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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게이트선 구동 회로

(57) 요약

게이트선 구동 회로는, 복수의 게이트선이 1 수직 주사 기간에서 계조 표시용으로 선택되도록 제1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제1 스타트 신호를 시프트하는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와, 복수의 게이트선이 1 수직 주사 기간에 대략 동일한

기간에서 흑 삽입용으로 선택되도록 제1 클럭 신호에 동기한 제2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제2 스타트 신호를 시프트하는 흑

등록특허 10-0716684

- 1 -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와,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이트선 Y에 대하여 제1 출력 인에

이블 신호의 제어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력하고, 또한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이트선에 대하

여 제2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제어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 회로(12)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표시 패널에서 복수의 화소에 각각 할당되는 복수의 게이트선을 구동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로서,

상기 복수의 게이트선이 1 수직 주사 기간에서 계조 표시용으로 선택되도록 제1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제1 스타트 신호를

시프트하는 제1 시프트 레지스터와,

상기 복수의 게이트선이 이 수직 주사 기간에 동일한 기간에서 비계조 표시용으로 선택되도록 제1 클럭 신호에 동기한 제

2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제2 스타트 신호를 시프트하는 제2 시프트 레지스터와,

상기 제1 시프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이트선에 대하여 제1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제어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

력하고, 또한 상기 제2 시프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이트선에 대하여 제2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제어에 의해 구

동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 회로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회로는

각각 상기 제1 시프트 레지스터로부터 계조 표시용으로 얻어지는 대응 게이트선의 선택 신호를 상기 제1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제어에 의해 출력하는 복수의 제1 AND 게이트 회로,

각각 상기 제2 시프트 레지스터로부터 상기 비계조 표시용으로 얻어지는 대응 게이트선의 선택 신호를 상기 제2 출력 인

에이블 신호의 제어에 의해 출력하는 복수의 제2 AND 게이트 회로,

각각 상기 복수의 제1 AND 게이트 회로의 1개 및 상기 복수의 제2 AND 게이트 회로의 1개로부터 입력되는 대응 게이트

선의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복수의 OR 게이트 회로, 및

상기 복수의 OR 게이트 회로의 각각으로부터 출력되는 선택 신호를 레벨 시프트함으로써 상기 구동 신호로 변환하는 레벨

시프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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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OR 게이트 회로의 각각은 상기 복수의 게이트선의 전부를 동시에 구동하기 위해 공급되는 게이트선 전(全) 선

택 신호를 대응 게이트선의 선택 신호로서 상기 레벨 시프터에 입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

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시프트 레지스터 및 상기 제2 시프트 레지스터는 쌍방향 시프트 레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는 행렬 형상으로 배치되고, 상기 복수의 게이트선은 상기 복수의 화소의 행을 따라 배치되며, 또한 복수

의 소스선이, 상기 제1 시프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이트선에 대응하는 화소에 계조 표시용의 화소 전압을 공급

함과 함께 상기 제2 시프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이트선에 대응하는 화소에 비계조 표시용의 화소 전압을 공급

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화소의 열을 따라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

청구항 6.

복수의 게이트선을 구동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로서,

상기 복수의 게이트선이 계조 표시용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도록 제1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제1 스타트 신호를 시프트하

는 제1 시프트 레지스터와,

상기 복수의 게이트선이 한번에 적어도 2개씩 비계조 표시용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도록 제1 클럭 신호에 동기한 제2 클

럭 신호에 응답하여 제2 스타트 신호를 시프트하는 제2 시프트 레지스터와,

상기 제1 시프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이트선에 대하여 제1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제어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

력하고, 또한 상기 제2 시프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이트선에 대하여 제2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제어에 의해 구

동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 회로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를 들면 OCB(Optical1y Compensated Birefringence) 모드의 액정 표시 패널에 적용되는 게이트선 구동 회

로에 관한 것이다.

액정 표시 장치에 대표되는 평면 표시 장치는, 컴퓨터,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 혹은 텔레비전 수신기 등의 표시 장치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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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표시 장치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액정 화소의 매트릭스 어레이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패널, 및 이 표시 패널을 제어하

는 표시 패널 제어 회로를 갖는다. 액정 표시 패널은 어레이 기판과 대향 기판 사이에 액정층을 협지한 구조이다.

어레이 기판은 대략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되는 복수의 화소 전극, 복수의 화소 전극의 행을 따라 배치되는 복수의 게이

트선, 복수의 화소 전극의 열을 따라 배치되는 복수의 소스선, 복수의 게이트선 및 복수의 소스선의 교차 위치 근방에 배치

되는 복수의 스위칭 소자를 갖는다. 각 스위칭 소자는 예를 들면 박막 트랜지스터(TFT)로 이루어지고, 1 게이트선이 구동

되었을 때에 도통하여 1 소스선의 전위를 1 화소 전극에 인가한다. 대향 기판에는, 어레이 기판에 배치된 복수의 화소 전극

에 대향하도록 공통 전극이 설치된다. 한쌍의 화소 전극 및 공통 전극은 액정층의 화소 영역과 함께 화소를 구성하고, 화소

영역에서 액정 분자 배열을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 간의 전계에 의해서 제어한다. 표시 패널 제어 회로는 복수의 게이트선

을 구동하는 게이트 드라이버, 복수의 소스선을 구동하는 소스 드라이버, 및 이들 게이트 드라이버 및 소스 드라이버의 동

작 타이밍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등을 포함한다.

액정 표시 장치가 주로 동화상을 표시하는 텔레비전 수신기용인 경우, 액정 분자가 양호한 응답성을 나타내는 OCB 모드의

액정 표시 패널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문헌 1을 참조). 이 액정 표시 패널에서는, 액정이 화소 전극 및 공통 전극 상

에서 서로 평행하게 러빙된 배향막에 의해서 전원 투입 전에서 거의 누워 있는 스프레이 배향으로 된다. 액정 표시 패널은,

전원 투입에 수반하는 초기화 처리에서 인가하는 비교적 강한 전계에 의해 이들 액정을 스프레이 배향으로부터 벤드 배향

으로 전이시키고 나서 표시 동작을 행한다.

액정이 전원 투입 전에 스프레이 배향으로 되는 이유는, 스프레이 배향이 액정 구동 전압의 무인가 상태에서 에너지적으로

벤드 배향보다도 안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액정은 일단 벤드 배향으로 전이하여도 스프레이 배향의 에너지와 벤드 배향

의 에너지가 길항하는 레벨 이하의 전압 인가 상태나 전압 무인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다시 스프레이 배향으로

역전이 된다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 스프레이 배향에서는, 시야각 특성이 벤드 배향에 대하여 크게 다르므로 표시 이상으

로 된다.

종래, 벤드 배향으로부터 스프레이 배향으로의 역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 프레임의 화상을 표시하는 프레임

기간의 일부에서 큰 전압을 액정에 인가하는 구동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 노멀 화이트인 OCB 모드의 액정 표시 패널에서

는, 이 전압이 흑 표시로 되는 화소 전압에 상당하기 때문에, 흑 삽입 구동이라고 불린다. 덧붙여서 말하면, 이 흑 삽입 구동

은, 동화상 표시에서 관찰자의 시각에 생기는 망막 잔상의 영향으로 저하되는 시인성을 휘도의 이산적인 의사 임펄스 응답

에 의해서 개선하는 것으로도 된다.

흑 삽입용 화소 전압 및 계조 표시용 화소 전압은, 1 프레임 기간, 즉 1 수직 주사 기간(V)에서 모든 액정 화소에 행 단위로

인가된다. 여기서, 계조 표시용 화소 전압의 유지 기간에 대한 흑 삽입용 화소 전압의 유지 기간의 비율이 흑 삽입율로 된

다. 각 게이트선을 1 수평 주사 기간의 절반, 즉 H/2 기간만큼 흑 삽입용으로 구동하고, 또한 H/2 기간만큼 계조 표시용으

로 구동하는 경우에는, 수직 주사 속도가 흑 삽입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2배속으로 된다. 또한, 흑 삽입용 화소 전압

은 모든 화소에 대하여 공통의 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 게이트선을 1조로 하여 동시에 구동할 수도 있다. 각 조의 2 게

이트선을 흑 삽입용으로 2H/3 기간만큼 동시에 구동하고, 각각 2H/3 기간씩 4H/3 기간만큼 계조 표시용으로 순차적으로

구동하는 경우에는, 수직 주사 속도가 흑 삽입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1.5배속으로 된다.

종래의 흑 삽입 구동은, 예를 들면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스타트 신호를 시프트하는 시프트 레지스터와 이 시프트 레지스

터에 보유된 스타트 신호에 의해서 흑 삽입용 및 계조 표시용으로 선택되는 게이트선에 대하여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

회로를 게이트선 구동 회로로서 포함하는 게이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 출력 회로에서는, 3 인접 게이트

선에 대한 구동 신호의 출력이 독립인 3개의 출력 인에이블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게이트선 구동 회로에는, 도 1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패널 사이즈에 의존하여 다른 수직 주사 속도가 요구된다. 또한, 이

수직 주사 속도는, 1 수직 주사 기간(V) 중의 수평 주사 기간(H) 수에 대하여 흑 삽입율의 등급을 실용적인 값으로 유지하

여 달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상 신호는, 화상 데이터 외에 추가로, 수직 동기를 위해 1H 간격으로 나열되는 복수의

수평 동기 펄스로 이루어지는 백포치(BP)를 포함한다. 게이트 드라이버는 통상 백포치의 모든 H 수의 일부를 이용하여

1.25배속, 1.5배속, 2배속과 같은 수직 주사 속도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상술한 게이트선 구동 회로는 예를 들면 15.1∼32 인치의 대형 WXGA 표시 패널에서 요구되는 1.25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상술한 게이트선 구동 회로는 7∼9 인치의 중형 WVGA 표시 패

널에서 요구되는 1.5배속 또는 2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 6의 홀수배 또는 3의 홀수배라고

하는 H 수를 1V 중에 필요로 하지만, 백포치의 모든 H 수는 패널 사이즈가 작아지게 될수록 적게 설정되기 때문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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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VGA 표시 패널에서 6의 홀수배 또는 3의 홀수배라고 하는 H 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2.2 인치의 소형 VGA 표시 패

널에서는 이 확보가 전혀 곤란하다. 또한, 흑 삽입율의 등급, 즉 1V 중의 H 수에 대한 흑 삽입의 H 간격은 2%를 초과하면

실용적이지 않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흑 삽입 구동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수직 주사 속도를 얻을 수 있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제1 관점에 따르면, 표시 패널에서 복수의 화소에 각각 할당되는 복수의 게이트선을 구동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

로로서, 복수의 게이트선이 1 수직 주사 기간에서 계조 표시용으로 선택되도록 제1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제1 스타트 신호

를 시프트하는 제1 시프트 레지스터와, 복수의 게이트선이 이 수직 주사 기간에 대략 동일한 기간에서 비계조 표시용으로

선택되도록 제1 클럭 신호에 동기한 제2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제2 스타트 신호를 시프트하는 제2 시프트 레지스터와, 제

1 시프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이트선에 대하여 제1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제어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력하고,

또한 제2 시프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이트선에 대하여 제2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제어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

력하는 출력 회로를 구비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가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관점에 따르면, 복수의 게이트선을 구동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로서, 복수의 게이트선이 계조 표시

용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도록 제1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제1 스타트 신호를 시프트하는 제1 시프트 레지스터와, 복수의

게이트선이 비계조 표시용으로 한번에 적어도 2개씩 순차적으로 선택되도록 제1 클럭 신호에 동기한 제2 클럭 신호에 응

답하여 제2 스타트 신호를 시프트하는 제2 시프트 레지스터와, 제1 시프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이트선에 대하

여 제1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제어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력하고, 또한 제2 시프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이트선

에 대하여 제2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제어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 회로를 구비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가 제공

된다.

이 게이트선 구동 회로에서는, 제1 시프트 레지스터 및 제2 시프트 레지스터가 계조 표시용 및 비계조 표시용으로 독립적

으로 설치되고, 출력 회로가 제1 시프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선택된 게이트선에 대하여 제1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제어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력하며, 제2 시프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선택된 게이트선에 대하여 제2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제어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력한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제1 및 제2 스타트 신호, 제1 및 제2 클럭 신호, 및 제1 및 제2 출력 인에

이블 신호를 조합하여, 소정 수의 게이트선을 비계조 표시용으로 동시에 구동하고, 또한 소정 수의 게이트선을 순차적으로

구동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 게이트선을 1H(수평 주사 기간)/2 기간만큼 비계조 표시용으로 구동하고, 또한 1 게이트선

을 1H/2 기간만큼 계조 표시용으로 구동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2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2 게이트선

을 2H/3 기간만큼 비계조 표시용으로 동시에 구동하고, 또한 2 게이트선을 각각 2H/3 기간씩 4H/3 기간만큼 계조 표시용

으로 순차적으로 구동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1.5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를 얻을 수 있다. 덧붙여, 4 게이트선을 4H/5 기간

만큼 비계조 표시용으로 동시에 구동하고, 또한 4개의 게이트선을 각각 4H/5 기간씩 16H/5 기간만큼 계조 표시용으로 순

차적으로 구동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1.25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게이트선 구동 회로는, 비계조 표

시로서 흑 삽입을 행하는 흑 삽입 구동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수직 주사 속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수직 주사 속도가 중형 및 소형 표시 패널에서 요구되는 1.5배속 또는 2배속일 때, 각각 2의 홀수배의 H 수, 1의 홀

수배의 H 수가 1V(수직 주사 기간) 중에 필요하게 되지만, 이 H 수는 중형 및 소형 표시 패널에서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

다. 또한, 수직 주사 속도가 대형 표시 패널에서 요구되는 1.25배속일 때, 4의 홀수배의 H 수가 1V 중에 필요로 되지만, 이

H 수도 대형 표시 패널에서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흑 삽입율의 등급을 여러 가지 패널 사이즈에 대하여 저감하

여 실용적인 값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목적 및 이점들은 이하의 설명에 나타날 것이며, 일부는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명백하게 되고, 혹은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 및 이점들은, 특히 이하에서 설명되는 수단 및 결합에 의해서 구현되

고 달성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포함되고 본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첨부 도면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구체적으로 도시하며,

앞서 설명한 개괄적인 설명과 이하에 설명되는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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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하여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이 액정 표시 장치의

회로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액정 표시 장치는 액정 표시 패널 DP, 및 표시 패널 DP에 접속되는 표시 패널 제어 회

로 CNT를 구비한다. 액정 표시 패널 DP는 한쌍의 전극 기판인 어레이 기판(1)과 대향 기판(2) 사이에 액정층(3)을 협지한

구조이다. 액정층(3)은 예를 들면 노멀 화이트의 표시 동작을 위해 미리 스프레이 배향으로부터 벤드 배향으로 전이되어

벤드 배향으로부터 스프레이 배향으로의 역전이가 주기적으로 인가되는 흑 삽입(비계조 표시)용의 전압에 의해 저지되는

액정을 액정 재료로서 포함한다. 표시 패널 제어 회로 CNT는 어레이 기판(1) 및 대향 기판(2)으로부터 액정층(3)에 인가

되는 액정 구동 전압에 의해 액정 표시 패널 DP의 투과율을 제어한다. 스프레이 배향으로부터 벤드 배향으로의 전이는 전

원 투입 시에 표시 패널 제어 회로 CNT에 의해 행해지는 소정의 초기화 처리에서 비교적 큰 전계를 액정에 인가함으로써

얻어진다.

어레이 기판(1)은, 예를 들면 글래스 등의 투명 절연 기판 상에 대략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되는 복수의 화소 전극 PE, 복

수의 화소 전극 PE의 행을 따라 배치되는 복수의 게이트선 Y(Y1∼Ym), 복수의 화소 전극 PE의 행을 따라 복수의 게이트

선 Y(Y1∼Ym)에 평행하게 배치되는 복수의 보조 용량선 C(C1∼Cm), 복수의 화소 전극 PE의 열을 따라 배치되는 복수의

소스선 X(X1∼Xn), 및 이들 게이트선 Y 및 소스선 X의 교차 위치 근방에 배치되어 각각 대응 게이트선 Y를 통하여 구동되

었을 때에 대응 소스선 X와 대응 화소 전극 PE 사이에서 도통하는 복수의 화소 스위칭 소자 W를 갖는다. 각 화소 스위칭

소자 W는 예를 들면 박막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고, 박막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게이트선 Y에 접속되며, 소스-드레인

패스가 소스선 X와 화소 전극 PE 사이에 접속된다.

대향 기판(2)은 예를 들면 글래스 등의 투명 절연 기판 상에 배치되는 컬러 필터, 및 복수의 화소 전극 PE에 대향하여 컬러

필터 상에 배치되는 공통 전극 CE 등을 포함한다. 각 화소 전극 PE 및 공통 전극 CE는 예를 들면 ITO 등의 투명 전극 재료

로 이루어지고, 서로 평행하게 러빙 처리되는 배향막으로 각각 피복되며, 화소 전극 PE 및 공통 전극 CE로부터의 전계에

대응한 액정 분자 배열로 제어되는 액정층(3)의 화소 영역과 함께 OCB 액정 화소 PX를 구성한다.

또한, 복수의 OCB 액정 화소 PX는 각각 화소 전극 PE와 공통 전극 CE 사이에 액정 용량 CLC를 갖는다. 복수의 보조 용량

선 C1∼Cm은 각각 대응 행의 액정 화소의 화소 전극 PE에 용량 결합하여 보조 용량 Cs를 구성한다. 보조 용량 Cs는 화소

스위칭 소자 W의 기생 용량에 대하여 충분히 큰 용량값을 갖는다.

표시 패널 제어 회로 CNT는, 복수의 스위칭 소자 W를 행 단위로 도통시키도록 복수의 게이트선 Y1∼Ym을 구동하는 게

이트 드라이버 YD, 각 행의 스위칭 소자 W가 대응 게이트선 Y의 구동에 의해서 도통하는 기간에서 화소 전압 Vs를 복수의

소스선 X1∼Xn에 각각 출력하는 소스 드라이버 XD, 외부 신호원 SS로부터 입력되는 영상 신호 VIDEO에 포함되는 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예를 들면 흑 삽입 2배속 변환을 행하는 화상 데이터 변환 회로(4), 및 이 변환 결과에 대하여 게이트 드

라이버 YD 및 소스 드라이버 XD의 동작 타이밍 등을 제어하는 컨트롤러(5)를 포함한다. 화소 전압 Vs는 공통 전극 CE의

커먼 전압 Vcom을 기준으로 하여 화소 전극 PE에 인가되는 전압이고, 예를 들면 라인 반전 구동 및 프레임 반전 구동

(1H1V 반전 구동)을 행하도록 커먼 전압 Vcom에 대하여 극성 반전된다. 화상 데이터는 모든 액정 화소 PX에 대한 화소

데이터로 이루어지고, 1 프레임 기간(수직 주사 기간 V)마다 갱신된다. 흑 삽입 2배속 변환에서는, 1행분의 입력 화소 데

이터 DI가 1H마다 출력 화소 데이터 DO로 되는 1행분의 흑 삽입(비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B 및 1행분의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S로 변환된다.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S는 화소 데이터 DI와 동일한 계조치이고, 흑 삽입용 화소 데이터 B

는 흑 표시의 계조치이다. 1행분의 흑 삽입용 화소 데이터 B 및 1행분의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S의 각각은 각각 H/2 기

간에서 화상 데이터 변환 회로(4)로부터 직렬로 출력된다.

게이트 드라이버 YD 및 소스 드라이버 XD는 예를 들면 스위칭 소자 W와 동일 공정에서 형성되는 박막 트랜지스터를 이용

하여 구성되어 있다. 한편, 컨트롤러(5)는 외부의 프린트 배선판 PCB 상에 배치된다. 화상 데이터 변환 회로(4)는 이 프린

트 배선판 PCB의 더 외측에 배치된다. 컨트롤러(5)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복수의 게이트선 Y를 선택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제어 신호 CTY, 및 화상 데이터 변환 회로(4)의 변환 결과로서 직렬로 출력되는 흑 삽입용 또는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를 복수의 소스선 X에 각각 할당함과 함께 신호 극성을 지정하는 제어 신호 CTX 등을 발생한다. 제어 신호 CTY는 컨트롤

러(5)로부터 게이트 드라이버 YD에 공급되고, 제어 신호 CTX는 화상 데이터 변환 회로(4)의 변환 결과로서 얻어지는 흑

삽입용 화소 데이터 B 또는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S인 화소 데이터 DO와 함께 컨트롤러(5)로부터 소스 드라이버 XD에

공급된다.

표시 패널 제어 회로 CNT는 또한, 1행분의 스위칭 소자 W가 비도통으로 되었을 때에 이들 스위칭 소자 W에 대응한 행의

보조 용량선 C에 게이트 드라이버 YD를 통하여 인가되어 이들 스위칭 소자 W의 기생 용량에 의해서 각 행의 화소 P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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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화소 전압 Vs의 변동을 보상하는 보상 전압 Ve를 발생하는 보상 전압 발생 회로(6), 및 화소 데이터 DO를 화소

전압 Vs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소정 수의 계조 기준 전압 VREF를 발생하는 계조 기준 전압 발생 회로(7)를 포함한

다.

게이트 드라이버 YD는 제어 신호 CTY의 제어에 의해 각 수직 주사 기간에서 흑 삽입용으로 복수의 게이트선 Y1∼Ym을

선택하여 각 행의 화소 스위칭 소자 W를 H/2 기간씩 도통시키도록 구동 신호를 선택 게이트선 Y에 공급하고, 또한 계조

표시용으로 복수의 게이트선 Y1∼Ym을 선택하여 각 행의 화소 스위칭 소자 W를 H/2 기간씩 도통시키도록 구동 신호를

선택 게이트선 Y에 공급한다. 화상 데이터 변환 회로(4)는 변환 결과의 출력 화소 데이터 DO로서 얻어지는 1행분의 흑 삽

입용 화소 데이터 B 및 1행분의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S를 교대로 출력하고, 소스 드라이버 XD는 상술한 계조 기준 전

압 발생 회로(7)로부터 공급되는 소정 수의 계조 기준 전압 VREF를 참조하여 이들 흑 삽입용 화소 데이터 B 및 계조 표시

용 화소 데이터 S를 각각 화소 전압 Vs로 변환하여, 복수의 소스선 X1∼Xn에 병렬적으로 출력한다.

게이트 드라이버 YD가 예를 들면 게이트선 Y1을 구동 전압에 의해 구동하여 게이트선 Y1에 접속된 모든 화소 스위칭 소

자 W를 도통시키면, 소스선 X1∼Xn 상의 화소 전압 Vs가 이들 화소 스위칭 소자 W를 각각 통하여 대응 화소 전극 PE 및

보조 용량 Cs의 일단에 공급된다. 또한, 게이트 드라이버 YD는 보조 용량 Cs의 타단으로 되는 보조 용량선 C1에 보상 전

압 발생 회로(6)로부터의 보상 전압 Ve를 출력하고, 게이트선 Y1에 접속된 모든 화소 스위칭 소자 W를 H/2 기간만큼 도

통시킨 직후에 이들 화소 스위칭 소자 W를 비도통으로 하는 비구동 전압을 게이트선 Y1에 출력한다. 보상 전압 Ve는 이들

화소 스위칭 소자 W가 비도통이 되었을 때에 이들의 기생 용량에 의해서 화소 전극 PE로부터 방출되는 전하를 저감하여

화소 전압 Vs의 변동, 즉 관통 전압 ΔVp을 실질적으로 캔슬한다.

도 2는 게이트 드라이버 YD의 게이트선 구동 회로를 상세히 도시한다. 게이트선 구동 회로는 제1 클럭 신호 CKA에 응답

하여 제1 스타트 신호 STHA를 시프트하는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제1 시프트 레지스터)(10)와, 제1 클럭 신호

CKA에 동기한 제2 클럭 신호 CKB에 응답하여 제2 스타트 신호 STHB를 시프트하는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제2 시

프트 레지스터)(11)와,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에 보유되는 제1 스타트 신호 STHA의 시프트 위치에 의해서 선

택되는 게이트선 Y에 대하여 제1 출력 인에이블 신호 OEA의 제어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력하고, 또한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에 보유되는 제2 스타트 신호 STHB의 시프트 위치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이트선 Y에 대하여 제2 출력 인에

이블 신호 OEB의 제어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 회로(12)를 구비한다. 여기서, 제1 클럭 신호 CKA, 제1 스타트

신호 STHA, 제2 클럭 신호 CKB, 제2 스타트 신호 STHB, 제1 출력 인에이블 신호 OEA, 및 제2 출력 인에이블 신호 OEB

는 어느 것이나 컨트롤러(5)로부터 공급되는 제어 신호 CTY에 포함되는 신호이다.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 및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의 각각은 게이트선 Y1∼Ym에 각각 할당되고 직렬로

접속되는 m단의 레지스터로 이루어진다. 제1 스타트 신호 STHA 및 제2 스타트 신호 STHB는 어느 것이나 게이트선 Y1

에 할당된 1단째의 레지스터에 입력된다.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는 1단째의 레지스터로부터 m단째의 레지스터

를 향하는 방향으로 제1 스타트 신호 STHA를 시프트하고,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는 1단째의 레지스터로부터 m

단째의 레지스터를 향하는 방향으로 제2 스타트 신호 STHB를 시프트한다.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의 모든 레지

스터는 각각 제1 스타트 신호 STHA를 보유한 상태에서 높은 레벨로 되는 대응 게이트선 Y의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

단을 갖는다.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의 모든 레지스터는 각각 제2 스타트 신호 STHB를 보유한 상태에서 높은 레

벨로 되는 대응 게이트선 Y의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단을 갖는다.

출력 회로(12)는 m개의 AND 게이트 회로(13), m개의 AND 게이트 회로(14), m개의 OR 게이트 회로(15), 및 레벨 시프터

(16)를 포함한다. m개의 AND 게이트 회로(13)는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로부터 얻어지는 게이트선 Y1∼Ym의

선택 신호를 제1 출력 인에이블 신호 OEA의 제어에 의해 m개의 OR 게이트 회로(15)에 각각 출력하도록 접속된다. 제1 출

력 인에이블 신호 OEA는 높은 레벨에 설정된 상태에서 선택 신호의 출력을 모든 AND 게이트 회로(13)에 대하여 허가하

고, 낮은 레벨에 설정된 상태에서 선택 신호의 출력을 모든 AND 게이트 회로(13)에 대하여 금지한다. m개의 AND 게이트

회로(14)는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로부터 얻어지는 게이트선 Y1∼Ym의 선택 신호를 제2 출력 인에이블 신호

OEB의 제어에 의해 m개의 OR 게이트 회로(15)에 각각 출력하도록 접속된다. 제2 출력 인에이블 신호 OEB는 높은 레벨

에 설정된 상태에서 선택 신호의 출력을 모든 AND 게이트 회로(14)에 대하여 허가하고, 낮은 레벨에 설정된 상태에서 선

택 신호의 출력을 모든 AND 게이트 회로(14)에 대하여 금지한다. m개의 OR 게이트 회로(15)는 각각 대응 AND 게이트 회

로(13)로부터의 선택 신호 및 대응 AND 게이트 회로(14)로부터의 선택 신호를 레벨 시프터(16)에 입력한다. 레벨 시프터

(16)는 m개의 OR 게이트 회로(15)로부터 각각 입력되는 선택 신호의 전압을 레벨 시프트함으로써 박막 트랜지스터 W를

도통시키는 구동 신호로 변환하여 각각 게이트선 Y1으로부터 Ym에 출력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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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도 2에 도시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의 동작에 대하여 도 3,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도 5에서

는, B가 각 행의 화소 PX에 공통인 흑 삽입용 화소 데이터를 나타내고, S1, S2, S3, …가 각각 1행째, 2행째, 3행째, …의

화소 PX에 대한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를 나타낸다. +, -는 이들 화소 데이터 B, S1, S2, S3, …가 화소 전압 Vs로 변환

되고 소스 드라이버 XD로부터 출력될 때의 신호 극성을 나타낸다.

도 3은 2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 게이트선 구동 회로의 동작을 도시한다. 제1 스타트

신호 STHA는 H/2 기간분의 펄스 폭으로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에 입력되는 펄스이고, 제1 클럭 신호 CKA는

1H 기간 당 1개의 비율로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에 입력되는 1H 주기의 펄스이다.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

터(10)는 이 제1 스타트 신호 STHA를 제1 클럭 신호 CKA에 응답하여 시프트하여, 1H 기간씩 게이트선 Y1∼Ym을 순차

적으로 선택하는 선택 신호를 출력한다. m개의 AND 게이트 회로(13)는 제1 인에이블 신호 OEA의 제어에 의해, 계조 표

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로부터 순차적으로 얻어지는 선택 신호를 1H 기간의 후반에서 m개의 OR 게이트 회로(15)에 출

력한다. 각 선택 신호는 대응 OR 게이트 회로(15)로부터 레벨 시프터(16)에 공급되고, 여기서 구동 신호로 변환되어 대응

게이트선 Y에 출력된다. 이에 대하여, 소스 드라이버 XD는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S1, S2, S3, …의 각각을 대응 수평

주사 기간 H의 후반에서 화소 전압 Vs로 변환하고, 이들을 1H마다 반전되는 극성으로 소스선 X1∼Xn에 병렬 출력한다.

이들 화소 전압 Vs는 게이트선 Y1∼Ym의 각각이 대응 수평 주사 기간 H의 후반에서 구동되는 동안에 1행째, 2행째, 3행

째, …의 액정 화소 PX에 공급된다.

한편, 제2 스타트 신호 STHB는 H/2 기간분의 펄스 폭으로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에 입력되는 펄스이고, 제2 클

럭 신호 CKB는 제1 클럭 신호 CKA에 동기하도록 하여 1H 기간 당 1개의 비율로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에 입력

되는 1H 주기의 펄스이다.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는 이 제2 스타트 신호 STHB를 제2 클럭 신호 CKB에 응답하여

시프트하여, 1 라인씩 게이트선 Y1∼Ym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선택 신호를 출력한다. m개의 AND 게이트 회로(14)는

제2 인에이블 신호 OEB의 제어에 의해,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로부터 순차적으로 얻어지는 선택 신호를 1H 기간

의 전반에서 m개의 OR 게이트 회로(15)에 출력한다. 각 선택 신호는 대응 OR 게이트 회로(15)로부터 레벨 시프터(16)에

공급되고, 여기서 구동 신호로 변환되어 대응 게이트선 Y에 출력된다. 이에 대하여, 소스 드라이버 XD는 흑 삽입용 화소

데이터 B, B, B, …의 각각을 대응 수평 주사 기간 H의 전반에서 화소 전압 Vs로 변환하고, 이들을 1H마다 반전되는 극성

으로 소스선 X1∼Xn에 병렬 출력한다. 이들 화소 전압 Vs는 게이트선 Y1∼Ym의 각각이 대응 수평 주사 기간 H의 전반에

서 구동되는 동안에 1행째, 2행째, 3행째, …의 액정 화소 PX에 공급된다. 도 3에서는, 제1 스타트 신호 STHA와 제2 스타

트 신호 STHB가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입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조 표시용의 전압 유지 기간에 대한 흑 삽입용의 전

압 유지 기간의 비율이 흑 삽입율에 적합하도록 분리하여 입력된다. 또한, 제2 스타트 신호 STHB는 최초의 입력 시점보다

도 2H만큼 지연되어 또 한번 입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각 게이트선 Y가 흑 삽입용으로 2회 구동되게 된다.

따라서, H/2 기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대응 화소 전극 PE의 전위를 흑 삽입용의 큰 화소 전압 Vs까지 천이시키는 것

이 어려운 경우에서도, 확실하게 화소 전압 Vs를 화소 전극 PE에 설정할 수 있다. 상술한 2H의 지연은 흑 삽입용의 화소

전압 Vs의 극성을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된다. 또한, 맨 마지막 줄 부근의 화소 PX에 대한 흑 삽입은 예를 들면

도 3의 좌측 아래 부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선행 프레임으로부터 연속하게 된다.

또한, 1.5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는, 화상 데이터 변환 회로(4)는 외부 신호원 SS로부터 입

력되는 영상 신호 VIDEO에 포함되는 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흑 삽입 1.5배속 변환을 행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소스 드라

이버 XD는 2 라인 단위 반전 구동 및 프레임 반전 구동(2H1V 반전 구동)을 행하도록 커먼 전압 Vcom에 대하여 극성 반전

되는 화소 전압 Vs를 소스선 X1∼Xn에 출력하도록 구성된다. 흑 삽입 1.5배속 변환에서는, 2행분의 입력 화소 데이터 DI

가 2H 기간마다 출력 화소 데이터 DO로 되는 1행분의 흑 삽입용 화소 데이터 B 및 2행분의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S로

변환된다.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S는 화소 데이터 DI와 동일한 계조치이고, 흑 삽입용 화소 데이터 B는 흑 표시의 계조

치이다. 1행분의 흑 삽입용 화소 데이터 B 및 2행분의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S의 각각은 각각 2H/3 기간에서 화상 데이

터 변환 회로(4)로부터 직렬로 출력된다.

도 4는 1.5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 게이트선 구동 회로의 동작을 도시한다. 제1 스타

트 신호 STHA는 2H/3 기간분의 펄스 폭으로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에 입력되는 펄스이고, 제1 클럭 신호

CKA는 2H 당 2개의 비율로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에 입력되는 2H/3 주기의 펄스이다.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

지스터(10)는 이 제1 스타트 신호 STHA를 제1 클럭 신호 CKA에 응답하여 시프트하여, 2H/3 기간씩 게이트선 Y1∼Ym

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선택 신호를 출력한다. 여기서, 제1 클럭 신호 CKA의 펄스는 2H 기간에 포함되는 제1번째의 2H/

3 기간에 생략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짝수번째의 게이트선 Y2, Y4, Y6, …에 대한 선택 신호는 후속의 2H 기간에 포함되

는 제1번째의 2H/3 기간까지 길게 출력되게 된다. 이에 대하여, m개의 AND 게이트 회로(13)는 제1 인에이블 신호 OEA

의 제어에 의해,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로부터 순차적으로 얻어지는 선택 신호를 대응 2H 기간에 포함되는 제2

및 제3번째의 2H/3 기간에 m개의 OR 게이트 회로(15)에 출력한다. 각 선택 신호는 대응 OR 게이트 회로(15)로부터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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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터(16)에 공급되고, 여기서 구동 신호로 변환되어 대응 게이트선 Y에 출력된다. 이에 대하여, 소스 드라이버 XD는 계

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S1, S2, S3, …의 각각을 대응 2H 기간에 포함되는 제2 및 제3번째의 2H/3 기간에서 화소 전압 Vs

로 변환하고, 이들을 2H마다 반전되는 극성으로 소스선 X1∼Xn에 병렬 출력한다. 이들 화소 전압 Vs는 게이트선

Y1∼Ym의 각각이 대응 2H 기간에 포함되는 제2 및 제3번째의 2H/3 기간에 구동되는 동안에 1행째, 2행째, 3행째, …의

액정 화소 PX에 공급된다.

한편, 제2 스타트 신호 STHB는 2H 기간분의 펄스 폭으로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0)에 입력되는 펄스이고, 제2 클럭

신호 CKB는 제1 클럭 신호 CKA에 동기하도록 하여 2H 기간 당 2개의 비율로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에 입력되는

2H/3 주기의 펄스이다.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는 이 제2 스타트 신호 STHB를 제2 클럭 신호 CKB에 응답하여 시

프트하여, 2 라인씩 게이트선 Y1∼Ym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선택 신호를 출력한다. m개의 AND 게이트 회로(14)는 제2

인에이블 신호 OEB의 제어에 의해,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로부터 순차적으로 얻어지는 선택 신호를 후속의 2H

기간에 포함되는 제1번째의 2H/3 기간에 m개의 OR 게이트 회로(15)에 출력한다. 각 선택 신호는 대응 OR 게이트 회로

(15)로부터 레벨 시프터(16)에 공급되고, 여기서 구동 신호로 변환되어 대응 게이트선 Y에 출력된다. 이에 대하여, 소스 드

라이버 XD는 흑 삽입용 화소 데이터 B, B, B, …의 각각을 대응 2H에 포함되는 제1번째의 2H/3 기간에서 화소 전압 Vs로

변환하고, 이들을 2H마다 반전되는 극성으로 소스선 X1∼Xn에 병렬 출력한다. 이들 화소 전압 Vs는 게이트선 Y1∼Ym의

각각이 대응 2H 기간의 제1번째의 2H/3 기간에 구동되는 동안에 1행째 및 2행째, 3행째 및 4행째, 5행째 및 6행째, …의

액정 화소 PX에 공급된다. 도 4에서도, 제1 스타트 신호 STHA와 제2 스타트 신호 STHB가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입력되

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조 표시용의 전압 유지 기간에 대한 흑 삽입용의 전압 유지 기간의 비율이 흑 삽입율에 적합하도록

분리하여 입력된다. 또한, 제2 스타트 신호 STHB는 최초의 입력 시점보다도 4H만큼 지연되어 또 한번 입력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에 의해, 각 게이트선 Y가 흑 삽입용으로 2회 구동되게 된다. 따라서, 2H/3 기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대

응 화소 전극 PE의 전위를 흑 삽입용의 큰 화소 전압 Vs까지 천이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서도, 확실하게 화소 전압 Vs

를 화소 전극 PE에 설정할 수 있다. 상술한 4H의 지연은 흑 삽입용의 화소 전압 Vs의 극성을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

게 된다. 또한, 맨 마지막 줄 부근의 화소 PX에 대한 흑 삽입은 예를 들면 도 4의 좌측 아래 부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선

행 프레임으로부터 연속하게 된다.

또한, 1.25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는, 화상 데이터 변환 회로(4)는 외부 신호원 SS로부터

입력되는 영상 신호 VIDEO에 포함되는 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흑 삽입 1.25배속 변환을 행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소스 드

라이버 XD는 4 라인 단위 반전 구동 및 프레임 반전 구동(4H1V 반전 구동)을 행하도록 커먼 전압 Vcom에 대하여 극성 반

전되는 화소 전압 Vs를 소스선 X1∼Xn에 출력하도록 구성된다. 흑 삽입 1.25배속 변환에서는, 4행분의 입력 화소 데이터

DI가 4H 기간마다 출력 화소 데이터 DO로 되는 1행분의 흑 삽입용 화소 데이터 B 및 4행분의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S

로 변환된다.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S는 화소 데이터 DI와 동일한 계조치이고, 흑 삽입용 화소 데이터 B는 흑 표시의 계

조치이다. 1행분의 흑 삽입용 화소 데이터 B 및 4행분의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S의 각각은 각각 4H/5 기간에서 화상 데

이터 변환 회로(4)로부터 직렬로 출력된다.

도 5는 1.25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 게이트선 구동 회로의 동작을 도시한다. 제1 스

타트 신호 STHA는 4H/5 기간분의 펄스 폭으로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에 입력되는 펄스이고, 제1 클럭 신호

CKA는 4H 당 4개의 비율로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에 입력되는 4H/5 주기의 펄스이다.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

지스터(10)는 이 제1 스타트 신호 STHA를 제1 클럭 신호 CKA에 응답하여 시프트하여, 4H/5 기간씩 게이트선 Y1∼Ym

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선택 신호를 출력한다. 여기서, 제1 클럭 신호 CKA의 펄스는 4H 기간에 포함되는 제1번째의 4H/

5 기간에 생략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게이트선 Y4, Y8, Y12, …에 대한 선택 신호는 후속의 4H 기간에 포함되는 제1번째

의 4H/5 기간까지 길게 출력되게 된다. 이에 대하여, m개의 AND 게이트 회로(13)는 제1 인에이블 신호 OEA의 제어에 의

해,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로부터 순차적으로 얻어지는 선택 신호를 대응 4H 기간에 포함되는 제2, 제3, 제4 및

제5번째의 4H/5 기간에 m개의 OR 게이트 회로(15)에 출력한다. 각 선택 신호는 대응 OR 게이트 회로(15)로부터 레벨 시

프터(16)에 공급되고, 여기서 구동 신호로 변환되어 대응 게이트선 Y에 출력된다. 이에 대하여, 소스 드라이버 XD는 계조

표시용 화소 데이터 S1, S2, S3, …의 각각을 대응 4H 기간에 포함되는 제2, 제3, 제4 및 제5번째의 4H/5 기간에서 화소

전압 Vs로 변환하고, 이들을 4H마다 반전되는 극성으로 소스선 X1∼Xn에 병렬 출력한다. 이들 화소 전압 Vs는 게이트선

Y1∼Ym의 각각이 대응 4H 기간에 포함되는 제2, 제3, 제4 및 제5번째의 4H/5 기간에 구동되는 동안에 1행째, 2행째, 3

행째, 4행째, …의 액정 화소 PX에 공급된다.

한편, 제2 스타트 신호 STHB는 4H 기간분의 펄스 폭으로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0)에 입력되는 펄스이고, 제2 클럭

신호 CKB는 제1 클럭 신호 CKA에 동기하도록 하여 4H 기간 당 4개의 비율로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에 입력되는

4H/5 주기의 펄스이다.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는 이 제2 스타트 신호 STHB를 제2 클럭 신호 CKB에 응답하여 시

프트하여, 4 라인씩 게이트선 Y1∼Ym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선택 신호를 출력한다. m개의 AND 게이트 회로(14)는 제2

인에이블 신호 OEB의 제어에 의해,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로부터 순차적으로 얻어지는 선택 신호를 후속 4H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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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포함되는 제1번째의 4H/5 기간에 m개의 OR 게이트 회로(15)에 출력한다. 각 선택 신호는 대응 OR 게이트 회로(15)

로부터 레벨 시프터(16)에 공급되고, 여기서 구동 신호로 변환되어 대응 게이트선 Y에 출력된다. 이에 대하여, 소스 드라

이버 XD는 흑 삽입용 화소 데이터 B, B, B, …의 각각을 대응 4H에 포함되는 제1번째의 4H/5 기간에서 화소 전압 Vs로

변환하고, 이들을 4H마다 반전되는 극성으로 소스선 X1∼Xn에 병렬 출력한다. 이들 화소 전압 Vs는 게이트선 Y1∼Ym의

각각이 대응 4H 기간의 제1번째의 4H/5 기간에 구동되는 동안에 1행째, 2행째, 3행째 및 4행째; 5행째, 6행째, 7행째 및

8行째, …의 액정 화소 PX에 공급된다. 도 5에서도, 제1 스타트 신호 STHA와 제2 스타트 신호 STHB가 비교적 짧은 간격

으로 입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조 표시용의 전압 유지 기간 에 대한 흑 삽입용의 전압 유지 기간의 비율이 흑 삽입율에

적합하도록 분리하여 입력된다. 또한, 제2 스타트 신호 STHB는 최초의 입력 시점보다도 8H만큼 지연되어 또 한번 입력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각 게이트선 Y가 흑 삽입용으로 2회 구동되게 된다. 따라서, 4H/5 기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대응 화소 전극 PE의 전위를 흑 삽입용의 큰 화소 전압 Vs까지 천이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서도, 확실하게 화소

전압 Vs를 화소 전극 PE에 설정할 수 있다. 상술한 8H의 지연은 흑 삽입용의 화소 전압 Vs의 극성을 가지런히 하기 위해

서 필요하게 된다. 또한, 맨 마지막 줄 부근의 화소 PX에 대한 흑 삽입은 예를 들면 도 5의 좌측 아래 부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선행 프레임으로부터 연속하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 및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출력 회로

(12)가 제1 스타트 신호 STHA의 시프트 위치에 의해서 선택된 게이트선 Y에 대하여 제1 출력 인에이블 신호 OEA의 제어

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력하고, 제2 스타트 신호 STHB의 시프트 위치에 의해서 선택된 게이트선 Y에 대하여 제2 출력 인

에이블 신호 OEB의 제어에 의해 구동 신호를 출력한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제1 및 제2 스타트 신호 STHA, STHB, 제1

및 제2 클럭 신호 CKA, CKB, 및 제1 및 제2 출력 인에이블 신호 OEA, OEB를 조합하여, 소정수의 게이트선을 흑 삽입용

으로 동시에 구동하고, 또한 소정 수의 게이트선을 순차적으로 계조 표시용으로 구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게이트선 구동

회로는 흑 삽입 구동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수직 주사 속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수직 주사 속도가 중형 및 수형 표시 패널에서 요구되는 1.5배속 또는 2배속일 때, 각각 2의 홀수배의 H 수, 1의 홀

수배의 H 수가 1V(수직 주사 기간) 중에 필요하게 되지만, 이 H 수는 중형 및 소형 표시 패널에서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

다. 또한, 수직 주사 속도가 대형 표시 패널에서 요구되는 1.25배속일 때, 4의 홀수배의 H 수가 1V 중에 필요하게 되지만,

이 H 수도 대형 표시 패널에서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흑 삽입율의 등급을 여러 가지 패널 사이즈에 대하여 저

감하여 실용적인 값으로 할 수 있다.

도 6은 도 2에 도시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의 변형예를 도시한다. 이 변형예에서는, m개의 OR 게이트 회로(15)가 컨트롤

러(5)로부터 공급되는 게이트선 전(全) 선택 신호 GON을 게이트선 Y1∼Ym의 선택 신호로서 각각 레벨 시프터(16)에 입

력하도록 구성된다. 이에 의해, 전원 투입에 수반하는 초기화 처리에서 모든 게이트선 Y1∼Ym을 동시에 구동하여, 액정을

스프레이 배향으로부터 벤드 배향으로 전이시키는 화소 전압 Vs를 모든 화소 전극 PE에 인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 변형예에서는, 도 2에 도시하는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 및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가 각각 제1

스타트 신호 STHA 및 제2 스타트 신호 STHB를 쌍방향으로 시프트하는 쌍방향 시프트 레지스터로서 구성되어 있다. 즉,

계조 표시용 쌍방향 시프트 레지스터(10) 및 흑 삽입용 쌍방향 시프트 레지스터(11)는 1단째의 레지스터로부터 m단째의

레지스터를 향하는 하 방향 혹은 m단째의 레지스터로부터 1단째의 레지스터를 향하는 상 방향으로 제1 스타트 신호

STHA 및 제2 스타트 신호 STHB를 시프트한다. 이들 스타트 신호 STHA 및 제2 스타트 신호 STHB의 시프트 방향은 컨

트롤러(5)로부터 시프트 레지스터(10, 11)에 공급되는 주사 방향 신호 DIR에 따라서 변경된다. 표시 패널 DP의 시야각 특

성은 통상 상하 방향, 즉 수직 방향에서 비균등하다. 이 때문에, 표시 패널 DP를 관찰자의 시점보다도 상방에 설치한 경우

와 관찰자의 시점보다도 하방에 설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서 가시성이 저하된다. 예를 들면 상방에 설치했을 때에 가시

성이 저하됐다고 한다면, 이 설치 위치에서 표시 패널 DP의 상하를 반대로 하여, 수직 주사 방향도 반대로 함으로써, 가시

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도 2에 도시하는 제2 출력 인에이블 신호 OEB는 도 3∼도 5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 출력 인에이블 신호

OEA의 반전 신호로 되어 있다. 이 변형예에서는, m개의 AND 게이트 회로(14)가 제2 인에이블 신호 OEB 대신에 제1 출

력 인에이블 신호 OEA를 반전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의해, 출력 인에이블 신호 배선을 간략화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한, 도 2에 도시하는 제2 클럭 신호 CKB는 도 3∼도 5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 클럭 신호 CKA와 동일한 파형

으로 되어 있다. 이 변형예에서는, 제1 클럭 신호 CKA가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10)에 입력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제

2 클럭 신호 CKB로서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11)에도 입력된다. 이에 의해, 클럭 신호 배선을 간략화하는 것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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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술한 실시예의 게이트선 구동 회로를, 종래 기술에 따라 단일의 시프트 레지스터 및 3 출력 인에이블 신호를 이

용한 비교예의 게이트선 구동 회로와 비교하기 위해, 도 7 및 도 8을 참조한다. 도 7은 2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 비교예의 게이트선 구동 회로의 동작을 도시하고, 도 8은 1.5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 비교예의 게이트선 구동 회로의 동작을 도시한다. 도 7 및 도 8에 도시하는 CLK, STH,

OE1∼OE3는 각각 시프트 레지스터에 입력되는 클럭 신호, 스타트 신호, 제1∼제3 출력 인에이블 신호이다. 소스선

X1∼Xn은 흑 삽입 구동을 2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행하는 경우에 도 3에 도시하는 예와 마찬가지의 형식으로 구동되고,

흑 삽입 구동이 1.5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행하는 경우에 도 4에 도시하는 예와 마찬가지의 형식으로 구동된다. 수직 주

사 속도가 2배속 및 1.5배속 중 어느 것이더라도, 시프트 레지스터가 계조 표시용으로 게이트선 Y1∼Ym을 선택하고, 또

한 흑 삽입용으로 게이트선 Y1∼Ym을 선택해야 하고, 출력 인에이블 신호 OE1∼OE3의 조합이 흑 삽입 타이밍과 계조 표

시 타이밍의 조정을 행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그 결과,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1.5배속 또는 2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 소형 VGA 표시 패널에서 확보할 수 없는 6의 홀수배 또는 3의 홀수배라는 H

수를 1V 중에 필요로 하여, 흑 삽입율의 등급도 실용으로 되는 최대값의 2%를 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상술한 실시예의 기술을 적용한 경우, 도 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15.1∼32 인치의 대형 WXGA 표시 패널에

서 바람직한 1.25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1V 중의 H 수도 이 표시 패널에서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4의 홀수배로 되어, 흑 삽입율의 등급도 1%라는 실용적인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7∼9 인

치의 중형 WVGA 표시 패널 및 2.2 인치의 소형 QVGA 표시 패널에서 바람직한 1.5배속 또는 2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에

서, 1V(수직 주사 기간) 중의 H 수가 이들 표시 패널에서 각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2의 홀수배, 1의 홀수배로 된다.

소형 QVGA 표시 패널에 대해서는, 흑 삽입 등급이 1.5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에서 1.33%, 2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에서

0.67%라는 실용적인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중형 WVGA 표시 패널에 대해서는, 흑 삽입 등급이 1.5배속의 수직 주

사 속도에서 0.76%, 2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에서 0.38%라는 실용적인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그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도 6에 도시하는 변형예에서 설명한 개개의 특징은 도 2에 도시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의 구성에 선택적으로

조립하여도 된다.

또한, 상술한 각 실시예에서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가 흑 삽입 구동을 행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지만, 이 게이트선 구동 회

로의 구성은 계조 표시용의 화소 전압 외에 추가로 비계조 표시용의 화소 전압을 각 화소에 주기적으로 인가하는 구동 방

식을 필요로 하는 흑 삽입 구동 이외의 여러 가지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소가 OCB 액정 화소일 필요가 없다.

즉, 이 게이트선 구동 회로는 OCB 모드의 액정 표시 패널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유기 EL(Electro Luminescence) 표시

패널 등의 평면 표시 패널에도 적용 가능하다.

추가적인 이점과 변형예들은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용이하게 발견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보다 광

범위한 면에서,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고 도시한 특정한 상세 및 대표적인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의 특

허청구범위 및 그 균등물에 의해 규정되는 본 발명의 일반적인 개념의 원리나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다양한 변경

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흑 삽입 구동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수직 주사 속도를 얻을 수 있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가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회로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하는 게이트 드라이버의 게이트선 구동 회로를 상세히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2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 도 2에 도시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의 동작을 나타

내는 타임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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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1.5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 도 2에 도시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의 동작을 나

타내는 타임 차트.

도 5는 1.25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 도 2에 도시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임 차트.

도 6은 도 2에 도시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의 변형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2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 비교예의 게이트선 구동 회로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

임 차트.

도 8은 1.5배속의 수직 주사 속도로 흑 삽입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 비교예의 게이트선 구동 회로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임 차트.

도 9는 도 2에 도시하는 게이트선 구동 회로를 여러 가지 사이즈의 표시 패널에 적용한 경우에 얻어지는 특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종래 기술에 따른 게이트선 구동 회로를 여러 가지 사이즈의 표시 패널에 적용한 경우에 얻어지는 특징을 도시하

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어레이 기판

2 : 대향 기판

3 : 액정층

4 : 화상 데이터 변환 회로

5 : 컨트롤러

6 : 보상 전압 발생 회로

7 : 계조 기준 전압 발생 회로

10 : 계조 표시용 시프트 레지스터

11 : 흑 삽입용 시프트 레지스터

12 : 출력 회로

13, 14 : AND 게이트 회로

15 : OR 게이트 회로

16 : 레벨 시프터

DP : 액정 표시 패널

PE : 화소 전극

CE : 공통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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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C : 액정 용량

Cs : 보조 용량

C : 보조 용량선

PX : 액정 화소

W : 스위칭 소자

Y : 게이트선

X : 소스선

CNT : 표시 패널 제어 회로

YD : 게이트 드라이버

XD : 소스 드라이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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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등록특허 10-0716684

- 14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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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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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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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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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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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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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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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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