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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상 디스플레이 유닛 구동용 구동 회로

요약

구동 회로는 입력 영상 데이터의 값이 액정 투과율 특성의 선형 영역 또는 비선형 영역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하

기 위한 판정 회로를 구비한다. 영상 데이터가 선형 영역 내에 있으면, LCD를 위한 출력 계조 전압의 일부는 전압 발

생기에 의해 발생된 인접한 두개의 계조 전압의 보간에 의해 발생된다. 감소된 계조 전압 탭은 회로 규모 및 구동 회

로에 대한 테스트 절차를 축소한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구동 회로, 액정, 계조 전압, LCD, 보간 회로, 영상 데이터, 실렉터, 저항기, 쉬프트 레지스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다계조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종래의 구동 회로의 형태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계조 전압 발생기의 형태를 도시하는 회로도.

도 3은 계조 전압 및 그것에 의해 얻어지는 LCD의 광투과율 사이의 관계를 도시하는 LCD 유닛의 그래프.

도 4는 도 1에 도시된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의 예시 형태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5는 도 1에 도시된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의 다른 예시 형태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에 따른 다계조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LCD 유닛 구동용 구동 회로를 

도시하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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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도 6의 구동 회로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에 따른 다계조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구동 회로에 의해 수신되는 영상

데이터 및 출력 전압 사이의 관계를 도시하는 표.

도 9는 도 7에 도시된 출력단 증폭기 블록(104A)의 형태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0은 도 7에 도시된 최하위 비트 제어기(103A)의 형태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에 따른 다계조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구동 회로의 주요부를 도시하

는 블록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에 따른 다계조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구동 회로에 의해 수신된 영상 

데이터 및 출력 전압 사이의 관계를 도시하는 표.

도 13은 도 11에 도시된 출력단 증폭기 블록(104B)의 형태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4는 도 11에 도시된 최하위 비트 제어기(103B)의 형태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5는 일치 회로(301)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회로의 형태를 도시하는 회로도.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A, 101B : 계조 전압 발생기 102A, 102B :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

103A, 103B : 최하위 비트 제어기 104A, 104B : 증폭기 블록

901 : 80비트 쉬프트 레지스터 902 : 데이터 레지스터 블록

903 : 데이터 래치 블록 904 :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

905 : 출력 증폭기 블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배경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화상 디스플레이 유닛용 드라이브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계조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화상 디스플레이 유닛 구동용 드라이브 회로에 관한 것이며,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드라이브 회로의 작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도 1은 액정 디스플레이(LCD) 유닛과 같은 화상 디스플레이 유닛에 사용되는 종래의 드라이브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다. 상기 드라이브 회로는 6비트를 갖는 240화소 또는 240화소 x 6비트/화소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 1의 드라이브 회로는 80비트 쉬프트 레지스터(901), 데이터 레지스터 블록(902), 데이터 래치 블록(903), 계조 전

압 실렉터 블록(904), 출력 증폭기 블록(905), 및 계조 전압 발생기(906)를 포함한다. 전원 전압(VDD1 및 VSS1)은 8

0비트 쉬프트 레지스터(901), 데이터 레지스터 블록(902), 및 데이터 래치 블록(903)에 공급되고, 전원 전압(VDD2 

및 VSS2)은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904) 및 출력 증폭 블록(905)에 공급된다. 80 비트 쉬프트 레지스터(901)는 클록

신호(CLK)의 각 주기에서 R/L 신호에 의해 지정되는 방향으로 입력 펄스를 이동한다. 특히, R/L 신호가 오른쪽 방향

을 가리키면, 80비트 쉬프트 레지스터(901)의 극좌단에 공급된 STHR 신호는 CLK 신호의 매 주기마다 이동하고, CL

K 신호의 80주기 후에 STHL 신호로서 데이터 레지스터 블록(902)에 결과 신호를 출력한다. STHR 신호는 1클록 펄

스의 폭의 단일 신호를 포함하기 때문에, STHR 신호가 이동되는 동안에 펄스는 쉬프트 레지스터(901)의 단자(C1 내

지 C80)를 통해 연속적으로 출력된다. 또한, R/L 신호가 왼쪽 방향을 가리키면, 쉬프트 레지스터(901)의 극우단에 공

급된 STHL 신호는 CLK 신호의 매 주기마다 이동하고, CLK 신호의 80주기 후에 STHR 신호로서 데이터 레지스터 

블록(902)에 결과 신호를 출력한다. STHL 신호 또한 1클록 폭의 단일 펄스이므로, STHL 신호가 이동되는 동안에 

펄스는 쉬프트 레지스터(901)의 단자(C80 내지 C1)를 통해 연속적으로 출력된다.

데이터 레지스터 블록(902)은 1440 비트의 기억 용량 또는 240 화소의 기억용량을 갖고, CLK 신호의 매 주기마다 

각각 6비트를 포함하는 3화소에 대한 영상 데이터(D00 내지 D25)를 병렬로 공급하며, 데이터 레지스터 블록(902)에

영상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저장한다. 즉, 데이터 레지스터 블록(902)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는 단자(C1 내지 C80)를 

통해 데이터 레지스터 블록(902)의 데이터 레지스터에 연속적으로 저장된다.

래치 신호가 활성화되는 동시에, 데이터 래치 블록(903)은 데이터 레지스터 블록(902)으로부터 공급된 240화소의 영

상 데이터를 유지한다. 데이터 래치 블록(903)은 240화소 데이터의 용량을 갖고, 증폭기 블록(905)이 1라인의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동안, 다른 라인에 대한 다음 영상 데이터를 데이터 레지스터 블 록(902)에 입력하기 때문에 데이

터 래치 블록(903)이 마련된다.

계조 전압 발생기(906)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되고, 특수 계조 전압(V0 내지 V8)을 수신하고, 두개의 인접

한 특수 계조 전압(V0 내지 V8) 각각을 분할한 사다리형 저항기나 선형 레지스터의 8개의 접속점(tap point)에 계조 

전압을 공급하며, 특수 계소 전압(V0 내지 V8)과 관련된 사다리형 저항기의 탭 위치를 통해 중간 계조 전압을 출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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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계조 전압 발생기(906)는 64 전압 레벨을 출력한다.

구동된 LCD 유닛의 특징에 따라 계조 전압(V0 내지 V8)의 레벨의 비선형 보정을 사용함으로써,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압 및 투과율 사이의 관계에 관한 LCD 유닛의 특징에 대해 비선형 보정을 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여,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904)은 각 화소당 디코더(904-1) 및 스위치(904-2)를 포함하고, 계조 레벨

의 수와 같은 스위치의 수가 표시된다. 6비트의 영상 데이터의 값에 따라 데이터 래치 블록(903)으로부터 출력되는 2

40화소의 각 영상 데이터에 대해,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904)은 계조 전압 발생 회로(906)로부터 공급되는 64개의 

전압중의 한 전압을 선택하고, 아날로그 신호로서 결과 전압을 출력한다.

증폭기 블록(905)은 240화소의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아날로그 신호는 수직 주사 회로(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선택된 단일 선의 화소 신호로서 기능한다. 또한, 디지털 영상 회로를 표시하기 위한 복수개의 구동 회로는 수평 

방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단일 선의 모든 화소 신호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구동 회로에 의한 구조는 일반적으로 '저항기 스트링 방식(resistor string meth

od)'이라 한다. 상기 구동 회로는 세이토와 기타무라가 저술한 '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SID) International 

symposium digest of technical papers, Vol. XXVI, pp.257-260(1995)'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문헌에 기재된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904)에서, 단일 화소에 대해 배치된 각 계조 전압 발생기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핸스먼트형 

저항기(enhancement resistor) 및 디플리션형 저항기(depletion resistor)를 포함하고,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

위치(904-2)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상술된 종래의 저항기 스트링 방식에 있어서, 6비트(64 레벨 계조) 구동 회로는 큰 문제없이 실현되지만, 64레벨 이

상의 계조 레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 1의 문제점은 구동 회로를 사용한 반도체 집적 회로의 제조는 칩의 크기를 매우 증대시킨다는 것이고, 저항기 스

트링 방식을 사용하는 계조 전압 실렉터의 수가 계조의 레벨이 한 비트씩 증가함에 따라 배의 배(네배)로 증가하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64레벨 계조 구동 회로는 하나의 출력당 64개의 계조 전압 실렉터를 필요로 하지만, 256레벨 계

조 구동 회로는 64레벨 계조 구동 회로의 4배인 256개의 계조 전압 실렉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이 면적이 증가

하게 되어,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제 2의 문제점은 제조 후의 반도체 집적 회로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간이 길 어진다는 것이다. 64레벨 계조 구동 회로

는 하나의 출력당 64개의 계조 전압 실렉터를 갖고, 모든 전압 실렉터의 기능을 확인해야한다. 마찬가지로, 256레벨 

계조 구동 회로에서, 하나의 출력당 256개의 전압 실렉터 모두의 기능을 확인해야한다. 테스트 시간이 4배가 되기 때

문에, 테스트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특히, 화소당 8비트 이상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계조 레벨을 갖는 다계조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TFT(Thin Film Transistor) LCD 유닛과 같은 화상 디스플레이 유닛 구동용의 구동 회로를 마련하고,

회로 규모, 다이 면적, 및 구동 회로의 테스트 비용의 감소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유닛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 회로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기 구동회로는 액정 투과성을 지닌 

비선형 영역에서는 가능한 영상 데이터의 크기에 1 대 1로 대응하고, 액정 투과성을 지닌 선형 영역에서는 가능한 영

상 데이터의 크기에 1 대 n(n은 1보다 큰 정수)으로 대응하는 복수의 계조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계조 레벨 전압 발생

기; 영상 데이터의 입력에 응해서 계조 레벨 전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 비선형 영역 혹은 선형 

영역 내에 입력 영상 데이터의 값이 존재하는지 판정하고, 비선형 영역 혹은 선형 영역을 가리키는 판정 신호를 출력

하는 판정부; 및 판정 신호에 대응하여, 판정 신호가 비선형 영역을 가리키면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에 의해 선택된 

계조 전압 중 하나를 출력하고, 판정 신호가 선형 영역을 가리키면 계조 전압중 하나 혹은 두개의 인접한 계조 전압사

이에 위치하는 중간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회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구동 회로에 따른, 선형 영역에서 인접한 두개의 계조 전압 사이의 중간 전압의 사용은, 구동 회로에 의해 

구동되는 화상 디스플레이 유닛의 화질을 거의 저하하지 않으며, 발생되는 계조 전압의 수를 감소하고, 구동 유닛의 

회로 크기를 줄이고, 구동 회로용의 테스트 절차를 줄인다. 중간 전압은 인접한 두개의 계조 전압의 삽입에 의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상술한 것과 그 이외의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 설명에서 더욱 명확해 질 것이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은 우선된 실시예에 따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유사한 구성 요소는 도면을 통해 유

사 참조 부호 및 관련된 참조 부호에 의해 표시된다.

제 1의 실시예

도 6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에 따른 구동 회로의 형태를 도시한다. 본 실시예의 구동 회로는 도 1의 종래의 구동 

회로와 유사한 80-비트 쉬프트 레지스터(901), 데이터 레지스터 블록(902), 및 데이터 래치 블록(903)을 포함한다. 

또한, 구동 회로는 계조 전압 발생기(101A),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102A), 및 출력단 회로(105A)를 포함한다. 계조 

전압 발생기(101A)는 도 2에 도시된 계조 전압 발생기(906)의 회로 형태와 유사한 회로 형태를 갖는다. 계조 전압 실

렉터 블록(102A)은 도 4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 각각의 240개의 계조 전압 실렉터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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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단 회로(105A)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증폭기 블록(104A) 및 최하위 비트(LSB) 제어기(103A)를 포함한다.

최하위 비트 제어기(103A)는 영상 데이터의 값이 비선형 영역 혹은 선형 영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는 판정부의 역할

을 한다. 출력단 증폭기 블록(104A)은 도 1에 도시된 증폭기 블록(905)과 다소 차이가 있다. 계조 전압 발생기(101A

)는 입력 계조 기준 전압(VG0 내지 VGn)을 분압한다. 일반적으로,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102A)에 의해서만 64 레

벨의 계조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실렉터 블록(102A)은 64개의 별개의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63개의 저항기를 

마련한다. 마찬가지로,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102A)에 의해서만 256 레벨의 계조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실렉터

블록(102A)은 256개의 별개의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255개의 저항기를 마련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 있어서, 계조 전압 발생기(101A)는 LCD 패널 상에 256개의 계조 레벨을 표시하기 위한 160개

의 계조 전압을 발전시키는 159개의 저항기를 마련한다. 즉, 계조 전압 발생기(101A)는 인가된 전압에 대한 액정 투

과율의 특성을 지닌 비선형 영역에서 8비트 정밀도의 64개의 계조 전압(V0 내지 V31, 및 V224 내지 V255)을 발생

하고, 인가된 전압에 대한 액정 투과율의 특성을 지닌 선형 영역에서는 계조 전압 발생기(101A)는 7비트 정밀도의 9

6개의 계조 전압(V32, V34...V220, 및 V222)을 발생한다. 따라서, 계조 전압 발생기(101A)는 총 160개의 다른 계조

전압을 발생하여,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102A)에 전압을 출력한다.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102A)은 도 1의 종래의 구동 회로의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과 유사하게 형성된다. 도 8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모든 비트(B0 내지 B7)의 값에 따라,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102A) 역시 계조 

전압 발생기(101A)로부터 입력된 160개의 계조 전압에서의 하나의 전압을 전압(V INT )으로 하여 선택한다. 0 내지 

31내인 범위내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값에 대해서는, 전압(V0 내지 V31)이 전압(V INT )으로서 선택된다. 32 내지

223내인 범위내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값에 대해서는, 전압(V32, V34, V36...V222)이 전압(V INT )으로서 선택된

다. 224 내지 255내인 범위내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값에 대해서는, 전압(V224 내지 V255)이 출력 전압(V INT )

으로서 선택된다.

최하위 비트 제어기(103A)로부터 입력된 제어 신호(151A)의 값에 따라, 출력단 증폭기 블록(104A)은 계조 전압 실

렉터 블록(102A)으로부터 입력된 전압(V INT ) 혹은 오프셋 전압(α)이 가산된 전압(V INT )을 출력 전압(V OUT )으

로서 선택하고, 출력한다.

출력단 증폭기 블록(104A)에서 출력 증폭기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형성된다. 출력 증폭기는 최하위 비트 제어기

(103A)로부터의 출력 신호(151A)에 의해 출력 전압(V OUT )을 제어하기 위해 변형된 전압 폴로어(voltage follower

)의 형태를 갖는다. 특히, 출력 증폭기는 정전류(I1 및 I2)를 발생하기 위한 한 쌍의 전류원, 상술된 상황에서 차동쌍(d

ifferential pair)으로 기능하는 한 쌍의 p-ch 트랜지스터(P1 및 P2), 전류 미러(current mirror)를 형성하는 한 쌍의 

n-ch 트랜지스터(N1 및 N2), p-ch 트랜지스터(P3)와 평행하게 접속된 p-ch 트랜지스터, 및 p-ch 트랜지 스터(P2 

및 P3)의 드레인에 접속된 게이트 및 p-ch 트랜지스터(P1)의 게이트에 접속된 소스 및 접지된 드레인을 구비하는 n-

ch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p-ch 트랜지스터(P3)의 게이트는 계조 전압 실렉터(102A)의 출력(V INT )에 접속되고, 

p-ch 트랜지스터(P2)의 게이트는 최하위 비트 제어기(103A)의 출력(151A)에 의해 스위치(SW1)를 통해 VDD선이

나 계조 전압 실렉터(102A)의 출력(V INT )에 접속된다. p-ch 트랜지스터(P2)는 p-ch 트랜지스터(P3)에 비해 상당

히 작은 치수(dimension)를 갖는다.

p-ch 트랜지스터(P2) 및 스위치(SW1)는 무시되어, 출력 증폭기는 출력 전압(V OUT )이 출력 증폭기의 입력 전압(V 

INT )을 따르도록 하는 전압 폴로어로서 기능한다. 상기 상태는 스위치(SW1)에 의해 VDD선에 p-ch 트랜지스터의 게

이트를 접속함으로 인해 구현할 수 있다. p-ch 트랜지스터(P2)의 게이트가 계조 전압 실렉터(102A)의 출력(V INT )

에 접속되면, ON 전류에서 그 사이의 차동쌍은 약간 불균형하게 되고, 출력 전압(V OUT )이 V INT 를 상술한 미세 

전압 또는 오프셋 전압(α)만큼 초과하게 된다. α의 양은 인접한 두개의 계조 전압 사이의 차이의 중간으로 결정된다

.

n-ch 트랜지스터에 의해 차동쌍이 유효해지면, 접지 전하 혹은 스위치(SW1)에 의한 계조 전압 실렉터(102A)의 출력

(V INT )에서 평행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유지된다.

도 10을 참조하여, 최하위 비트 제어기(103A)는 일치 회로(301) 및 AND 회로(302)를 포함한다. 도 10으로부터 분

명한 바와 같이, 영상 데이터의 상위 3비트(B5 내지 B7) 모두가 0 또는 1이면, 일치 회로(301)는 하이 레벨을 출력하

고, 최하위 비트 (B0)는 무효이며, AND 게이트(302)는 로우 레벨 제어 신호(151A)를 출력하게 된다. 또한, 영상 데

이터의 상위 3비트(B5 내지 B7)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두개의 상위 비트의 값과 차이가 있으면, 일치 회로(301)는 로

우 레벨 신호를 출력하고, 따라서 AND 게이트(302)는 최하위 비트(B0)에 의해 로우 레벨 또는 하이 레벨 제어 신호(

151A)를 출력한다. 제어 신호(151A)가 로우 레벨이면, 스위치(SW1)는 p-ch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계조 전압 실렉

터(102A)의 출력(V INT )에 연결되는 반면, 제어 신호(151A)가 하이 레벨이면 VDD 선에 연결된다.

따라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력단 증폭기 블록(104A)에 의해 마련된 출력 전압(V OUT )의 값은 영상 데이터

의 값에 의해 변화한다. 특히,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값이 0 내지 31의 범위내이면, 출력 전압(V OUT )은 V0 내지 V3

1이 된다.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값이 32 내지 223의 범위 내이면, 출력 전압(V OUT )은 V32, V32+α, V34, V34+

α,..., V222 및 V222+α이다.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값이 224 내지 255의 범위내이면, 출력 전압(V OUT )은 V224 

내지 V255가 된다. p-ch 트랜지스터(P2)의 크기, 스위치(SW1)를 통해 V INT 또는 VDD를 연결하는 게이트 및 그로

인해 짝 지어진 p-ch 트랜지스터(P3)를 조정함에 의해, 오프셋 전압(α)의 값은 전압(V126 및 V128) 예를 들어, 전

형적인 LCD 패널 사이의 차의 1/2로 한다. 구체적으로, 오프셋 전압(α)은 5mV 내지 10mV의 범위 내로 설정한다.

계조 전압 발생기(101A)에 의해 출력된 전압 중, 비선형 영역에서 출력된 전압은 V32, V34, ..., V222로부터 V33, V

35..., V223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최하위 비트 제어기(103A)는 스위치(SW1)를 통해 다른 전압을 공급하

기 위해 다르게 형성되어야 한다. 출력단 증폭기 블록(104A)은 디지털 영상 데이터가 값(33, 35,..., 223)을 갖는 동안

,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102A)에서 입력된 전압(V INT )을 출력 전압(V OUT )으로서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출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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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기(104A)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가 값(32, 34,.., 222)을 갖는 동안에는,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102A)에서 입력

된 전압(V INT )에서 오프셋 전압만큼 감산된 전압을 출력 전압으로서 출력한다.

제 2의 실시예

도 11은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에 따른 구동 회로의 주요부의 형태를 도시한다. 전체 형태는 도 6에 도시된 것과 유

사하다. 계조 전압 발생기(101B)는 계조 전압 발생기(906)와 유사하다. 240개의 계조 전압 실렉터(102B)의 군은 계

조 전압 실렉터 블록을 구성한다. 최하위 비트 제어기(103B)는 제 2의 실시예에 포함된다. 240개의 출력단 증폭기 군

인 출력단 증폭기 블록(104B)은 도 1에 도시된 출력단 증폭기 블록(905)에 저항기와 스위치를 추가한 것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계조 전압 발생기(101B)는 도 2에 도시된 것과 유사하게 형성되고, 입력 계조 기준 전압(VG0 내지 VGn)을 분압한다

. 일반적으로, 계조 전압 실렉터(102B)만을 사용하여 64레벨의 계조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실렉터 블록(102B)은 

63개의 저항기를 마련하여 64개의 서로 다른 전압을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계조 전압 실렉터(102B)만을 사용하여 2

56레벨의 계조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실렉터 블록(102B)은 255개의 저항기를 마련하여 256개의 서로 다른 전압

을 발생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 있어서, 계조 전압 발생기(101B)는 111개의 저항기를 마련하여 112개의 전압을 발생한다. 특히

, 계조 전압 발생기(101B)는 인가된 전압에 대해 액정 투과율 특성을 지닌 비선형 영역에서, 8비트 정밀도의 64개의 

계조 전압(V0 내지 V31, 및 V224 내지 V255)을 발생한다. 또한, 인가된 전압에 대해 액정 투과율 특성을 지닌 선형 

영역에서, 계조 전압 발생기(101B)는 6비트 정밀도의 48개의 계조 전압(V32, V36, ...V216 및 V220)을 발생한다. 

따라서, 계조 전압 발생기(101B)는 총 112개의 다른 계조 전압을 발생하고, 전압을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102B)으

로 출력한다.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102B)은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종래의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 두개의 조합과 유사하게 형성

된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모든 비트(B0 내지 B7)의 값에 따라,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

102B)은 계조 전압 발생기(101B)로부터 입력된 112개의 계조 전압에서의 두개의 인접한 전압을 전압(V U 및 V D )

으로서 선택한다. 특히,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값이 0 내지 31의 범위에서는 전압(V0 내지 V31)은 전압(V D )으로서

선택된다.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값이 32 내지 223인 범위에서는 전압(V32, V36,... V216, V220)이 전압(V D )으 

로서 선택된다.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값이 224 내지 255인 범위에서는 전압(V224 내지 V255)이 전압(V D )으로서

선택된다.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값이 0 내지 31인 범위에서는 전압(V1 내지 V32)이 전압(V U )으로서 선택된다. 디

지털 영상 데이터의 값이 32 내지 223인 범위에서는 전압(V36, V40,..., V220, V224)이 전압(V U )으로서 선택된다

.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값이 224 내지 255인 범위에서는 전압(V225 내지 V255)이 전압(V D )으로서 선택된다.

최하위 비트 제어기(103B)로부터 입력된 제어 신호(151B)의 값에 따라, 출력단 증폭기 블록(104B)은 계조 전압 실

렉터 블록(102B)으로부터 입력된 전압(V U 및 V D )에 따라 발생된 전압을 출력 전압(V OUT )으로서 출력한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력단 증폭기 블록(104B)은 V U 및 V D 사이의 전압을 분압하는 4개의 저항기, 저항기

의 어느 한 접속점(tap point)의 전압 또는 전압(V D )을 선택하는 스위치(SW2 내지 SW5), 및 스위치(SW2 내지 SW

5)의 출력 임피던스를 감소하기 위한 버퍼 증폭기(A1)를 포함한다. 스위치(SW2 내지 SW5)는 최하위 비트 제어기(1

03B)로부터 출력된 제어 신호(151B)에 의해 제어된다.

제어 신호(151B)가 스위치(SW2)를 선택하면, 전압(V OUT )은 전압(V D )과 같게 된다. 제어 신호(151B)가 스위치(

SW3)를 선택하면, 전압(V OUT )은 (3/4)V D + (1/4)V U 와 같아진다. 제어 신호(151B)가 스위치(SW4)를 선택하

면, 전압(V OUT )은 (2/4)V D + (2/4)V U 와 같아진다. 제어 신호(151B)가 스위치(SW5)를 선택하면, 전압(V OUT )

은 (1/4)V D + (3/4)V U 와 같아진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하위 비트 제어기(103B)는 일치 회로(301), 2대4 라인 디코더(303), OR 게이트(304), 

및 AND 게이트(305 내지 307)를 포함한다. OR 게이트(304)의 출력단은 스위치(SW2)의 제어 단자(C2)에 접속된다.

AND 게이트(305)의 출력단은 스위치(SW3)의 제어 단자(C3)에 접속된다. AND 게이트(306)의 출력단은 스위치(SW

4)의 제어 단자(C4)에 접속된다. AND 게이트(307)의 출력단은 스위치(SW5)의 제어 단자(C5)에 접속된다.

도 14로부터 분명히 한 바와 같이, 영상 데이터의 3개의 상위 비트(B5 내지 B7)의 모든 값이 '0' 또는 '1'이면, 일치 

회로(301)는 하이 레벨 신호를 출력하여, OR 게이트(304)는 하이 레벨 신호를 출력하고, AND 게이트(305 내지 307)

는 로우 레벨 신호를 출력한다. 따라서, 이때, 스위치(SW2 내지 SW5) 중 스위치(SW2)만 온(on)된다. 또한, 영상 데

이터의 3개의 상위 비트(B5 내지 B7)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두개의 상위 비트의 값과 다른 값이면, 일치 회로(301)는 

로우 레벨 신호를 출력한다. 그리고. OR 게이트(304) 및 AND 게이트(305 내지 307)는 하위 2 비트(B0 및 B1)의 값

에 따라 로우 또는 하이 레벨 제어 신호(151B)를 출력한다. 따라서, 이때, 영상 데이터의 하위 2비트(B0 및 B1)의 값

에 따라, 스위치(SW2 내지 SW5) 중 하나는 온되고, 다른 스위치는 오프(off)된다.

따라서,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력단 증폭기 블록(104B)으로부터 마련 된 출력 전압의 값(V OUT )은 영상 데이

터의 값에 의해 변한다. 즉, 영상 데이터의 값이 0 내지 31의 범위에서 출력 전압(V OUT )은 V0 내지 V31이고, 영상 

데이터의 값이 32 내지 223의 범위에서 출력 전압(V OUT )은 V32, (3/4)V32+(1/4)V36, (2/4)V32+(2/4)V36, (1/4

)V32+(3/4)V36, V36,..., V220, (3/4)V220+(1/4)V224, (2/4)V220+(2/4)V224, 및 (1/4)V220+(3/4)V224이고, 

영상 데이터의 값이 224 내지 255의 범위에서 출력 전압(V OUT )은 V224 내지 V255이다.

출력단 증폭기 블록에 포함되는 출력 회로의 다른 예로서, 커패시터를 이용한 스위치드 커패시터 방법 또는 저항기를

이용한 R-2R 방법과 같이 복수개의 기준 전압으로부터 기준 전압보다 많은 수의 복수의 전압을 발생하는 D/A 컨버

터를 포함한다.

제 1 및 제 2의 실시예에 있어서, 최하위 비트 제어기(103A 또는 103B)는 표시된 계조 전압이 선형 영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하위 비트 제어기(103A 또는 103B)는 영상 데이터의 3개의 상위 비트가 서로 일치하는 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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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판정하는 일치 회로(301)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치 회로(301) 대신에, 두개의 비교 회로(321 및 322)를 포함하는 회로 및 상기 비교 회로의 출력을 수신하는 

OR 게이트(323)를 사용하여 선형 및 비선형 영역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임계값(TH1 및 TH2)을 설정하는 것이 가

능하다.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1)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102A) (2) 비트(B0 및 B1)의 값에 따라 2

대4 라인 디코더(303)를 치환하며 1 내지 4개의 하이 레벨을 출력하는 디코더, 및 OR 게이트(304) 또는 출력을 생략

한 최하위 비트 제어기(103B) (3) 스위치(SW1) 및 스위치(SW1)에 게이트가 접속되는 3쌍의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출력단 증폭기 블록(104A)으로 구성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우선된 실시예에 따라 인가된 전압에 대해 액정 투과율 특성의 선형 영역에서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은 영상 데이터의 상위 비트 값에 따라 하나 또는 두개의 전압을 선택한다. 선택된 전압을 사용함으로 인

해, 더 분압된 전압이 영상 데이터의 모든 비트중 남아있는 하위 비트의 값에 따라 발생되므로,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

의 규모를 현저히 축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가된 전압에 대해 액정 투과율 특성의 비선형 영역에서 계조 전압 사

이의 차이(동일한 계조차를 얻기 위한 전압차)는 선형 영역에서 보다 크고 균일하지 않다. 그러나, 비선형 영역은 상

위 비트 일부에 의해 결정되고, 8비트 정밀도의 계조 전압을 발생시켜 선택한다. 따라서, 액정 패널 상에서 계조가 정

확하게 표현된 화상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3개의 주요색의 액정 패널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3개의 구동

회로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에는 16,770,000색의 풀컬러 디스플레이가 실현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라,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의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출력 회로 규모가 증대하더라도, 구동 회로의 전체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종

래의 8비트 저항기 스트링 방식은 1출력당 256레벨의 계조에 대한 디코더와 256개의 스위치가 구비되어야 하지만, 

제 1의 실시예는 1출력당 160레벨의 계조에 대한 디코더 및 160개의 스위치만 구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 2의 실

시예는 1출력당 112레벨의 계조에 대한 디코더 및 112개의 스위치 2세트만 구비될 필요가 있다.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에 의해 출력된 계조 레벨의 수가 감소하면, 테스트된 계조 레벨의 수도 감소되기 때문에, 칩의

테스트 수행 시간이 단축되어, 칩의 가격이 감소될 수 있다. 모든 레벨의 계조상의 출력 회로를 검사할 필요는 없고, 

제어 신호의 모든 조합을 검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상술한 실시예는 단지 예로서 기술되었으므로,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고, 본 발명의 범주내의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변형예 및 대체예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정 투과율 특성의 비선형 영역에서는 가능한 영상 데이터의 값에 1 대 1로 대응하고, 액정 투과율 특성의 선형 영역

에서는 가능한 영상 데이터의 값에 1 대 n(n은 1이상의 정수)으로 대응하는 복수개의 계조 레벨 전압을 발생하기 위

한 계조 레벨 전압 발생기(101A 및 101B);

입력 영상 데이터에 반응하여 상기 계조 레벨 전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102A 및 102B);

입력 영상 데이터의 값이 비선형 영역 또는 선형 영역 내에 있는지 판정하고, 비선형 영역 또는 선형 영역을 나타내는

판정 신호를 출력하는 판정부(103A 및 103B), 및;

상기 판정 신호에 반응하여 상기 판정 신호가 비선형 영역을 가리키면 상기 계조 전압 실렉터 블록(102A 및 102B)에

의해 선택된 상기 계조 레벨 전압 중 상기 하나를 출력하고, 상기 판정 신호가 선형 영역을 가리키면 상기 계조 전압

중 하나 또는 두개의 인접한 계조 전압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회로(104A 및 104B)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유닛 구동용 구동 회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n은 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유닛 구동용 구동 회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회로(104A)는 상기 계조 전압중 하나 또는 인접한 중간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변형된 전압 폴로어를 포함

하고, 상기 변형된 전압 폴로어는 입력 및 출력을 동일하게 하거나, 소정의 전압(α)에 의해 입출력을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유닛 구동용 구동 회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회로(103A)는 영상 신호의 복수개의 상위 비트가 일치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일치 회로(30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유닛 구동용 구동 회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n은 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유닛 구동용 구동 회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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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회로(104B)는 인접한 두개의 계조 전압 사이의 복수개의 중간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보간 회로(interpolati

on circui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유닛 구동용 구동 회로.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보간 회로를 저항기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유닛 구동용 구동 회로.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회로(103B)는 영상 신호의 복수개의 상위 비트가 서로 일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한 일치 회로(301)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유닛 구동용 구동 회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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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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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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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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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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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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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등록특허  10-0430453

- 14 -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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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