연시킨 경우의 클럭 신호 CK, 스타트 펄스 SP, 및 래치 신호 LS를 나타내는 타이밍차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액정 패널

2 : 소스 드라이버

3 : 게이트 드라이버

4 : 컨트롤러

5 : 액정 구동 전원

6 : 대향 전극

GD : 게이트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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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 소스 드라이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된 표시 데이터에 기초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표시 모듈을 구동하는 구동 장치, 및 그것을

구비한 표시 모듈에 관한 것이다.

PC(퍼스널 컴퓨터)나 TV(텔레비전)의 디스플레이(표시 모듈(예를 들면, 액정 표시 장치))에는 액정 패널(액정 표시 패널)

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액정 패널을 구동하는 구동 회로의 구성의 일례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3은 구동 회로로서, 소스선에 신호를 공급하는 X 드라이버(소스 드라이버)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 회로에

관한 기술은,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보 제2747583호(1998년 12월 12일 공개)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도 14는 도 13에 도시한 X 드라이버의 구동 시에 있어서의 신호(주요한 입력 신호, 내부 신호, 출력 신호)의 타이밍

차트이다.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X 드라이버는 시프트 레지스터(101), 래치 A 회로(102), 래치 B 회로(103), 디코더(104),

레벨 시프터(105) 및 아날로그 스위치군(106)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프트 레지스터(101)에는, 도 14에 도시한 클럭 신호 XCL 및 스타트 펄스 XSP(입력 신호)가 입력된다.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101)로부터, Q1∼QM(내부 출력 신호)이 대응하는 래치 A 회로(102)의 단에 입력된다. 도 14의 Qa는 시프트 레

지스터(101)의 a단째로부터의 출력이다.

PD1∼PD4는 1단째의 래치 A 회로(102)에의 입력 신호로서, 4비트의 디지털 신호이다.

래치 A 회로(102)는 K비트(여기서는 K=4)의 신호인 PD1∼PD4를 병렬로 래치하고, QA1∼QAM을 출력하는 것이다. 또,

QAa(1≤a≤M)는 래치 A 회로(102)의 a단째의 출력 신호이다.

즉, 래치 A 회로(102)는 시프트 레지스터(101)로부터의 출력 신호의 상승으로 4비트의 데이터 PD1∼4를 소인하여,

QA1∼QAM을 출력한다.

래치 B 회로(103)에는 래치 클럭 입력 신호 LCL이 입력된다. 래치 B 회로(103)는 이 래치 클럭 입력 신호 LCL의 하강으

로, 래치 A 회로(102)의 출력 신호 QAa(1≤a≤M)를 소인하여, QB(4 비트의 DI1∼DI4)를 출력한다.

디코더(104)는 DI1∼DI4를 입력하여 디코드하고, 16개의 DO0∼DO15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레벨 시프터(105)는 디코더(104)의 출력 신호의 전압을 액정 구동 전압까지 높이는 것이다.

아날로그 스위치군(106)은 레벨 시프터(105)의 출력을 컨트롤 단자에 입력하고, 24=16레벨의 계조 신호 중 1개를 선택하

는 것이다.

여기서, 래치 A 회로(102)의 각 단의 내부에 하프 래치(107)가, 래치 B 회로(103)의 각 단의 내부에는 하프 래치(108)가,

각각 4개씩 접속되어 있다.

등록특허 10-0613325

- 3 -



그리고, 래치 A 회로(102)의 각 단은 해당하는 시프트 레지스터(101)의 단의 출력 Qn(n은 1∼M의 정수)에 동기하여, 4비

트의 PD1∼PD4를 래치한다. 또한, 래치 B 회로(103)의 전체 단은 래치 펄스 LCL에 기초하여, QA1∼QAM을 일괄적으로

래치한다. 또한, 디코더(104)는 각 단마다 DI1∼DI4의 디코드를 행한다.

그리고, DI1∼DI4의 디코드 결과에 의해, DO0∼DO15 중의 1개가 선택된다. 이에 의해, 레벨 시프터(105)를 개재하여,

16개의 아날로그 스위치군(106) 중 1개의 스위치가 선택된다.

이 선택에 의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16개의 액정 구동 전압의 계조 레벨 GSV0∼GSV15에 있어서의 해당하는 1개가, 아

날로그화된 최종적인 드라이버 출력 O로서 소스선에 공급된다. 또, 신호 중의 「i」는 i행째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는, 텔레비전용 화면이나 퍼스널 컴퓨터용 화면 등에의 활용을 위해서, 대화면화의 요구 하

에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한편, 최근에는 급속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휴대 단말기(휴대 전화 등)에 액정 표시 장치를 활

용하기 위해서, 이 용도에 적합한 중소형의 액정 패널 및 액정 구동 회로(액정 구동 장치)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액정 패널 및 액정 구동 회로에 관한 소형화, 경량화, 저소비 전력화(전지 구동을 포함함), 다출력화, 고속화, 표시 품질의

향상, 나아가 저비용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 래치 신호 LS의 상승 또는 하강(도 13에 도시한 구성에서는 래치 클럭 입력 신호 LCL의 하강)에 동기하여, 동일 타이

밍에서 래치 회로로부터 일괄적으로 출력되는 데이터 신호량은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이것은 액정 패널의 대형화 및 액정

구동 회로의 다출력화에 의한 영향이다.

이 경우,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 구동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 전류의 피크값이 커지고, 소비 전류가 증대한다. 여기

서, 도 17은 로직계 회로 및 레벨 시프터(레벨 시프터 회로)에 있어서의 GND 라인(로직 GND)에서의 전원 전류의 피크값

의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와 같이 종래에서는 로직 GND에 전류가 집중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큰 노이즈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이 노이즈에 기인

하여, 홀드 회로부에서 데이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일본 공개 특허 공보; 특개평8-22267호 공보(1996년 1월 23일 공개)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동

회로에서 전원 전류의 피크값의 저감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한 액정 표시 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도 15는 이러한 장치의 구

성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5에 도시한 액정 패널 제어 장치(205)는, 액정 패널(201)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 액정 패널 제어 장치(205)는 CPU

(204)로부터 표시 데이터를 입력하여, 표시 패널(201)의 동작에 필요한 클럭 펄스 CL1, CL2, 표시 데이터 Din, 프레임 신

호 FLM을 생성한다.

또한, 교류화 신호 발생 회로(206)는 선택 타이밍에 대응한 클럭 펄스 CL1을 계수하여, 1프레임(1화면의 표시 기간) 중에

서, 복수 주사선마다 교류화 신호 M의 극성을 변화시킨다. 이에 의해, 교류화 주파수를 수백 ㎐ 정도로 높여, 교류화에 수

반하는 플리커를 방지한다. 또, 예를 들면 1프레임마다 교류화 신호의 극성을 전환하면, 교류화에 수반하는 화면의 플리커

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극성 반전의 주파수가 비교적 낮아지기 때문이다.

직렬 저항과 연산 증폭기로 이루어지는 전압 발생 회로(207)는, 구동 전압 V1∼V6을 생성하여 주사 드라이버(203) 및 데

이터 드라이버(202)에 공급한다.

여기서, 액정 패널(201)은 m×n 화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액정 표시 장치는 m개의 주사선 X1∼Xm과, n개의 신호선

Y1∼Yn을 갖는다.

주사 드라이버(203)는 클럭 펄스 CL1에 기초하여 시프트 동작을 행하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주사

드라이버(203)는 이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 신호에 따라, 전압 발생 회로(207)에 의해 형성된 구동 전압을 대응하는 주사

선 전극에 출력시킨다. 이에 의해, 주사 드라이버(203)는 주사선 전극을 선택/비선택 레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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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사 드라이버(203)는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 신호가 선택 레벨이 되면, 대응하는 주사선 전극에 구동 전압 V1을 출

력한다. 이 때, 다른 주사선 구동 전압은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 신호의 비선택 레벨에 따른 구동 전압 V5가 된다. 시프트

레지스터는 클럭 펄스 CL1에 동기하여, 선택 레벨을 순차적으로 시프트한다. 이 때문에, 다음의 타이밍에서는 선택 레벨

이 되는 주사선 전극이 옆으로 옮겨진다. 이와 같이 하여, 주사선 전극이 순차적으로 선택된다.

또한, 주사 드라이버(203)는 교류화 신호 M에 의해, V1·V5를 V2·V6으로 전환한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1프레임 내에

복수 주사선마다 교류화 신호 M의 극성이 전환되는 경우, 선택 레벨이 구동 전압 V1과 V2와의 사이에서, 또한 비선택 레

벨이 V5와 V6과의 사이에서, 전환된다.

또한, 화소 데이터 Din은 클럭 펄스 CL2에 동기하여, 직렬/병렬 변환 회로 SPC에 직렬 입력된다. 1주사선분에 대응한 신

호선 전극의 화소 신호는 1H 기간(클럭 펄스 CL1의 1주기 내)에, 클럭 펄스 CL2에 동기하여 직렬 입력된다.

이와 같이 직렬 공급된 1주사선분의 화소 신호는, 도 16에 도시한 라인 데이터 래치 회로 C에 병렬 보내진다. 여기서, 도

16은 도 15에 도시한 액정 표시 장치에 이용되는 구동 회로(데이터 드라이버(202))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데이터 드라이버(202)는, 상기한 바와 같은 직렬/병렬 변환 동작을 행하는 라인 데이터 래치 회로 C로부터, 화상 데이터를

레벨 시프트 회로 B에 공급한다. 이에 의해, 화상 데이터의 레벨 시프트를 행한다. 즉, 라인 데이터 래치 회로 C는 5V계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5V와 같은 하이 레벨과, 0V와 같은 로우 레벨을 출력한다.

이에 대하여, 신호선에 공급되는 표시 출력 신호를 형성하는 드라이버 A는 스위치 MOSFET로 구성되어 있다. 레벨 시프

트 회로 B는 라인 데이터 래치 회로 C의 출력 신호를 레벨 시프트한다. 이것은 전압 발생 회로(207)에 의해 형성된 구동 전

압 V1, V3, V4 및 V2와 같은 비교적 큰 전압 범위의 전압을 레벨 손실없이 출력시키기 위함이다.

이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로 그룹 CG 사이에 지연 회로 D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각 회로 그

룹 CG로부터의 표시 출력 신호의 출력은 지연 회로 D의 지연 시간만큼 지연된다.

이에 의해, 표시 출력 신호(표시 구동 전류)가 회로 그룹 CG마다 분산되어 출력된다. 이 때문에, 고정밀화나 대화면화에 의

해 신호선의 수가 증대해도, 전원선에 흐르는 피크 전류가 분산되어 흐르게 된다. 따라서, 전원선(로직계 GND 라인)에 흐

르는 피크 전류(전원 전류의 피크값)를 대폭 저감시킬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액정 패널은 다수(n개)의 신호선 전극을 갖는다. 이 n의 수는 고정세화 또는 대화면화에 의해 방대해진

다. 이 때문에, 액정 패널에는 도 16에 도시된 구동 회로가 복수개 포함된다. 즉, 실장 기판 위에, 신호선 구동용의 복수개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탑재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도 16에 도시한 구동 회로에서는 데이터 래치 신호의 타이밍이 순차적으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각 반도

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 전원선에 흐르는 구동 전류를 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실장 기판의 전원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구동 전류의 피크값을 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구동 회로에서는 전원 전류의 피크값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래치 신호 LS를 지연시키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 때문에,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래치 신호 LS와 다음의 수평 기간에 있어서의 스타트 펄스 신호와의 셋업 시

간이 짧아진다.

따라서, 1수평 기간 내에 래치 신호 LS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구동 회로가 오동작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구동 회로는 래치 신호 LS를, 순차적으로 지연 회로를 통해서,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지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 드라이버(202)(신호선 구동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 전류의 피크값을 작게 할 수 있지만, 데이터 드라이

버(202)로부터의 출력도 지연된다. 즉, 이 데이터 드라이버(202)는 동시에 일괄적으로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하도록 구성

되어 있지 않다.

등록특허 10-0613325

- 5 -



따라서,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각 출력의 충전 시간에 변동이 일어나, 그 결과 표시 얼룩 등이 발생하게 된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전원 전류의 피크값의

저감을 도모함과 함께, 출력의 타이밍의 변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동 장치, 및 그것을 구비한 표시 모듈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구동 장치(본 구동 장치)는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1수평 동기 기간 분

의 표시 데이터를 래치하여 출력하는 래치 셀을 구비한 메모리 회로와, 래치 셀로부터 출력된 표시 데이터에 기초하여, 표

시부를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구동 신호를 생성하는 변환 회로와, 변환 회로에 의해 생성된 복수의 구동 신호를 입력하고,

표시부에 출력하는 스위치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한 메모리 회로는 일부의 래치 셀에 대한 수평 동기 신호의 입력을 지연

시키는 지연 회로와, 전체 래치 셀이 표시 데이터를 출력한 후, 스위치 회로에 표시 개시 신호를 출력하는 컨트롤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한 스위치 회로는 표시 개시 신호의 입력에 따라, 변환 회로로부터 입력한 복수의 구동 신호를 표시부에 동

시에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구동 장치는 액정 패널 등의 표시부에 대하여, 수평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소위 소스 드라이버로

서 기능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동 신호는, 표시부의 소스 라인(소스 신호 라인)에 입력하기 위한 신호이다. 또한, 구동 신호의 수는 표시부에 있

어서의 소스선의 수나 신호의 색 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즉, 본 구동 장치는 수평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1수평 기간 분의 표시 데이터를 메모리 회로의 래치 셀에 의해 래치한다.

그리고, 래치된 표시 데이터를 변환 회로에 의해 구동 신호로 변환하고, 스위치 회로를 통하여 표시부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변환 회로는 구동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회로이다. 이러한 변환 회로로서는, 예를 들면 표시 데이터의 레벨을 변환

하는 레벨 시프터 회로나, 레벨 변환된 표시 데이터에 따라 아날로그 전압을 선택하는 DA 변환 회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특히 본 구동 장치에서는 메모리 회로가 일부의 래치 셀에 대한 수평 동기 신호의 입력을 지연시키는 지연 회로를 구

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구동 장치에서는 래치 셀에 의해 표시 데이터를 래치하는 타이밍을 복수로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표시 데이터

를 변환 회로에 출력하는 타이밍(구동 신호의 생성 타이밍)도, 래치 셀에 따라 상이하다.

이에 의해, 본 구동 장치에서는 래치 셀 및 변환 회로를 구동하기 위한 전원 전류의 입력 시기도, 마찬가지로 일정하지 않

다. 이 때문에, 전원 전류를 흘리기 위한 라인에, 과대한 피크 전류(전체 래치 셀 및 변환 회로를 구동하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크 전류에 기인하는 노이즈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본 구동 장치에서는 메모리 회로가 컨트롤 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이 컨트롤 회로는 스위치 회로에 표시 개시 신호

(출력 타이밍 신호)를 출력하는 것이다.

특히, 본 구동 장치에서는 컨트롤 회로가 전체 래치 셀에 의해 변환 회로에 표시 데이터가 출력된 후, 표시 개시 신호를 출

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표시 개시 신호의 출력 시에는 전체 래치 셀로부터 표시 데이터가 출력되고, 변환 회로에 의

해 전체 구동 신호가 생성된 단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본 구동 장치에서는 이러한 단계에서 표시 개시 신호를 받은 스위치 회로가, 전체 구동 신호를 표시부의 전체 소스

라인에 대하여 일제히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해, 본 구동 장치에서는 구동 신호의 출력 타이밍에 변동이 없다. 즉, 표시부의 전체 소스 라인에 동시에 구동 신호

를 출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표시부에서 구동 신호를 충전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따라서, 표시부에 표시

얼룩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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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 특징, 및 우수한 점은 이하에 도시하는 기재에 의해 충분히 알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이점은 첨

부 도면을 참조한 다음의 설명으로 명백하게 될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일 실시의 형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는 본 실시의 형태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본 액정 표시 장치; 표시 모듈)의 주요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액정 표시 장치는 액정 패널(1), 드라이버 IC(2), 드라이버 IC(3), 컨트롤러(4), 및 액정 구동 전

원(5)을 구비하고 있다.

본 액정 표시 장치는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로서, 액정 패널(1)에, TFT(Thin film transistor: 박막 트랜

지스터)를 구비한 액정 표시 소자를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한 구성을 갖고 있다. 또한, 액정 패널(1)의 각 액정 표시 소자

에는 대향 전극(공통 전극)(6)이 구비되어 있다.

드라이버 IC(2), 드라이버 IC(3), 컨트롤러(4), 및 액정 구동 전원(5)은 액정 패널(1)의 구동을 제어하는 것이다.

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컨트롤러(4)로부터의 출력에 응답하여, 드라이버 IC(2)·IC(3)가 액정 구동 전원(5)으로부터 출력

되는 전압을 선택적으로 액정 패널(1)에 인가한다. 이에 의해, 액정 패널(1)에 있어서 표시가 행해진다.

드라이버 IC(2)는 n개(n: 자연수)의 소스 드라이버 SD …로 이루어진다. 또한, 드라이버 IC(3)는 m개(m: 자연수)의 게이트

드라이버 GD …로 이루어진다.

소스 드라이버 SD 및 게이트 드라이버 GD는, 각각 IC(Integrated Circuit)로 이루어진다. 소스 드라이버 SD(구동 장치)는

액정 패널(1)에 있어서의 소스 신호 라인(14)(도 3 참조)을 구동하는 것이다. 게이트 드라이버 GD는 액정 패널(1)에 있어

서의 게이트 신호 라인(15)(도 3 참조)을 구동하는 것이다.

컨트롤러(4)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표시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의 표시 데이터 D로서 드라이버 IC(2)에 출력하는 것이다.

또한, 컨트롤러(4)는 드라이버 IC(2)에, 소스 드라이버 SD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 S1도 출력한다. 이 제어 신호 S1은

후술하는 수평 동기 신호(래치 신호) LS, 스타트 펄스 SP, 및 소스 드라이버용 클럭 신호(이하, 클럭 신호라고 함) CK이다.

또한, 표시 데이터 D는, 예를 들면 적, 녹, 청에 대응하는 RGB의 각 신호(표시 데이터 DR, DG, DB)이다.

또, 수평 동기 신호 LS, 클럭 신호 CK, 표시 데이터 D는, 각 소스 드라이버 SD에 입력된다. 한편, 스타트 펄스 SP는 어느

하나의(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가장 컨트롤러(4)에 가까움) 소스 드라이버 SD에만 입력된다.

또한, 컨트롤러(4)는 드라이버 IC(3)에, 수직 동기 신호나 게이트 드라이버용 클럭 신호 등의, 제어 신호 S2를 출력한다.

드라이버 IC(2)의 각 소스 드라이버 SD는 컨트롤러(4)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의 표시 데이터 D를 입력하고, 이 표시 데이

터 D를 시분할로 내부에 래치한다. 그 후, 소스 드라이버 SD는 컨트롤러(4)로부터 입력되는 수평 동기 신호 LS(래치 신호,

도 1 참조)에 동기하여, 표시 데이터 D의 D/A(디지털/아날로그) 변환을 행한다. 이 변환에 의해, 소스 드라이버 SD는 계조

표시용의 아날로그 전압(계조 표시 전압)을 얻는다.

그리고, 소스 드라이버 SD는 얻어진 아날로그 전압을 각 계조 표시 전압(액정 구동 전압)의 출력 단자(후술하는 출력 단자

X1∼Z100; 도 1 참조)로부터 출력한다. 출력된 아날로그 전압은 소스 신호 라인(14)(후술; 도 3 참조)을 개재하여, 각 출

력 단자 X1∼Z100에 대응한 액정 패널(1) 내의 액정 표시 소자에 각각 입력된다.

또, 이 소스 드라이버 SD의 구성에 대해서는 후에 상세히 설명한다.

액정 구동 전원(5)은 드라이버 IC(2)·IC(3)에, 액정 패널(1)을 표시시키기 위한 전압을 공급하는 것이다. 액정 구동 전원

(5)은, 예를 들면 드라이버 IC(2)에, 계조 표시용 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한 후술하는 참조 전압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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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 2에서는 소스 드라이버 SD 및 게이트 드라이버 GD의 구동 전압을 드라이버 IC(2)·IC(3)에 공급하기 위한 전원을 생

략하고 있다.

다음으로, 액정 패널(1)의 구성에 대하여, 도 3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액정 패널(1)은 화소 전극(11 …), 화소 용량(12 …), 화소 전극(11)에의 전압 인가를 온/오프 상태로 하는 소자인 TFT(스

위칭 소자)(13 …), 소스 신호 라인(14 …), 게이트 신호 라인(15 …), 대향 전극(6 …)을 갖는다. 또, 이들을 1개씩 구비하

는 영역, 즉 도 3에서 A로 나타내는 영역이 1화소분의 액정 표시 소자이다. 또한, 화소 전극(11)과 대향 전극(6)과의 사이

에는 액정이 협지되어 있다.

소스 신호 라인(14)에는, 상술한 소스 드라이버 SD로부터 표시 대상의 화소의 밝기에 따른 계조 표시 전압(소스 드라이버

SD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신호(구동 신호))이 공급된다.

게이트 신호 라인(15)에는, 게이트 드라이버 GD로부터 세로 방향으로 배열된 TFT(13)가 순차적으로 온 상태가 되도록,

주사 신호가 공급된다.

온 상태의 TFT(13)를 통해서, 이 TFT(13)의 드레인에 접속된 화소 전극(11)에 소스 신호 라인(14)의 전압이 인가되면,

화소 전극(11)과 대향 전극(6)과의 사이의 화소 용량(12)에 전하가 축적된다. 따라서,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이 변화하여

액정의 광 투과율이 변화한다. 이에 따라 액정 패널(1)에 있어서 표시가 행해진다.

여기서,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액정 전압)에 대하여, 액정 구동 파형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 4 및 도 5를 이용하여 설명한

다.

또, 도 4 및 도 5에 도시한 a 및 a'는 소스 드라이버 SD로부터의 출력 신호의 구동 파형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또한, b 및 b'

는 게이트 드라이버 GD로부터의 출력 신호의 구동 파형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또한, c 및 c'는 대향 전극(6)의 전위임을 나

타내는 기호이다.

또한, d 및 d'는 화소 전극(11)의 전압 파형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액정 전압은 화소 전극(11)과 대향 전극(6)과의 전위차

로, 도 4 및 도 5에서 사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도 4에 도시한 경우, 구동 파형 b(게이트 드라이버 GD의 출력 신호)가 High 레벨일 때, TFT(13)가 온 상태로

된다. 이에 의해, 구동 파형 a(소스 드라이버 SD의 출력 신호)와 c(대향 전극(6)의 전위)와의 차(액정 전압)가 화소 전극

(11)에 인가된다.

그 후, 구동 파형 b가 Low 레벨로 되면, TFT(13)는 오프 상태로 된다. 이 때, 화소에서는 화소 용량(12)에 의해 화소 전극

(11)의 전압이 유지되고, 따라서 액정 전압(도 4에서 사선)이 유지된다. 도 5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액정 전압은 유지되게

된다.

또, 도 5인 경우에는 도 4인 경우와 비교하여, 액정 전압이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액정 전압을 아날로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액정의 광 투과율을 아날로그적으로 바꾸어, 계조 표시를 실현하

고 있다. 표시 가능한 계조 수는 액정 전압(아날로그 전압)의 선택지(肢)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으로, 소스 드라이버 SD의 상세한 구성에 대하여, 도 1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소스 드라이버 SD는 각각 100×3(RGB)의 화소(액정 표시 소자)를 26=64계조의 표시를 행하도록 구동한다. 즉, 도 2에 도

시한 컨트롤러(4)로부터 출력되는 표시 데이터 D는, 각각 6비트의 3종류의 표시 데이터(DR(적에 대응), DG(녹에 대응),

DB(청에 대응))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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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스 드라이버 SD는 입력 래치 회로(21),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22), 샘플링 메모리 회로(23),

홀드 메모리 회로(홀드 메모리 회로부, 메모리 회로)(24), 레벨 시프터 회로(변환부, 변환 회로)(25), DA 변환 회로(변환부,

변환 회로)(26), 출력 회로(변환부, 변환 회로)(27), 스위치 회로(스위치 회로부)(28), 및 기준 전압 발생 회로(29)를 구비

하고 있다.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22)는 입력되는 클럭 신호 CK에 동기하여, 입력되는 스타트 펄스 SP를 시프트시키는 것이다. 시프

트 레지스터 회로(22)의 각 단으로부터는 제어 신호가 샘플링 메모리 회로(23)에 출력된다.

또, 스타트 펄스 SP는 데이터 신호 D의 수평 동기 신호 LS에 동기된 신호이다. 또한,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22)에 있어서

시프트된 스타트 펄스 SP는 이웃의 소스 드라이버 SD에서의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에, 스타트 펄스 SP로서 입력되고, 마

찬가지로 시프트된다. 그리고, 이 스타트 펄스 SP는 컨트롤러(4)로부터 가장 먼 소스 드라이버 SD에서의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까지 전송된다.

입력 래치 회로(21)는 각 색에 대응한 입력 단자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입력 래치 회로(21)는 이들 단자에 각각 직렬 입

력되는 표시 데이터 DR, DG, DB(각 6비트)를 일시적으로 래치하여, 샘플링 메모리 회로(23)에 보낸다.

샘플링 메모리 회로(23)는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22)의 각 단으로부터의 출력 신호(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입력 래치 회

로(21)로부터 시분할로 보내져 오는 표시 데이터 DR, DG, DB(R, G, B 각 6비트의 합계 18비트)를 샘플링한다(시분할로

샘플링한다).

그리고, 샘플링 메모리 회로(23)는 1수평 동기 기간 분의 표시 데이터 DR, DG, DB를 얻을 때까지, 각 표시 데이터 DR,

DG, DB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샘플링 메모리 회로(23)에 있어서 1수평 동기 기간 분의 표시 데이터 DR, DG, DB를 얻었을 때, 홀드 메모리 회로

(24)에 수평 동기 신호 LS가 입력됨과 함께, 각 표시 데이터 DR, DG, DB가 입력된다.

홀드 메모리 회로(24)는 수평 동기 신호 LS에 기초하여, 입력된 표시 데이터 DR, DG, DB를 래치하여, 다음의 수평 동기

신호 LS가 입력될 때까지 보유(유지)하여, 레벨 시프터 회로(25)에 출력한다. 홀드 메모리 회로(24)의 구성에 대해서는 후

에 상세히 설명한다.

레벨 시프터 회로(25)는 액정 패널(1)에의 인가 전압 레벨을 처리하는 차단(次段)의 DA 변환 회로(26)에 적합시키기 위해

서, 표시 데이터 DR, DG, DB의 신호 레벨을 승압 등에 의해 변환하는 회로이다.

즉, 레벨 시프터 회로(25)는 표시 데이터 DR, DG, DB의 신호 레벨을 액정 패널(1)에 인가되는 최대 구동 전압 레벨까지 레

벨 변환하고, 디지털의 표시 데이터 D'R, D'G, D'B(각 6비트)를 생성한다. 그리고, 레벨 시프터 회로(25)는 표시 데이터

D'R, D'G, D'B를 DA 변환 회로(26)에 출력한다.

기준 전압 발생 회로(29)는 액정 구동 전원(5)(도 2 참조)으로부터의 참조 전압 VR에 기초하여, 계조 표시에 이용하는 64

레벨의 아날로그 전압을 발생시켜, DA 변환 회로(26)에 출력한다. 이 아날로그 전압은 액정 패널(1)의 소스 신호 라인(14)

에 인가되는 계조 표시 전압(64계조 표시인 경우에는 64레벨의 전압값)이다.

DA 변환 회로(26)는 레벨 시프터 회로(25)로부터 입력되는 표시 데이터 D'R, D'G, D'B를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한다. 즉,

DA 변환 회로(26)는 표시 데이터 D'R, D'G, D'B에 따라, 64레벨의 전압값으로부터 1개의 레벨을 선택하여, 출력 회로(27)

에 출력한다.

즉, DA 변환 회로(26)는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6비트의 각각(Bit0∼Bit5)에 대응하는 스위치(SW0∼SW5)를 갖고 있

다.

그리고, DA 변환 회로(26)는 6비트의 표시 데이터 D'R, D'G, D'B에 따른 스위치 SW0∼SW5를 각각 선택한다. 이에 의해,

DA 변환 회로(26)는 기준 전압 발생 회로(29)로부터 입력된 64레벨의 전압값으로부터 1개의 레벨을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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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회로(27)는 DA 변환 회로(26)에 의해 선택된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하고, 또한 저임피던스 출력으로 바꾸어, 계조 표

시 전압을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한 계조 표시 전압을 스위치 회로(28)에 출력한다.

이 출력 회로(27)는 버퍼 회로이고, 예를 들면 차동 증폭 회로를 이용한 전압 팔로워 회로로 구성되는 것이다.

스위치 회로(28)는 계조 표시 전압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아날로그 스위치를 갖는다. 이 아날로그 스위치는 홀드 메모리

회로(24)로부터 입력되는 LSOUT(후술; 표시 개시 신호)에 기초하여, ON(도통)/OFF(비동통) 상태가 전환된다.

ON 상태로 되면, 스위치 회로(28)는 계조 레벨에 대응하는 아날로그 신호(계조 표시 전압(구동 신호))를 동시에 일괄적으

로 출력 단자 X1∼X100, Y1∼Y100, Z1∼Z100을 개재하여, 액정 패널(1)의 소스 신호 라인(14)(도 3 참조)에 출력한다.

이와 같이 하여, 64계조 표시의 각 소스 드라이버 SD는 표시 데이터 DR, DG, DB에 기초하여, 계조 레벨에 대응하는 아날

로그 신호를 액정 패널(1)에 출력하여, 64계조의 표시를 행한다.

또, 계조 표시 전압의 출력 단자 X1∼X100, Y1∼Y100, Z1∼Z100은 각각 표시 데이터 DR, DG, DB에 대응하는 것으로

서, X, Y, Z 각각 모두 100개의 단자로 이루어진다.

또한, 스위치 회로(28)의 동작에 대해서는 후에 상세히 설명한다.

여기서, 소스 드라이버 SD의 주요한 블록 구성에 있어서 공급되는 전원에 대하여, 도 9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또, 도 9에 도시한 로직계 회로는, 저전압으로 구동 가능한 논리 회로 부분으로, 입력 래치 회로(21),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

(22), 샘플링 메모리 회로(23)를 말한다.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로직 전원 및 로직 GND는 로직계 회로와 홀드 메모리 회로(24)에 접속된다.

또한, 아날로그 전원은 액정 패널(1)을 구동하기 위한 고전압 전원이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전원, 아날로그 GND, 및

SUB-GND는 레벨 시프터 회로(고전압측)(25), DA 변환 회로(26), 출력 회로(27) 및 스위치 회로(28)에 접속된다. 또,

SUB-GND는 전원을 보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다.

다음으로, 홀드 메모리 회로(24)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6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홀드 메모리 회로(24)는 컨트롤 회로(컨트롤 수단)(31), 지연 회로(지연 수단)(32 …), 및 홀

드 래치 셀(홀드 래치 수단, 래치 셀)(33 …), 인버터 회로(34·34)를 구비하고 있다.

또, 홀드 메모리 회로(24)는 1개의 출력 회로(27)에 대하여, 복수개(출력 단자의 수에 대응)의 홀드 래치 셀(33)을 구비하

고 있다. 즉, 홀드 메모리 회로(24)는 6비트의 표시 데이터에 관한 것으로, 6개의 홀드 래치 셀(33)을 구비하고 있다.

도 6의 (b)는 도 6의 (a)에 도시한 B 영역의 홀드 래치 셀(33)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홀

드 래치 셀(33)은 대응하는 표시 데이터 D와 수평 동기 신호 LS를 입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각 홀드 래치 셀(33)

은 수평 동기 신호 LS의 입력 타이밍에서, 대응 출력 단자에 표시 데이터 D를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홀드 메모리 회로(24)에서는 홀드 래치 셀(33 …)은 좌우 2개의 그룹(출력 단자 X1∼Z50에 대응하는 제1 그룹과, 출

력 단자 Z100∼X51에 대응하는 제2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홀드 래치 셀(33)의 래치(홀드 래치 셀(33)에 대한 수평 동기 신호 LS의 입력)는 그룹별로 동시에 행해진다.

또한, 홀드 메모리 회로(24)에서는 양단으로부터 중앙을 향하여, 각 홀드 래치 셀(33)에 수평 동기 신호 LS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즉, 출력 단자 X1∼Z50에 대응하는 제1 그룹에는, 좌측으로부터 수평 동기 신호 LS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한편, 출력 단

자 Z100∼X51에 대응하는 제2 그룹에는, 우측으로부터 수평 동기 신호 LS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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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홀드 래치 셀(33)의 열에 있어서의 양단에는, 그룹별로 3개의 지연 회로(32)가 구비되어 있다(대응하고 있다).

홀드 래치 셀(33)의 열에 있어서의 양단에 배치된 홀드 래치 셀(출력 단자 X1, Z100에 대응하는 홀드 래치 셀)에는 복수단

(여기서는 2단)의 인버터 회로(34·34)를 통하여, 각각 수평 동기 신호 LS가 공급된다.

또한, 이들의 이웃의 홀드 래치 셀(출력 단자 Y1, Y100에 대응하는 홀드 래치 셀)에는 1개의 지연 회로(32)에 있어서 지연

된 수평 동기 신호 LS가 공급된다.

또한, 그 이웃의 홀드 래치 셀(출력 단자 Z1, X100에 대응하는 홀드 래치 셀)에는 2개의 지연 회로(32)에 있어서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 LS가 공급된다. 또한, 그 이웃의 홀드 래치 셀(출력 단자 X2∼Z99에 대응하는 홀드 래치 셀)에는 3개의 지

연 회로(32)에 있어서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 LS가 공급된다.

이와 같이 홀드 메모리 회로(24)에서는 직렬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 LS가, 지연 회로(32)의 지연 시간에 상당하는 시간 분

만큼 지연되어, 각 홀드 래치 셀(33)에 입력된다.

또한, 이 수평 동기 신호 LS의 입력 타이밍에서, 표시 데이터 DR, DG, DB가 샘플링 메모리 회로(23)로부터 각 홀드 래치

셀(33)에 페치되어, 레벨 시프터 회로(25)에 출력된다.

따라서, 레벨 시프터 회로(25)도, 상술한 지연 시간에 상당하는 시간 분만큼 지연되어 동작하게 된다.

다음으로, 홀드 메모리 회로(24)의 컨트롤 회로(31)의 구성에 대하여, 도 10 및 도 6의 (a)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컨트롤 회로(31)는 인버터 회로(34·34)를 통하여 입력되는 수평 동기 신호 LS와, 후술하는 지연 회로(32)를 통하여 입력되

는 수평 동기 신호 LS에 기초하여, LSOUT를 생성하여 스위치 회로(28)에 출력하는 것이다.

즉, 컨트롤 회로(31)로부터 출력되는 LSOUT에 의해, 스위치 회로(28)의 아날로그 스위치의 ON(도통)/OFF(비동통) 상태

가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도 10 또는 도 6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홀드 메모리 회로(24)에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래치 신호) LS는, 2개의 인버터

회로(34)를 통하여, 컨트롤 회로(31)의 제1 입력 단자 CTRB-LS에 입력된다.

또한, 이 제1 입력 단자 CTRB-LS는 일단의 인버터 회로(35)를 통하여, NAND형의 R-S 플립플롭(R-SF/F)의 한쪽의 입

력 단자 RB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컨트롤 회로(31)의 제2 입력 단자 CTSB-LS는 상기한 복수단의 지연 회로(32)를 통하여 제1 입력 단자 CTRB-LS

와 접속된다. 또한, 제2 입력 단자 CTSB-LS는 일단의 인버터 회로(36)를 통하여 R-SF/F의 다른 쪽의 입력 단자 SB에 접

속된다.

다음으로, 홀드 메모리 회로(24)의 컨트롤 회로(31), 및 스위치 회로(28)의 동작에 대하여, 도 1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2는 컨트롤 회로(31)에 있어서의 신호의 타이밍차트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스위치 회로(28)의 아날로그 스위치는 홀드 메모리 회로(24)의 컨트롤 회로(31)로부터 출력되는

LSOUT에 기초하여, ON(도통)/OFF(비동통) 상태가 전환된다.

컨트롤 회로(31)의 제1 입력 단자 CTRB-LS에 입력되는 수평 동기 신호 LS가 "Low"로부터 "High" 레벨로 변화하면,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컨트롤 회로(31)로부터의 출력인 LSOUT가, 수평 동기 신호 LS와 마찬가지로 "Low"로부터

"High" 레벨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 "High" 레벨의 LSOUT가 스위치 회로(28)에 있어서의 각 아날로그 스위치의 게이트

에 공급된다.

그 결과, 아날로그 스위치는 OFF(비도통) 상태로 되고, 전체 출력 단자 X1∼Z100은 동시에 하이 임피던스 상태(HiZ)로

된다. 또, 이 때, R-SF/F의 입력 단자 RB에의 입력은 "High"로부터 "Low" 레벨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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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컨트롤 회로(31)의 제2 입력 단자 CTSB-LS에, 제1 그룹의 최종의 지연 회로(32)를 통하여, "Low"로부터 "High"

레벨로 변화하는 수평 동기 신호 LS(Left-LS)가 공급된다. 이에 의해, R-SF/F의 입력 단자 SB에의 입력은 "High"로부터

"Low" 레벨로 변화한다.

따라서, LSOUT는 "High"로부터 "Low" 레벨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 "Low" 레벨의 LSOUT가 스위치 회로(28)에 있어서

의 각 아날로그 스위치의 게이트에 공급된다.

그 결과, 아날로그 스위치는 ON(도통 상태) 상태로 되고, 전체 출력 단자 X1∼Z100의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동시에 해제

된다(HiZ 해제). 이에 의해, 각 출력 단자 X1∼Z100으로부터, 계조 표시 전압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아날로그 신호로서 출

력된다.

이상과 같이, 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홀드 메모리 회로(24)가 일부의 홀드 래치 셀(33)에 대한 수평 동기 신호 LS의 입력

을 지연시키는 지연 회로(32)를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표시 데이터를 래치하는 타이밍이 홀드 래치 셀(33)에 따라 상이하다. 이 때문에, 표시 데

이터를 레벨 시프터 회로(25)에 출력하는 타이밍도, 홀드 래치 셀(33)에 따라 상이하다.

이에 의해, 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각 홀드 래치 셀(33) 및 각 레벨 시프터 회로(25)를 구동하기 위한 전원 전류의 입력

시기도, 마찬가지로 일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전원 전류를 흘리기 위한 라인에 흐르는 피크 전류(로직 전원 및 로직 GND

에 흐르는 피크 전류)가 과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대한 피크 전류에 기인하는 노이즈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전체 홀드 래치 셀(33)이 레벨 시프터 회로에 표시 데이터를 출력한 후, 컨트롤 회로(31)가

표시 개시 신호 LSOUT를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때문에, 표시 개시 신호 LSOUT의 출력 시에는 전체 홀드 래치

셀(33)로부터 표시 데이터가 출력되어, 회로(25∼27)에 의해 전체 계조 표시 전압이 생성된 단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이러한 단계에서 표시 개시 신호 LSOUT를 받은 스위치 회로(28)가 전체 계조 표시 전압

을 액정 패널(1)의 전체 소스 신호 라인(14)에 대하여 일제히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해, 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계조 표시 전압의 출력 타이밍에 변동이 없다. 즉, 액정 패널(1)의 전체 소스 신호 라

인(14)에 동시에 계조 표시 전압을 출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액정 패널(1)에 있어서 계조 표시 전압을 충전하

는 시간을 일정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액정 패널(1)에 표시 얼룩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컨트롤 회로(31)가 홀드 래치 셀(33)에 가장 늦게 입력되는 수평 동기 신호 LS를 입력하고,

이 입력에 따라 표시 개시 신호 LSOUT를 액정 패널(1)에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의해, 컨트롤 회로(31)에 의한

표시 개시 신호 LSOUT의 출력의 시기를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지연 회로(32)는 일부의 홀드 래치 셀(33)에 대한 수평 동기 신호 LS의 입력 경로에 배치

되고, 수평 동기 신호 LS를 입력하여 일정 시간 경과 후에 홀드 래치 셀(33)에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의해, 일부

의 홀드 래치 셀(33)에 대한 수평 동기 신호 LS의 입력을 용이하게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홀드 래치 셀(33)은 계조 표시 전압의 수(소스 신호 라인(14)의 수)와 동일한 수만큼 구비되어 있다. 또한, 홀드 래치

셀(33)이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음과 함께, 각 그룹이 지연 회로(32)를 각각 갖고 있으며, 각 그룹의 홀드 래치 셀

(33)에,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 LS가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해, 지연 회로(32)를 이용한 래치를 그룹별로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컨트롤 회로(31)에 입력되는 수평 동기 신호

LS(가장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 LS)의 지연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컨트롤 회로(31)에 수평 동기 신호 LS가 입

력되고 나서, 다음의 수평 동기 신호 LS가 홀드 래치 셀(33)(지연 회로(32))에 입력되기까지의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다.

즉, 소스 드라이버 SD로부터 수평 동기 신호 LS가 출력되고 나서, 다음의 수평 동기 신호가 소스 드라이버 SD에 입력되기

까지의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소스 드라이버 SD에 의한 수평 동기 신호 LS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어, 소스 드라

이버 SD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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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수평 동기 신호 LS를 각 그룹에 대하여 병렬 입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상기한 그룹이, 복수의 지연 회로(32)를, 각각을 직렬로 배치한 지연 회로 열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지

연 회로(32)가,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 LS를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신에게 접속되어 있는 홀드 래치 셀(33) 및 지연 회로

(32)에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의해, 각 그룹에서의 지연 회로(32)의 수에 따라, 홀드 래치 셀(33)에 의한 래치 타

이밍 수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래치 타이밍을 보다 일정하게 할 수 없으므로, 피크 전류를 보다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컨트롤 회로(31)는 1개의 특정 그룹(제1 그룹)에 속하는 지연 회로(32)에 의해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 LS를 입력하

도록 설정되어 있다. 또한, 제1 그룹은 지연 회로(32) 열의 말단의 지연 회로(32)에 컨트롤 회로(31)에 접속한 회로 열을

갖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말단의 지연 회로(32)가,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 LS를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신에게

접속되어 있는 홀드 래치 셀(33) 및 컨트롤 회로(31)에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의해, 특정 그룹의 지연 회로(32)

로부터 컨트롤 회로(31)에 대하여 수평 동기 신호 LS를 간단히 출력할 수 있다.

또, 상기한 바와 같은 지연 회로(32)를 통한 접속 형태는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수평 동기 신호 LS가

Z100·Y100 … Z51·X51과 같이 좌측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고, X51·Y51 … Y100·Z100과 같이 우측으로 흐르도록 해도

된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도 6의 (a)에, 홀드 래치 셀(33)에 있어서의 제1 그룹의 최종의(좌단의) 지연 회로(32)로부터

출력된 수평 동기 신호(최종단 출력) Left-LS가 컨트롤 회로(31)의 제2 입력 단자 CTSB-LS에 입력하는 구성예를 나타내

었다. 그러나, 본 액정 표시 장치는 이러한 구성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액정 표시 장치를 제2 그룹의 최종의(우단의) 지연 회로(32)로부터 출력된 수평 동

기 신호(최종단 출력) Right-LS가 컨트롤 회로(31)의 제2 입력 단자 CTSB-LS에 입력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또는,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연 회로(32)를 각 그룹에 1개씩 배치하도록, 본 액정 표시 장치를 구성해도 된다. 이 구성

에서는 1개의 지연 회로(32)에 복수의 홀드 래치 셀(33)을 접속하는 구성이 된다.

또한, 제1 그룹과 제2 그룹에, 상호 다른 수의 지연 회로(32)를 배치해도 된다. 이 경우에는 지연 회로(32)의 개수가 많은

쪽의 그룹에 공급되는 래치 신호 LS를, 컨트롤 회로(31)의 제1 입력 단자 CTRB-LS에 입력 접속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홀드 메모리 회로(24)의 홀드 래치 셀(33)이, 좌우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홀드 래치 셀(33)의 그룹 수에 대해서는 1개로 해도, 또한 3개 이상으로 해도 된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홀드 메모리 회로(24)에, 2개의 인버터 회로(34)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버터 회로(34)의 수는 1개이어도 3개 이상이어도 된다.

또한, 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드라이버 IC(2)나 드라이버 IC(3)는, 액정 패널(1)의 ITO(Indium Tin Oxide; 인듐 주석 산

화막) 단자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이러한 전기적 접속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TCP(Tape Carrier Package)를 실장

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TCP는 배선을 갖는 필름 상에 IC 칩을 탑재한 것이다.

또한, 이 전기적 접속을, 예를 들면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 이방성 도전막)을 개재하여, IC 칩을 액정 패널(1)

의 ITO 단자에 열압착하여 실장하는 것으로도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액정 표시 장치를 소형화하기 위해서, 컨트롤러(4), 액정 구동 전원(5), 드라이버 IC(2·3)를 1칩(또는 2 내지 3칩)

으로 구성해도 된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표시 모듈로서 액정 표시 장치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표시 모듈로서는 표

시 데이터에 기초하여 표시하는 것이면, 액정 표시 장치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구동 장치(본 구동 장치)는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1수평 동기 기간 분의 표시 데이터

를 래치하여 출력하는 래치 셀을 구비한 메모리 회로와, 래치 셀로부터 출력된 표시 데이터에 기초하여, 표시부를 구동하

기 위한 복수의 구동 신호를 생성하는 변환 회로와, 변환 회로에 의해 생성된 복수의 구동 신호를 입력하고, 표시부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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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스위치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한 메모리 회로는 일부의 래치 셀에 대한 수평 동기 신호의 입력을 지연시키는 지연 회

로와, 전체 래치 셀이 표시 데이터를 출력한 후, 스위치 회로에 표시 개시 신호를 출력하는 컨트롤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한 스위치 회로는 표시 개시 신호의 입력에 따라, 입력한 복수의 구동 신호를 표시부에 동시에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구동 장치는 액정 패널 등의 표시부에 대하여, 수평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소위 소스 드라이버로

서 기능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동 신호는, 표시부의 소스 라인(소스 신호 라인)에 입력하기 위한 신호이다. 또한, 구동 신호의 수는 표시부에서

의 소스선의 수나 신호의 색 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즉, 본 구동 장치는 수평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1수평 기간 분의 표시 데이터를 메모리 회로의 래치 셀에 의해 래치한다.

그리고, 래치된 표시 데이터를 변환 회로에 의해 구동 신호로 변환하여, 스위치 회로를 통하여 표시부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변환 회로는 구동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회로이다. 이러한 변환 회로로서는, 예를 들면 표시 데이터의 레벨을 변환

하는 레벨 시프터 회로나, 레벨 변환된 표시 데이터에 따라 아날로그 전압을 선택하는 DA 변환 회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특히 본 구동 장치에서는 메모리 회로가, 일부의 래치 셀에 대한 수평 동기 신호의 입력을 지연시키는 지연 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구동 장치에서는 래치 셀에 의해 표시 데이터를 래치하는 타이밍을 복수로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표시 데이터

를 변환 회로에 출력하는 타이밍(구동 신호의 생성 타이밍)도, 래치 셀에 따라 상이하다.

이에 의해, 본 구동 장치에서는 래치 셀 및 변환 회로를 구동하기 위한 전원 전류의 입력 시기도, 마찬가지로 일정하지 않

다. 이 때문에, 전원 전류를 흘리기 위한 라인에, 과대한 피크 전류(전체 래치 셀 및 변환 회로를 구동하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크 전류에 기인하는 노이즈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본 구동 장치에서는 메모리 회로가 컨트롤 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이 컨트롤 회로는 스위치 회로에 표시 개시 신호

(출력 타이밍 신호)를 출력하는 것이다.

특히, 본 구동 장치에서는 컨트롤 회로가 전체 래치 셀에 의해 변환 회로에 표시 데이터가 출력된 후, 표시 개시 신호를 출

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표시 개시 신호의 출력 시에는 전체 래치 셀로부터 표시 데이터가 출력되어, 변환 회로에 의

해 전체 구동 신호가 생성된 단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본 구동 장치에서는 이러한 단계에서 표시 개시 신호를 받은 스위치 회로가, 전체 구동 신호를 표시부의 전체 소스

라인에 대하여 일제히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해, 본 구동 장치에서는 구동 신호의 출력 타이밍에 변동이 없다. 즉, 표시부의 전체 소스 라인에 동시에 구동 신호

를 출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표시부에서 구동 신호를 충전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따라서, 표시부에 표시

얼룩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본 구동 장치에서는 컨트롤 회로가, 래치 셀에 가장 늦게 입력되는 수평 동기 신호를 입력하고, 이 입력에 따라 표시

개시 신호를 표시부에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표시 개시 신호의 출력 시기를 용이하게 설

정할 수 있다.

또한, 본 구동 장치에서는 지연 회로는 일부의 래치 셀에 대한 수평 동기 신호의 입력 경로에 배치되고, 수평 동기 신호를

입력하여 일정 시간 경과 후에 래치 셀에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일부의 래치 셀에 대한

수평 동기 신호의 입력을 용이하게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래치 셀은 구동 신호와 동일한 수만큼 구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구성에서는 래치 셀이 복수의 그룹

으로 나뉘어져 있음과 함께, 각 그룹이 지연 회로를 각각 갖고 있으며, 각 그룹 중 적어도 1개의 래치 셀에, 지연된 수평 동

기 신호가 입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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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해, 지연 회로를 이용한 래치를 그룹별로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컨트롤 회로에 입력되는 수평 동기 신호(가장 지연

된 수평 동기 신호)의 지연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컨트롤 회로에 수평 동기 신호가 입력되고 나서, 다음의 수

평 동기 신호가 래치 셀(지연 회로)에 입력되기까지의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컨트롤 회로 또는 래치 셀(지연 회

로)에 의한 수평 동기 신호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어, 구동 회로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수평 동기 신호를 각 그룹에 대하여 병렬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한 그룹에 복수의 지연 회로를 구비하는 경우, 이들의 지연 회로를, 각각을 직렬로 배치한 지연 회로 열을 갖도

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 지연 회로가,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를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신에게 접속되어

있는 래치 셀 및 지연 회로에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구성에서는 각 그룹에서의 지연 회로의 수에 따라, 래치 셀에 의한 래치 타이밍 수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래치 타이

밍을 보다 일정하게 할 수 있어, 피크 전류를 보다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컨트롤 회로는 1개의 특정 그룹에 속하는 지연 회로에 의해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를 입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특정 그룹은 지연 회로 열의 말단의 지연 회로에 컨트롤 회로에 접속한 회로 열을 갖는 구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말단의 지연 회로가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를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신에게 접속되어 있는 래치 셀 및 컨트롤

회로에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특정 그룹의 지연 회로로부터 컨트롤 회로에 수평 동기 신

호를 간단히 출력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상기한 특정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하여 가장 많은 지연 회로로 이루어지는 지연 회로 열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원 전류의 피크값의 저감을 도모함과 함께, 수평 동기 신호(래치 신호)의 오인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고, 출력의 타이밍의 변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동 장치, 및 그것을 구비한 표시 모듈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도 할 수 있다.

또한, 도 13에 도시한 구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도 13에 도시한 X 드라이버는 시프트 레지스터(101), K비트

(여기서는 K=4) 병렬의 래치 A 회로(102), 일괄적으로 래치하는 래치 B 회로(103), 4비트의 DI1∼DI4를 디코드하여 16

개의 DO0∼DO15를 만들어내는 디코더(104), 디코더(104)의 출력을 액정 구동 전압까지 올리는 레벨 시프터(105), 및 레

벨 시프터(105)의 출력을 컨트롤 단자에 갖고, 24=16레벨의 계조 신호 중 1개를 선택하는 아날로그 스위치군(106)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래치 A 회로(102)의 각 단의 내부에 하프 래치(107)가, 래치 B 회로(103)의 각 단의 내부에는 하프 래치(108)가,

각각 4개씩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래치 A 회로(102)의 각 단은 해당하는 시프트 레지스터(101)의 단의 출력 Qn(n은

1∼M의 정수)에 동기하여, 4비트의 PD1∼PD4를 페치한다. 이와 같이 하여, 래치된 데이터는 일괄적으로 래치 펄스 LCL

로 래치 B 회로(103)에 페치된다. 래치 B 회로(103)에 래치된 데이터는 각 단마다, 디코더(104)에 의해 디코드된다.

그리고, DI1∼DI4의 데이터에 의해, DO0∼DO15 중의 1개가 선택되면, 레벨 시프터(105)를 개재하여, 16개의 아날로그

스위치군(106) 중 1개가 선택되고,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16개의 액정 구동 전압의 계조 레벨 GSV0∼GSV15 내의 해당하

는 1개가 드라이버의 출력으로서 소스선에 공급된다.

또한, 도 14는 도 13에 도시한 X 드라이버의 구동 시에 있어서의 신호의 타이밍차트라고도 할 수 있다. X 드라이버에 있어

서의 신호(주요한 입력 신호, 내부 신호, 출력 신호)에 대하여, 도 1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시프트 레지스터(101)는 클럭 신호 XCL 및 스타트 펄스 XSP(입력 신호)가 입력된다.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101)로부

터는 Q1∼QM(내부 출력 신호)이 대응하는 래치 A 회로(102)의 단에 입력된다. 도 14에서, Qa는 시프트 레지스터(101)의

a단째로부터의 출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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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1∼4는 1단째의 래치 A 회로(102)에의 입력 신호로서, 4비트의 디지털 신호이다. 래치 A 회로(102)로부터는

QA1∼QAM이 출력된다. 또, QAa(1≤a≤M)는 래치 A 회로(102)의 a단째의 출력 신호이다.

래치 A 회로(102)는 시프트 레지스터(101)로부터의 출력 신호의 상승으로 4비트의 데이터 PD1∼4를 소인하여,

QA1∼QAM을 출력한다.

래치 B 회로(103)에는 래치 클럭 입력 신호 LCL이 입력된다. 래치 B 회로(103)는 래치 클럭 입력 신호 LCL의 하강으로

래치 A 회로(102)의 출력 신호 QAa(1≤a≤M)를 소인하여, QB를 출력한다. 그리고, 디코더(104), 레벨 시프터(105), 아날

로그 스위치(106)를 통하여, 아날로그화된 최종적인 출력 O가 출력된다. 또, 신호 중의 「i」는 i행째 데이터를 의미한다.

또한, 종래, 액정 표시 장치는 텔레비전용 화면이나 퍼스널 컴퓨터용 화면 등에의 활용을 위해서, 대화면화의 요구 하에 개

발이 진행되어 왔다. 한편, 최근에는 급속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휴대 전화 등의 휴대 단말기에의 활용을 위해서, 휴대용

표시 장치에 적합한 중소형의 액정 표시 장치 및 액정 구동 장치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용도에 합치한 액

정 표시 장치 및 액정 구동 장치의 화면에 맞춰 액정 구동 장치도, 소형, 경량, 저소비 전력화(전지 구동을 포함함), 다출력

화, 고속화, 표시 품질의 향상, 나아가서는 특히 저비용인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

또한, 도 15에 도시한 교류화 신호 발생 회로(206)는 주사선에 선택 타이밍에 대응한 클럭 펄스 CL1을 계수하여, 복수 주

사선마다 교류화 신호 M의 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어도 된다. 또한, 주사 드라이버(203)는 클럭 펄스 CL1에 기초하여 시

프트 동작을 행하는 시프트 레지스터와, 그 출력 신호를 받아 구동 전압 발생 회로에 의해 형성된 구동 전압 V1 또는 V5

와, V2 또는 V6을 교류화 신호에 의해 전환하여 대응하는 주사선 전극에 출력시켜서 주사선 전극을 선택/비선택 레벨로

하는 것이어도 된다. 또한, 프레임 내에 복수 주사선마다 극성을 전환하는 것에서는, 교류화 신호 M에 의해, 구동 전압 V1

대신에 V2와 같은 선택 레벨로 되고, V5 대신에 V6과 같은 비선택 레벨로 된다.

또한, 도 1에 도시한 구성에서의 신호 처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즉, 컨트롤러(4)로부터의 표시 데이

터 DR·DG·DB는 입력 래치 회로(21)에 입력되어 래치된다. 한편, 클럭 신호 CK에 동기하여, 스타트 펄스 SP는 시프트 레

지스터 회로(22) 내에 순차적으로 전송된다. 그리고, 그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22)의 각 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 래치 회로(21)로부터 출력되는 표시 데이터 DR·DG·DB가 샘플링 메모리(23)에 시분할로 페치되고, 일단

기억된다.

그리고, 수평 동기 신호 LS의 타이밍에서, 즉 샘플링 메모리(23)에 1라인분의 표시 데이터 DR·DG·DB가 페치되면, 해당

샘플링 메모리(23)에 기억된 표시 데이터 DR·DG·DB는 홀드 메모리(24)에 저장됨과 함께 래치된다. 이 표시 데이터

DR·DG·DB의 래치는 다음의 수평 동기 신호 LS가 입력될 때까지 유지된다.

그 후, 래치된 표시 데이터 DR·DG·DB는 레벨 시프터 회로(25)에 있어서, 액정 패널(1)에 인가되는 최대 구동 전압 레벨까

지 레벨 변환된 후, D/A 변환 회로(26)에 입력된다. 그리고, D/A 변환 회로(26)에 있어서, 액정 구동 전원(5)으로부터 출력

되는 참조 전압에 기초하여 기준 전압 발생 회로(29)로 생성된 액정 패널(1)의 소스 신호 라인(14)에 인가되는 계조 표시

전압(64계조 표시인 경우에는 64레벨의 전압값) 중에서, 표시 데이터 DR·DG·DB에 따른 1개의 전압값이 선택되어, 출력

회로(27) 및 스위치 회로(28)를 통하여 출력된다.

이와 같이 하여, 64계조 표시의 각 소스 드라이버 SD는 표시 데이터 DR·DG·DB에 기초하여, 계조 레벨에 대응하는 아날로

그 신호를 액정 패널(1)에 출력하고, 64계조의 표시를 행한다.

또한, 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홀드 래치 셀(33)과 마찬가지로, 레벨 시프터 회로(25)도, 지연 회로(32)에 의한 지연 시간

에 상당하는 시간 분만큼 지연되어 동작하게 된다. 이에 의해, 로직계 전원(GND 라인)에 흐르는 피크 전류를 완화할 수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 8의 구성은 지연 회로를 좌우 방향 각각 1개씩으로 하여, 1개의 지연 회로(32)에 복수개의 홀드 래치 셀(33)이 접

속되는 것과 같은 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좌우 방향(초단측 및 최종 단측) 각각(각 그룹)에 있어서, 지연 회로(32)

의 개수가 다른 경우에는 지연 회로(32)의 개수가 많은 쪽의 홀드 래치 셀군에 공급되는 래치 신호 LS가 컨트롤 회로(31)

의 제1 입력 단자 CTRB-LS에 접속되도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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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력 전원과 로직 GND는, 로직계 회로, 홀드 메모리 회로(24)에 접속되어 있지만, 이 때, 고전압 구동으로 전환되는

레벨 시프터 회로(25)에서의 노이즈가 커지지 않도록, 상기 홀드 메모리 회로(24)는 지연 회로(32)를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즉, 본 실시의 형태의 소스 드라이버 SD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 LS에 기초하여 1수평 동기 기간에 대응하는 표시 데이터 D를 래치하는 홀드 메모리 회로

(24)와, 레벨 시프터 회로(25)·DA 변환 회로(26)·출력 회로(27) 등의 변환부에 의해, 래치된 표시 데이터 D로부터 변환된

복수의 구동 신호를 액정 패널(1)에 출력하는 스위치 회로(28)를 구비하여, 상기 구동 신호에 의해 액정 패널(1)을 구동한

다.

또한, 도 6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스 드라이버 SD에서, 홀드 메모리 회로(24)는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 LS를 지연시

키는 지연 회로(32)와, 이 지연 회로(32)에 의해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 LS에 기초하여 표시 데이터 D를 래치하는 홀드 래

치 셀(33)과, 지연 수단 회로(32)에 의해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 LS가 입력되면 스위치 회로(28)에 LSOUT(표시 개시 신

호)를 출력하는 컨트롤 회로(31)를 구비하고, 스위치 회로(28)는 LSOUT에 기초하여 출력 단자 X1∼Z100을 개재하여 액

정 패널(1)에 복수의 구동 신호를 동시에 출력한다. 여기서, 구동 신호의 수는 액정 패널(1)의 화소 수나 표시 데이터 D가

나타내는 색의 수(예를 들면, RGB의 3색) 등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이에 의해, 지연 회로(32)에 의해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 LS에 기초하여 표시 데이터 D를 래치함으로써, 홀드 메모리 회로

(24)로부터 출력되는 표시 데이터 D는 지연 회로(32)에 의한 지연 시간 분만큼, 지연되게 된다. 따라서, 소스 드라이버 SD

에 공급되는 전원 전류를 분산시킬 수 있어, 전원 전류의 피크값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LSOUT에 기초하여, 복수의 구동 신호를 동시에 출력하는 스위치 회로(28)를 구비함으로써,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타이밍의 변동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액정 패널(1)에 있어서 구동 신호의 충전 시간의 변동을 방지할 수 있

어, 표시 얼룩이 없는 표시 모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LSOUT는 지연 회로(32)에 입력되기 전후에 있어서의 수평 동기 신호 LS의 레벨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인 것이 바람

직하다. 이에 의해, 수평 동기 신호 LS의 레벨에 있어서의 "High"와 "Low"와의 사이에서의 변화에 의해, 스위치 회로(28)

는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타이밍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단한 구성으로, 스위치 회로(28)는 복수의 구동 신호를 동시에 출

력할 수 있다.

또한, 도 6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홀드 래치 셀(33)은 구동 신호와 동일한 수(출력 단자 X1∼Z100과 동일한 수)만큼

구비되어 있음과 함께, 복수의 그룹(여기서는 신호의 흐름이 우향인 제1 그룹과 좌향인 제2 그룹과의 2개)으로 나뉘고, 지

연 회로(32)는 그룹별로 적어도 1개는 대응하도록(도 6의 (a)에서는 각 그룹에 3개씩) 구비되어 있으며, 수평 동기 신호

LS는 그룹별로, 홀드 래치 셀(33) 및 대응하는 지연 회로(32)에 입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그룹의 수는 특별히 한

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의해, 지연 회로(32) 수단을 이용한 래치를 그룹별로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연 회로(32)에 의해 수평 동기 신호 LS를 지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컨트롤 회로(31)에,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 LS가 입력되고 나서, 다음의 타이밍(다음에 수평 기간)의 수평 동기 신호 LS가 입력되기까지의 시간을 길

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수평 동기 신호 LS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어, 소스 드라이버 SD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컨트롤 회로(31)에, 그룹 중 어느 1개에 대응하는 지연 회로(32)에 의해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 LS가 입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도 6의 (a)에서는 Left-LS가 컨트롤 회로(31)에 입력되어 있다. 이에 의해, 지연된 1개의 수평 동기 신호

LS에 의해, LSOUT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가장 지연 시간이 긴(가장 많은 지연 회로(32)를 경유한) 수평 동기 신호 LS를 이용하여 LSOUT를 스위

치 회로(28)에 입력함으로써, 확실하게, 모든 구동 신호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다.

또한, 그룹별로 대응하는 지연 회로(32)의 수가 다른 경우에, 컨트롤 회로(31)에 수평 동기 신호 LS가 입력되는 어느 1개

의 그룹은, 대응하는 지연 회로(32)가 가장 많은 그룹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가장 지연 시간이 긴

수평 동기 신호 LS를 이용하여 LSOUT를 스위치 회로(28)에 입력할 수 있다. 따라서, 확실하게, 모든 구동 신호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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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구동 장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즉, 본 발명의 구동 장치는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1수평 동기 기간에 대응하는 표시 데이터를 래치하는 홀드 메모리 회로부와, 상기 래치된 표시 데이터로부터 변

환부에 의해 변환된 복수의 구동 신호를 표시부에 출력하는 스위치 회로부를 구비하고, 상기 구동 신호에 의해 표시부를

구동하는 구동 장치로서, 상기 홀드 메모리 회로부는 입력된 상기 수평 동기 신호를 지연시키는 지연 수단과, 해당 지연 수

단에 의해 지연된 상기 수평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표시 데이터를 래치하는 홀드 래치 수단과, 상기 지연 수단에 의해

지연된 상기 수평 동기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스위치 회로부에 표시 개시 신호를 출력하는 컨트롤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스위치 회로부는 상기 표시 개시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구동 신호를 동시에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구동 신호의 수는 표시부의 화소 수나 신호가 나타내는 색의 수(예를 들면, RGB의 3색) 등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또한, 래치된 표시 데이터로부터 구동 신호로 변환하는 변환부는, 예를 들면 입력된 신호의 레벨을 변환하는 레벨 시프터

회로이다. 또한, 이 변환부는 참조 전압에 기초하여 발생된 계조 표시용의 아날로그 전압 중에서, 입력된 신호에 따른 것을

선택하는 DA 변환 회로 등이다.

상기한 구성에서는, 지연 수단에 의해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표시 데이터를 래치한다. 이에 의해, 홀드 메모리

회로부로부터 출력되는 표시 데이터가 지연 수단에 의한 지연 시간 분만큼, 지연되게 된다. 따라서, 구동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 전류를 분산할 수 있어, 전원 전류의 피크값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표시 개시 신호에 기초하여, 복수의 구동 신호를 동시에 출력하는 스위치 회로부를 구비하고 있다. 이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타이밍의 변동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표시부에서 구동 신호의 충전 시간의 변동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표시 얼룩이 없는 표시 모듈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한 구동 장치에서의 홀드 래치 수단은 구동 신호와 동일한 수만큼 구비되어 있음과 함께, 복수의 그룹으로 나뉘고, 지

연 수단은 그룹별로 적어도 1개는 대응하도록 구비되어 있으며, 수평 동기 신호는 그룹별로, 홀드 래치 수단 및 대응하는

지연 수단에 입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구성에 따르면, 지연 수단을 이용한 래치를 그룹별로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연 수단에 의해 수평 동기 신호를 지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컨트롤 수단(소스 드라이버)에 있어

서의,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가 입력되고 나서, 다음의 타이밍(다음으로 수평 기간)의 수평 동기 신호가 입력되기까지의 시

간을 길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소스 드라이버에 의한 수평 동기 신호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어, 구동 회로(소스 드라이버)

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구동 장치는 컨트롤 수단에, 그룹 중 어느 1개에 대응하는 지연 수단에 의해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가 입력되

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구성에 따르면, 지연된 1개의 수평 동기 신호에 의해, 표시 개시 신호를 발생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지연 시간의 가장 긴 수평 동기 신호를 이용하여 표시 개시 신호를 스위치 회로부에 입력함으로써, 확실

하게, 모든 구동 신호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구동 장치는 그룹별로 대응하는 지연 수단의 수가 다른 경우,

어느 1개의 그룹은 대응하는 지연 수단이 가장 많은 그룹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가장

지연 시간이 긴 수평 동기 신호를 이용하여 표시 개시 신호를 스위치 회로부에 입력할 수 있다. 따라서, 확실하게, 모든 구

동 신호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구동 장치는 표시 개시 신호가 지연 수단에 입력되기 전후에 있어서의 수평 동기 신호의 레벨 변화를 나타내

는 신호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수평 동기 신호의 레벨에 있어서의 "High"와 "Low"와의 사이에서의 변

화에 의해, 스위치 회로부는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타이밍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단한 구성으로, 스위치 회로부가 복수

의 구동 신호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표시 모듈은 상기한 구동 장치와, 표시 데이터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모

듈에서는 구동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 전류를 분산시킨다. 따라서, 전원 전류의 피크값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구

동 신호를 출력하는 타이밍의 변동을 방지할 수 있어, 표시 얼룩이 없는 표시 모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수평 동기 신호

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어, 오동작이 없는 표시 모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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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항에 기재한 구체적인 실시 형태 또는 실시예는, 어디까지나 본 발명의 기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들과 같은 구체예에 한정하여 협의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즉, 본 발명은 본 발

명의 정신과 다음에 기재하는 특허 청구 사항과의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본 발명에 따르면, 전원 전류의 피크값의 저감을 도모함과 함께, 출력의 타이밍의 변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동 장치,

및 그것을 구비한 표시 모듈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1수평 동기 기간 분의 표시 데이터를 래치하여 출력하는 래치 셀을 구비한 메모리 회

로와,

래치 셀로부터 출력된 표시 데이터에 기초하여, 표시부를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구동 신호를 생성하는 변환 회로와,

변환 회로에 의해 생성된 복수의 구동 신호를 입력하고, 표시부에 출력하는 스위치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회로는,

일부의 래치 셀에 대한 수평 동기 신호의 입력을 지연시키는 지연 회로와,

전체 래치 셀이 표시 데이터를 출력한 후, 스위치 회로에 표시 개시 신호를 출력하는 컨트롤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스위치 회로는 표시 개시 신호의 입력에 따라, 변환 회로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구동 신호를 표시부에 동시에 출력하

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동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 회로가 래치 셀에 가장 늦게 입력되는 수평 동기 신호를 입력하고, 이 입력에 따라 표시 개시 신호를 표시부에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동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회로는 일부의 래치 셀에 대한 수평 동기 신호의 입력 경로에 배치되고, 수평 동기 신호를 입력하여 일정 시간

경과 후에 래치 셀에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 셀이 구동 신호와 동일한 수만큼 구비되어 있는 구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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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 셀이 복수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음과 함께,

각 그룹이 지연 회로를 각각 갖고 있으며, 각 그룹 중 적어도 하나의 래치 셀에,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가 입력되는 구동 장

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 동기 신호가 각 그룹에 대하여 병렬 입력되는 구동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 회로는 1개의 특정 그룹에 속하는 지연 회로에 의해 지연된 수평 동기 신호를 입력하는 구동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그룹 중 특정 그룹이,

복수의 지연 회로를 직렬로 배치한 지연 회로 열을 갖고 있으며,

각 지연 회로가,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를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신에게 접속되어 있는 래치 셀 및 지연 회로에 출력하도

록 설계되어 있는 구동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그룹이,

지연 회로 열의 말단의 지연 회로에 컨트롤 회로에 접속된 회로 열을 갖고 있으며,

이 말단의 지연 회로가,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를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신에게 접속되어 있는 래치 셀 및 컨트롤 회로에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동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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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정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하여 가장 많은 지연 회로로 이루어지는 지연 회로 열을 갖고 있는 구동 장치.

청구항 11.

입력된 수평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1수평 동기 기간에 대응하는 표시 데이터를 래치하는 홀드 메모리 회로부와, 상기 래치

된 표시 데이터로부터 변환부에 의해 변환된 복수의 구동 신호를 표시부에 출력하는 스위치 회로부를 구비하고, 상기 구동

신호에 의해 표시부를 구동하는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홀드 메모리 회로부는 입력된 상기 수평 동기 신호를 지연시키는 지연 수단과, 해당 지연 수단에 의해 지연된 상기 수

평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표시 데이터를 래치하는 홀드 래치 수단과, 상기 지연 수단에 의해 지연된 상기 수평 동기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스위치 회로부에 표시 개시 신호를 출력하는 컨트롤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스위치 회로부는 상기 표시 개시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구동 신호를 동시에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

동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홀드 래치 수단은 구동 신호와 동일한 수만큼 구비되어 있음과 함께, 복수의 그룹으로 나뉘고,

상기 지연 수단은 상기 그룹별로 적어도 1개는 대응하도록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수평 동기 신호는, 상기 그룹별로 상기 홀드 래치 수단 및 대응하는 상기 지연 수단에 입력되는 구동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 수단에는 상기 그룹 중 어느 1개에 대응하는 지연 수단에 의해 지연된 상기 수평 동기 신호가 입력되는 구동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별로 대응하는 지연 수단의 수가 다른 경우, 상기 어느 1개의 그룹은 대응하는 지연 수단이 가장 많은 그룹 중의

어느 하나인 구동 장치.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개시 신호는 상기 지연 수단에 입력된 신호와 이 지연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다른 기간을 나타내는 신호

인 구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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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구동 장치와, 표시 데이터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비하고 있는 표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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