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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액티브매트릭스방식의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실리콘단결정위의 MOS트랜지스터나 다결정실리

콘의 박막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플리커가 적은 액정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

것이며, 그 해결수단으로 신호선과 주사선에 둘러싸인 영역에 화소가 구성되고, 이 화소에는 양극용과 음극용의 2개의 전

압유지수단과, 전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성된 신호선에 인가되는 전압의 최대전압과 최저전압을 상시인가하는 2개의 전

압유지배선과, 전압유지수단의 출력을 절환하는 절환수단을 가지고, 이들의 1프레임기간에 1회이상 양극용의 전압유지수

단과 음극용의 전압유지수단을 절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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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쌍의 기판과, 이 1쌍의 기판사이에 끼워 유지된 액정층을 가진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1쌍의 기판의 한쪽의 기판은 복수의 제 1의 주사선과, 이들 복수의 제 1의 주사선의 사이에 형성된 제 2의 주사선과,

상기 복수의 제 1의 주사선 및 상기 복수의 제2의 주사선에 대해서 매트릭스형상으로 형성된 복수의 신호선을 가지고,

상기 복수의 제 1의 주사선 및 상기 제 2의 주사선 및 상기 복수의 신호선에의해 둘러싸인 영역에는 이들 배선에 접속된 액

정분자를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화소회로가 형성되고,

상기 복수의 화소회로의 각각은, 대응하는 제 1의 주사선 및 대응하는 신호선에 접속되고 그 신호선으로부터의 영상신호

전압을 유지하는 제 1의 전압유지수단과, 대응하는 제 2의 주사선 및 대응하는 신호선에 접속되고 그 신호선으로부터의

영상신호전압을 유지하는 제 2의 전압유지수단과, 상기 제 1의 전압유지수단과 상기 제 2의 전압유지수단의 출력전압을

절환신호에 의해 절환해서 출력하는 절환수단과, 이 절환수단에 접속되고 절환수단의 출력전압을 상기 액정층에 인가하는

화소전극을 가지고,

상기 복수의 제 1의 전압유지수단은 양극의 영상신호전압을 유지하고, 상기 복수의 제 2의 전압유지수단은 음극의 영상신

호전압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전압유지수단 및 상기 제 2의 전압유지수단의 동작주기와 상기 절환수단의 동작주기가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절환수단은 상기 제 1의 전압유지수단과 상기 제 2의 전압유지수단을 1프레임기간내에서 적어도 1

회이상 절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1쌍의 기판의 다른쪽의 기판에는 공통전극이 형성되고, 상기 공통전극에는 상기 화소전극에 인가

되는 액정구동전압과는 역극성의 전압이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전압유지수단에는 제 1의 스위칭소자와, 제 1의 용량소자와, 제 1의 버퍼회로를 가지고, 상

기 제 2의 전압유지수단은 제 2의 스위칭소자와 제 2의 용량소자와 제 2의 버퍼회로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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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스위칭소자는 제 1의 P형 트랜지스터에 의해 구성하고, 상기 제 2의 스위칭소자는 제 1의 N

형 트랜지스터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버퍼회로는 제 2의 N형 트랜지스터에 의해 구성된 소스폴로어회로이고, 상기 제 2의 버퍼회

로는 제 2의 P형 트랜지스터에 의해 구성된 소스폴로어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회로에 형성된 트랜지스터는 모두 N형 또는 P형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

정표시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티브매트릭스방식의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실리콘단결정위의 MOS트랜지스터나 다결정실리

콘의 박막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래의 액티브매트릭스구동방식에 대해서 이하에 설명한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져있는

액티브매트릭스패널기술에 대해서는, 1990년 출판의 코바야시 순스케(일본국)저, 컬러액정디스플레이(산교토쇼)에 상세

히 설명되어 있다. 또, 액정의 누설(leak)저항에 기인되는 플리커를 방지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국 특개평 6-118912

호에 기재되어 있다.

단결정실리콘위의 MOS(Metal-Oxide Semiconductor)트랜지스터나, 다결정실리콘의 박막트랜지스터(TFT: Thin-Film

Transistor)를 사용한 액티브매트릭스방식의 액정표시장치는, 매트릭스형상으로 배치된 신호선과 주사선의 교차점에 트

랜지스터가 배치된 표시부와, 신호선과 주사선의 전압을 제어하는 구동회로부에 의해 구성된다.

표시부의 트랜지스터는, 게이트를 주사선에, 드레인을 신호선에, 소스를 액정용량에 접속하고 있다. 통상, 액정용량과 병

렬로 유지용량을 부가한다. 여기서, 게이트전극이 선택상태로 되면 트랜지스터는 도통하여, 신호선의 영상신호를 액정용

량 및 유지용량에 기록한다. 게이트전극이 비선택상태로되면 트랜지스터는 하이임피던스가 되어, 액정용량에 기록된 영상

신호를 유지한다.

구동회로부는, 주사선의 전압을 제어하는 주사회로와, 신호선의 전압을 제어하는 신호회로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주사회

로는, 각 주사선에 1프레임시간마다 1회주사펄스를 인가한다. 통상이 펄스의 타이밍은 패널의 위쪽으로부터 아래로 향해

서 차례로 어긋나있다. 1프레임의 시간으로서는 1/60초가 잘사용된다. 대표적인 화소구성인 640×480도트의 패널에서

는, 1프레임시간에 480회의 주사가 행하여지므로, 주사펄스의 시간폭은 약 35㎲로 된다. 이 주사회로에는 통상 시프트레

지스터가 사용되며, 이 시프트레지스터의 동작속도는 약 28㎑이다.

한편, 신호회로는, 주사펄스가 인가되는 1행분(行分)의 화소에 대응하는 액정구동전압을 각신호선에 인가한다. 주사펄스

가 인가된 선택화소에서는 주사선에 접속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극의 전압이 높아지고, 트랜지스터가 온상태로 된다.

이때, 액정구동전압은, 신호선으로부터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소스사이를 경유해서 액정에 인가되며, 액정용량과 유지용

량을 합친 화소용량을 충전한다. 이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패널전체면의 화소용량에는, 프레임시간마다 반복하여 영상에

대응한 신호전압이 액정에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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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은 프레임시간마다 극성을 반전함으로써, 교류화를 행하고 있다. 통상 60㎐의 프레임주파수일 때,

액정구동주파수는 이 1/2의 주파수의 30㎐가 된다. 또, 이 교류화한 양극, 음극의 액정인가전압은, 트랜지스터가 온에서

오프상태로 될 때의 게이트전압에 의한 크로스토크나 액정의 누설저항에 의해서 변형된다.

이 30㎐의 액정구동주파수에서는, 이 액정인가전압의 변형에 의해서 플리커라 호칭되는 깜박임이 보인다. 이 플리커를 보

이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액정구동전압의 주기(화소전극에 인가되는 극성이 다른 전압을 특정주기)를 짧게해서 사람의 눈

에는 인식할 수 없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종래의 액정표시장치의 화소전극을 구동하는 액티브소자를 안정되게 제

조하는 것은 어렵다. 또, 사람의 눈으로 보고인지하기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서, 플리커를 인접하는 화소의 신호전극 및 상

하로 인접하는 화소의 신호전극의 극성을 서로 반전시킨 신호전압을 인가하는 방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의 액티브매트릭스구동방식의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이하와 같은 과제가 발생한다.

먼저, 큰과제로서, 플리커의 발생이 있다. 상기한 액티브매트릭스구동방식의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액정인가전압은 프레임

시간마다 극성을 반전함으로써, 교류화를 행하고 있다. 이 결과, 통상 60㎐의 프레임주파수일 때, 액정구동주파수는 이 1/

2의 주파수인 30㎐가 된다. 이 30㎐의 액정구동주파수에서는 플리커라 호칭되는 깜박임이 보인다. 이 플리커를 보이지 않

도록 하기 위해, 인접하는 화소의 구동전압극성을 반전시키는 구동법이 취해져 있다. 이것은, 좌우로 인접하는 화소의 신

호전극 및 상하로 인접하는 화소의 신호전극의 극성을 서로 반전시킨 신호전압을 인가하는 방법이다. 이 신호전극의 극성

은, 상기한 640×480도트의 패널의 경우, 1주사기간의 35㎲마다 반전하므로, 신호전극의 구동주파수는 14.4㎑로 액정구

동주파수의 약 500배로 되어, 설계자유도가 저하한다.

또, 상기 구동방법에서는 동일 극성의 전압을 인가한 화소를 동시에 표시시킨 체크무늬와 같은 특정패턴을 표시하면 플리

커가 인지가능할 정도로 심해진다.

제 2번째는 내압(耐壓)이 높은 점이다. 상기한 액티브매트릭스구동방식의 액정표시장치에서는, 표시부의 트랜지스터에 의

해 프레임시간마다 극성을 반전시킨 전압을 샘플링해서 액정인가전압을 제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표시부의 트랜지스터

의 내압은 액정구동하는 실효전압의 2배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 한편, 액정프로젝터용의 소형,

고정세(高精細)의 액정패널이나, 초고정세의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는, 개구율을 높이기 위해 트랜지스터의 소형화가 요

망되고 있다. 미세가공에 의해서 트랜지스터를 소형화해 갈 경우, 이 트랜지스터의 내압이 특히 큰장해가 된다.

제 3번째는, 액정을 구동하는 임피던스의 저감이다. 상기한 액티브매트릭스구동방식의 액정표시장치에서는, 표시부의 트

랜지스터에 의해 유지용량과 액정용량에 주사선의 주사신호에 의해 샘플링한 영상신호를 인가함으로써 액정을 구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액정의 임피던스는, 샘플링주기인 1프레임기간에 걸쳐서 전압을 계속인가할 수는 없고, 유지하기 위해서

는 충분히 큰 용량이 필요하다. 이 임피던스는, 특히 액정디스플레이에 게스트호스트형의 액정을 적용하는 경우, 큰 장해

가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많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가장 큰 목적은 플리커를 해소한 액정표시장치를 제

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구성으로서는, 1쌍의 기판과, 이 1쌍의 기판사이에 끼워유지된 액정층을 가지고, 1쌍의 기판의 한쪽에는 복수의

주사선과, 이들 복수의 주사선에 매트릭스형상으로 형성된 복수의 신호선을 가진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주사선과 신호

선에 둘러싸인 영역에 복수의 화소가 구성되고, 화소의 각각에는 1프레임에 극성이 다른 1주기이상의 액정구동전압을 액

정층에 인가하는 화소회로가 형성되는 구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소에 형성한 화소회로에, 1프레임에 극성이 다른 1주기이상의 액정구동전압을 액정층에 인가함으로써, 플리

커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이 화소회로를 현재 프레임의 액정인가 전압을 기억하는 제 1의 기억수단과, 1프레임앞의 액정구동전압을 기억하기

위한 제 2의 기억수단과, 제 1의 기억수단과 제 2의 기억수단을 절환하는 절환수단을 가지도록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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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극성이 다른 액정구동전압을 현재프레임의 액정인가전압과 1프레임앞의 액정인가전압이 번갈아 인가된 것으로 하

면, 다른 배선에 거의 영향을 주는 일없이, 또, 다른데에 배선을 끄는 일없이, 1프레임에 극성이 다른 1주기이상의 액정구

동전압을 액정층에 인가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다른 수단으로서는, 1쌍의 기판과, 그 1쌍의 기판사이에 끼워유지된 액정층을 가진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1쌍

의 기판의 한쪽의 기판은 복수의 제 1의 주사선과, 이들 복수의 제 1의 주사선의 사이에 형성된 제 2의 주사선과, 복수의

제 1의 주사선 및 복수의 제 2의 주사선에 대해서 매트릭스형상으로 형성된 복수의 신호선을 가지고, 제 1의 주사선 및 제

2의 주사선 및 신호선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에는 이들 배선에 접속된 액정분자를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화소회로가 형성

되고, 화소회로의 각각은, 대응하는 제 1의 주사선 및 대응하는 신호선에 접속되고 그 신호선으로부터의 영상신호전압을

유지하는 제 1의 전압유지수단과, 대응하는 제 2의 주사선 및 대응하는 신호선에 접속되고 그 신호선으로부터의 영상신호

전압을 유지하는 제 2의 전압유지수단과, 제 1의 전압유지수단과 제 2의 전압유지수단의 출력전압을 절환신호에 의해 절

환해서 출력하는 절환수단과, 이 절환수단에 접속되고 절환수단의 출력전압을 액정층에 인가하는 화소전극을 가지도록 구

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구성에서는, 플리커를 거의 해소할 수 있다.

이 구성의 제 1의 전압유지수단은 양극의 영상신호전압을 유지하고, 제 2의 전압유지수단은 음극의 영상신호전압을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 제 1의 전압유지수단 및 제 2의 전압유지수단의 동작주기와 절환제어수단의 동작주기가 다르도록하면, 더욱더 프

리커를 해소할 수 있다.

또, 절환수단은 제 1의 전압유지수단과 제 2의 전압유지수단을 1프레임기간내에서 적어도 1회이상절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 1쌍의 기판의 다른쪽의 기판에는 공통전극이 형성되고, 공통전극에는 화소전극에 인가되는 액정구동전압과는 역극성

의 전압이 인가되도록 하면, 화소회로의 화소전극에 인가하는 전압을 낮게하는 일이 가능하므로, 저소비전력화 할 수 있

다.

이들 구성의 제 1의 전압유지수단에 제 1의 스위칭소자와 제 1의 용량소자와 제 1의 버퍼회로를 형성하고, 제 2의 전압유

지수단에 제 2의 스위칭소자와 제 2의 용량소자와 제 2의 버퍼회로를 형성한다. 또, 이 제 1의 스위칭소자를 제 1의 P형

트랜지스터에 의해 구성하고, 제 2의 스위칭소자를 제 1의 N형 트랜지스터에 의해 구성하면 내압이 낮은 트랜지스터를 사

용할 수 있어, 저소비전력으로 할 수 있다.

또, 제 1의 버퍼회로는 제 2의 N형 트랜지스터에 의해 구성된 소스폴로어회로이고, 제 2의 버퍼회로는 제 2의 P형 트랜지

스터에 의해 구성된 소스폴로어회로인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구성의 화소회로에 형성된 트랜지스터가 모두 N형 또는 P형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면 내압(耐壓)이 낮은 트랜지스터

를 사용할 수 있어, 저소비전력으로 할 수 있다.

이들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제 1, 제 2의 전압유지회로에 의해 양극의 영상신호와 음극의 영상신호를 유지하고,

그 출력을 절환회로에 의해 액정을 구동하므로, 영상신호를 제 1, 제 2의 전압유지회로에 기록하는 타이밍과 액정을 구동

하는 타이밍을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이 결과,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절환회로의 제어신호의 주기를 짧게함으로

써, 액정을 구동하는 주파수를 높게해서, 폴리커를 방지할 수 있다. 또, 드레인신호의 교류화는 2프레임주기로 할 수 있으

므로 소비전력을 저감할 수 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전압유지회로에의 전압기록주기를 길게함으로써 소비전력을 저감할

수도 있다.

또,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제 1, 제 2의 전압유기회로에 의해 유지한 영상신호에 공통전극에 인가한 교류진폭을

가산한 전압에 의해 액정을 구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소회로는, 영상신호에 의해서 변화하는 양극 또는 음극의 진폭을

발생할 수 있으면 되므로, 화소회로를 저내압의 트랜지스터에 의해 실현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5V구동의 액정

의 경우, 액정의 구동전압범위는 실효치로 2V∼5V이며,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내압은 이상적이라도 10V이상필요 하였

다. 그러나,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액정구동의 최소전압인 2V를 공통전극으로부터 인가하고, 양극 또는 음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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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변화분인 3V를 제 1, 제 2의 전압유지회로 및 절환회로에 의해 제어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으므로, 화소회로에 사용

하는 트랜지스터의 내압은 이상적으로는 3V이상에서 좋아지며, 트랜지스터가 필요하게 되는 내압을 낮출수 있고, 나아가

서는 액정표시장치전체의 소비전력을 낮출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있어서의 액정표시장치의 실시예의 블록도를 표시한 것이

다.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는, 적어도 기판위에 복수의 주사선과, 이 복수의 주사선에 매트릭스형상으로 형성된 복수의

신호선을 형성하고, 이들 배선에 둘러싸인 영역에 화소를 구성하고, 각 화소에는 화소회로(100)를 형성한다. 이 화소회로

(100)를 매트릭스형상으로 배치하여 표시부로하고, 상기 신호선과 주사선은 이들 화소회로에 형성된 화소전극에 전압을

인가하는 신호회로(300)와 주사회로(400)에 접속한다.

주사회로(400)는, 기판외부로부터의 극성절환신호POL, 출발신호VST, 클럭신호VCK를 입력하고, VGP1, VGP2…와

VGN1, VGN2의 2종류의 주사신호를 표시부(200)에 배치한 행(行)방향의 화소회로(100)에 공급하고 있다.

신호회로(300)는, 샘플링주사회로(320)와, 샘플링회로(330)에 의해 구성하고, VD1, VD2…의 드레인신호를 표시부(200)

에 배치한 열(列)방향의 화소회로(100)에 공급하고 있다. 샘플링주사회로(320)는, 출발신호HST와 클럭신호HCK를 입력

하여, 샘플링신호PH1, PH2…를 출력하고, 샘플링회로(330)는, 샘플링신호PH1, PH2…와 영상신호V1을 입력하여, 드레

인신호VD1, VD2…를 발생하고 있다.

도 2에 화소회로(100)의 실시예의 블록구성도를 표시한다.

화소회로(100)는 제 1의 주사선과 신호선에 접속되고, 양의 극성에 의해 영상신호전압을 항상 유지하는 제 1의 전압유지

회로(110)와, 제 2의 주사선과 신호선에 접속되고, 항상 음의 극성에 의해 영상신호전압을 유지하는 제 2의 전압유지회로

(120), 신호절환회로(130), 액정CLC를 구성하는 화소전극에 의해 구성한다. 제 1의 전압유지회로(110)는, 주사신호

VGPn과 드레인신호VDm을 입력으로 하고, 그 출력V110을 신호절환회로(130)에 출력한다. 또, 제 2의 전압유지회로

(120)는, 주사신호VGNn과 드레인신호VDm을 입력으로 하고, 그 출력V120을 신호절환회로(130)에 출력한다. 신호절환

회로(130)는, 상기 출력V110, V120과 절환제어신호VSW를 입력하고, 그 출력VPIX를 도시생략의 화소전극에 접속한다.

액정CLC는 이 화소전극과, 이 기판에 대향하는 기판에 형성된 공통전극VCOM의 사이에 접속된다.

이상과 같은 구성으로 하여, 도 3, 도 4에 표시한 본 발명의 신호전압인가(동작)타이밍에 의해 전압을 인가한다. 도 3의 입

력신호인 출발신호VST는 표시하는 영상의 프레임의 선두를 표시하고, 마찬가지로 입력신호인 클럭신호VCK는 주사신호

의 절환타이밍을 표시하고 있다. 상기 주사회로(400)는, 상기 클럭신호VCK의 상승의 타이밍에 의해 상기 출발신호VST

를 도입하고, 상기 주사신호VGP1, VGP2…와, VGN1, VGN2…를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주사신호VGP1, VGP2…는 음

의 주사신호로, VGN1, VGN2…는 양의 주사신호로 표시하고 있다. 상기 주사신호VGP1, VGP2…와, VGN1, VGN2…는

1프레임간격으로 번갈아 출력된다.

영상신호VI은, 기준전압VREF를 중심으로해서 변화하고, 표시하는 영상의 1행분의 신호로 구분되어 있다. 이 영상신호의

극성은 프레임마다 반전해있다.

V110, V120은, 상기 조건에 의해 구동했을때의 화소회로(100)의 제 1, 제 2의 전압유지회로(110),(120)의 출력이다. 화

소회로는, 표시부(200)의 좌측위에 상당하는 1행 1렬의 위치를 가정해서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 1의 전압유지회로

(110)는, 주사신호VGP1이 "L"일때에 신호회로(300)의 출력인 드레인신호VD1을 샘플링하고, 주사신호VGP가 "L"일때에

그 전압을 유지한다. 제 2의 전압유지회로(120)는, 주사신호VGN1이 "H"일때에 신호회로(300)의 출력인 드레인신호VD1

을 샘플링하고, 주사신호VGP1이 "L"일때에 그 전압을 유지한다. 드레인신호VD1은 타이밍도면속에 표시해 있지 않으나,

상기한 바와 같은 영상신호VI를 샘플링해서 발생하므로, 그 극성은, 영상신호VI와 동등하다. 이 결과, 제 1의 전압유지회

로는 주사신호VGP1이 "L"일때에 양극의 영상신호VI를 샘플링하고, 제 2의 전압유지회로(120)는 주사신호VGN1이 "L"일

때에 음극의 영상신호VI(도면에서는, 화면을 몇 개로 분할하여, 스트라이프형상으로 발색시켰을 경우의 영상신호전압이

다.)를 샘플링한다. 이 때문에, 제 1의 전압유지회로(110)의 출력V110은 항상 양극으로되고, 제 2의 전압유지회로(120)

의 출력V120은 항상 음극을 유지한다.

계속해서, 신호절환회로(130)의 동작을 도 4의 타이밍도면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출발신호VST, 제 1, 제 2의 전압유지회

로의 출력(110),(120)은, 도 3에 표시한 타이밍과 동일한 조건에 의해 표시되어 있다.

VPIX는 절환회로(130)의 출력이며, 절환회로(130)에 의해, 절환제어신호VSW에 의해서 양극의 출력V120을 절환함으로

써 발생하고 있다. VCOM은, 상기 기준전압VREF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이 변화의 타이밍은 이 절환제어신호VSW와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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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고 있다. VLC는 액정CLC를 구동하는 전압이다. VLC는, 절환회로(130)의 출력VPIX와 공통전극의 전압VCOM과

의 차(差)가 된다. 공통전극의 전압VCOM은 절환회로(130)의 출력VPIX와 역극성의 진폭에 의해 인가하므로, 절환회로

(130)의 출력VPIX의 진폭에 공통전극VCOM의 진폭을 가산한 진폭에 의해 액정을 구동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제 1, 제 2의 전압유지회로에 의해 양극의 영상신호와 음극의 영상신호를 유

지하고, 그 출력을 절환회로에 의해 번갈이 절환함으로써 액정을 구동하므로, 영상신호를 제 1, 제 2의 전압유지회로에 기

록하는 타이밍과 액정을 구동하는 타이밍을 일치시킬 필요가 없어진다.

즉, 본 발명에 의하면, 절환회로의 제어신호의 주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액정을 구동하는 주파수를 높게해서,

플리커를 방지할 수 있다.

또, 표시에 격심한 변화가 없는 경우는 주사회로에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수단을 형성함으로써, 종래대로의 프레임주파수

에 의해 (플리커를 일정하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 1, 제 2의 전압유지회로에 기록하는 주기를 길게할 수 있어, 드레인신

호자체의 교류화의 주파수를 종래의 30㎐로부터 낮출수 있다.

예를 들면, 프레임주파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소비전력을 저감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제 1, 제 2의 전압유지회로에 의해 유지한 영상신호에 공통전극에 인가한 교류진폭을

가산한 전압에 의해 구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소회로는, 영상신호에 의해서 변화하는 양극 또는 음극의 진폭을 발생할

수 있으면 되므로, 화소회로를 저내압의 트랜지스터에 의해 실현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5V구동의 액정의 경우,

액정의 구동전압범위는 실효치로 2V∼5V이며,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내압은 이상적이라도 10V이상 필요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액정구동의 최소전압인 2V를 공통전극으로부터 인가하고, 양극 또는 음극의 전압변화분인 3V를

제 1, 제 2의 전압유지회로 및 절환회로에 의해 제어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화소회로에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내압

은 이상적으로는 3V이상으로 된다.

이 내압의 조건으로서는, (신호전압의 최대치+공통전극에 인가되는 전압의 진폭X2-신호전아브이 최소치)/2의 트랜지스

터라도 가능해지며, 트랜지스터의 내압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이 트랜지스터의 저내압화를, 트랜지스터의 미세화에 의한 개구율의 향상, 트랜지스터의 신뢰성향상, 소비전력저감과, 불

요복사노이즈의 저감, 등의 2차적인 효과가 있다.

도 5에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에 적용하는 주사회로(400)의 일실시예를 표시한다. 본 주사회로(400)는 시프트레지스터

(410)와 복수의 게이트회로GA1, GA2…에 의해 구성하고 있다. 시프트레지스터(410)는 출발신호VST와 클럭신호VCK를

입력해서, 복수의 출력VG1, VG2…를 발생한다. 복수의 게이트회로GA1, GA2…는 NAND게이트(420), 인버터(422),

NOR게이트(423)에 의해 구성하고 있다. 각 게이트회로는 시프트레지스터(410)의 출력과 극성신호POL을 입력하여,

VGPn과 VGNn의 2종류의 주사신호를 발생한다.

도 5에 표시한 주사회로의 동작을 도 6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시프트레지스터(410)의 출력VG1, VG2…는, 도시한 바와

같이 서로 오버랩하지 않는 다상신호이다. 게이트회로의 출력VGP1, VGP2…는, 이 시프트레지스터의 출력과 극성신호

POL과의 NAND논리에 의해 발생하므로, 극성신호POL이 "H"인 경우, 도시한 바와 같이 음의 주사신호로 되고, "L"의 경

우, "H"고정으로 된다. 한편, 게이트회로의 출력VGN1, VGN2…는, 시프트레지스터의 출력의 반전신호와 극성신호POL과

의 NOR논리에 의해 발생하므로, 극성신호POL이 "L"의 경우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양의 주사신호로 되고, "H"의 경우에 "L"

고정으로 된다.

도 7에 본 발명의 화소회로의 제 1의 실시예를 표시한다. 본 실시예는, 다결정실리콘의 박막트랜지스터(TFT)를 사용한 예

에 의해 표시하고 있다. 도 2에 표시한 블록도에 대응하는 부분은 동일부호를 사용하였다.

제 1의 전압유지회로(110)는 P형 TFT(111)와 N형 TFT(113)와 용량(112)에 의해 구성하고 있다. TFT(111)의 게이트

는 주사신호VPn에, 드레인은 드레인신호VDm에, 소스는 용량(112)와 TFT(113)의 게이트에 접속해있다. 용량(112)의 타

단부는 VSS에 접속되고, TFT(113)의 드레인은 전원VDD에, 소스는 신호절환회로(130)에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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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성한 제 1의 전압유지회로(110)의 동작을 설명한다. TFT(111)는, 주사신호VPn이 "L"일때에 ON상태로 되어

드레인신호VDm을 용량(112)에 기록하고, 주사신호VPn이 "H"일때에 OFF상태로 되어 용량(112)에 기록한 전압을 유지

한다. TFT(113)는 소스폴로어회로로서 동작하고, 용량(112)에 기록하여 유지한 전압을 신호절환회로(130)에 출력한다.

이 TFT(113)의 소스전압은, 용량(112)의 유지전압에 대해서 TFT(113)의 임계치전압Vth만큼 낮은 값으로 된다.

제 2의 전압유지회로(120)은, N형 TFT(112)와 P형 TFT(123)와 용량(122)에 의해 구성하고, 제 1의 전압유지회로(110)

와 TFT의 타입이 반대이고 대칭인 구성이다. TFT(121)은, 주사신호VNn이 "H"일때에 ON상태로 되어 드레인신호VDm

을 용량(122)에 기록하고, 주사신호VNn이 "L"일때에 OFF상태로되어 용량(122)에 기록한 전압을 유지한다. TFT(123)은

소스폴로어회로로서 동작하여, 용량(122)에 기록유지한 전압을 신호절환회로(130)에 출력한다. 이 TFT(123)의 소스전

압은, 용량(112)의 유지전압에 대해서 TFT(123)의 임계치전압Vth만큼 낮은 값으로 된다.

신호절환회로(130)는 P형 TFT(131)와 N형 TFT(132)에 의해 구성하고, 각 TFT의 게이트는 절환제어신호VSW에 접속

하고, 각 TFT의 소스는 도시생략의 화소전극을 개재해서 액정CLC에 접속하고, TFT(131)과 TFT(132)의 드레인은 각각

상기 TFT(113)와 상기 TFT(123)의 드레인에 접속해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한 신호절환회로(130)는, 절환제어신호VSW

가 "L"일 때 TFT(131)가 ON상태로되고, 제 1의 전압유지회로(110)의 출력을 액정CLC에 공급한다. 한편, 절환제어신호

VSW가 "H"일 때 TFT(132)가 ON상태로 되고, 제 2의 전압유지회로(120)의 출력을 액정CLC에 공급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제 1, 제 2의 전압유지회로에 소스폴로어의 TFT를 설치하고 있다. 이 때문

에, 액정CLC는 항상 로임퍼던스로 구동되게 되므로, 낮은 임피던스의 액정에도 사용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게

스트호스트와 같이 비교적 임피던스가 낮은 액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이다.

도 8에 본 발명의 화소회로의 제 2의 실시예를 표시한다. 도 7에 표시한 실시예와 동등한 것은 동일한 부호로 표시하였다.

도 7과 다른 것은, 절환신호를 VSW1과 VSW2로 나누고, P형 TFT(131)의 게이트를 VSW1에 N형 TFT(132)의 게이트를

VSW2에 접속하고 있는 점이다. 도 7의 실시에에서는, 절환신호VSW를 변화할 때, 과도적으로 TFT(131)와 TFT(132)가

다같이 ON상태로 된다. 이 때문에, TFT(113), TFT(131), TFT(132), TFT(123)에 과도적으로 관통전류가 흐르므로서,

소비전력이 증가한다. 도 8에 표시한 실시예에서는, TFT(131)와 TFT(132)의 게이트전압을 독립적으로 제어해서, TFT

(131)와 TFT(132)가 동시에 ON상태로 되는 것을 피하는 일이 가능하다.

도 9, 도 10에 절환신호VSW1, VSW2의 발생회로의 회로구성도 및 그 타이밍도를 표시한다. 절환신호발생회로는, 절환신

호VSW를 입력하고, 절환신호VSW1, VSW2를 출력하는 것이다. 본 회로는, NAND게이트(731),(732), 인버터(735),

(736), 지연소자(733),(734)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본회로의 동작의 타이밍을 도 10에 표시한다. 절환신호VSW1, VSW2와 함께 이들 절환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트랜지스터

의 상태를 병기했다. 이 도면으로부터 알수 있는 바와 같이 각 TFT(131), TFT(132)는 다같이 오프상태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으므로, 관통전류는 흐르지않으므로, 소비전력을 저감하는 일이 가능하다.

도 11에 본 발명의 화소회로의 제 3의 실시예를 표시한다. 도 8의 실시예와 다른 점은, 제 1, 제 2의 전압유지회로(110),

(120)의 출력을 각각, N형 TFT(111), P형 TFT(121)의 소스로하고 있는 점이다. 제 1, 제 2의 전압유지회로(110),(120)

를 구성하는 용량(112),(122)을 액정의 용량CLC에 대해서 충분히 큰값으로함으로써, 도 8에 표시한 제 2의 실시예와 마

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화소회로(100)를 구성하는 TFT는 모두 스위치로서 동작하므로,

TFT의 임계치전압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효과가 있다.

도 12에 본 발명의 화소회로의 제 4의 실시예를 표시한다. 도 8의 실시예와 다른 것은, 신호절환회로(130)를 구성하고 있

는 TFT(131)와 TFT(131)의 소스 및 드레인의 접속방법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TFT(131)는 전원 VDD와 TFT(113)의

사이에, TFT(132)는 TFT(123)과 전원VSS에 접속해 있다. 본 실시예에서도, 제 1, 제 2의 전압유지회로의 출력을 절환

하는 일이 가능하고, 도 8에 표시한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

도 13에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의 표시부의 단면구조의 일예를 표시한다. 표시부는, 액정층(861)을 TFT기판(850)과 대

향기판(870)에 의해 사이에 끼워유지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TFT기판(850)은, 산화막(853)을 형성한 유리기판(851)위

에 TFT(810), TFT(820)을 형성하고, 각 TFT의 드레인 및 소스를 제 1의 금속배선층(832)에서 필요한 회로에 접속한 다

음에, 그 일부를 관통구멍(831)을 개재해서, 화소전극인 제 2의 금속배선층(830)에 접속하고, 이 화소전극위에 배향막

(862)을 도포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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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FT(810)은, 폴리실리콘층(811)의 위에 게이트산화막(812)을 개재해서 게이트전극(813)을 형성한 위에 산화막

(853)을 형성하고 있다. 소스 및 드레인전극은 콘택트(814),(815)를 개재해서 제 1의 금속층(832)에서 뽑아내고 있다.

TFT(820)도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N형 및 P형 트랜지스터는 TFT(810), TFT(820)의 드레인과 소스영역

에 도핑하는 N형 또는 P형의 불순물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대향기판(870)은 투명전극(872)을 형성한 유리기판(871)에 배향막(863)을 도포한 구조이다.

도 14에 본 발명의 화소회로의 레이아우트도면을 표시한 여기서는, TFT기판(850)을 제조하는 위에서 대표적 패턴인 폴

리실리콘층PSI, 게이트층FG, 콘택트층CONT, 제 1, 제 2의 금속배선층M1, M2, 관통구멍TH에 대해서 표시하였다.

각 레이트아우트층과 단면구조와의 관계를 도 13과 대비해서 설명한다. 폴리실리콘층PSI는 TFT의 폴리실리콘층(811)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으며, 게이트층 FG는 TFT의 게이트전극(813)의 영역과 도시생략의 게이트배선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

다. 콘택트층CONT는, 콘택트(814),(815)로 표시하는 폴리실리콘층(811)과 제 1의 금속배선층(832)과의 접속부 및 도시

생략의 게이트배선과 제 1의 금속배선층과의 접속부를 표시하고 있다. 제 1, 제 2의 금속배선층 M1, M2는 (832),(830)으

로 표시한 제 1, 제 2의 금속배선영역을 표시하고, 관통구멍TH는 (831)로 표시하는 이들 배선층을 접속하는 영역이다.

도 14에 있어서, 2종류의 주사신호VGPn, VGNn, 양음의 전원라인VDD, VSS는 게이트배선층FG를 사용하고, 드레인신호

선VDn, 절환신호선VSW는 제 1의 금속배선층M1을 사용하고 있다. 도 7에 표시한 화소회로의 TFT소자에 대응하는 부분

은 동일부호로 표시하였다. 제 1의 화소회로는 도 14에 표시한 레이아우트구성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15에,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의 제 2의 실시예를 표시한 블록구성을 표시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1에 표시한 실시

예와 동등한 것은 동일부호로 표시하였다. 도 1의 실시예와 다른 것은, 신호회로(300)의 출력이 양극의 드레인신호VDP1,

VDP2,…와 음극의 드레인신호VDN1, VDN2,…를 동시에 출력하고 있는 점과, 화소회로(100)가 이 드레인신호VDP1,

VDP2,…와 음극의 드레인신호VDN1, VDN2,…를 입력하는 점이다.

도 16에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의 제 2의 실시예의 화소회로의 블록구성도를 표시한다. 제 1의 전압유지회로(110)는 양

극의 드레인신호VDPm에, 제 2의 전압유지회로(120)는 음극의 드레인신호VDNm에 접속해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의 제 2의 실시예의 동작을 도 17, 도 18의 타이밍도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도

17의 타이밍도에서, 도 3의 타이밍도와 다른 것은, 양극의 주사신호VGP1, VGP2,…와 음극의 주사신호VGN1, VGN2,…

가 프레임마다 출력되는 점과, 신호회로의 드레인신호를 발생하는 영상이 양극의 영상신호VP와 음극의 영상신호VN이 동

시에 출력되어 있는 점이다. 이 차에 따라서, 제 1의 전압유지회로(110)와, 제 2의 전압유지회로(120)에는 프레임마다 영

상신호가 기록유지된다. 이 때문에, 각 전압유지회로의 출력은 기준전압에 대해서 항상 대칭의 전압을 발생할 수 있다. 이

결과, 도 18에 표시한 바와 같이 영상신호가 변화한 상태에서도, 양극의 진폭A와 음극의 진폭B가 동등해지므로, 과도적인

상태에서도, 액정의 직류전압인가에 의한 플리커증가나 액정소자의 열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도 19에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의 시스템구성의 일예를 표시한다. 본 시스템은, 영상신호발생회로(500), 영상신호증폭회

로(600), 타이밍제어회로(700)에 의해 표시부(200), 신호회로(300), 주사회로(400)를 구동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영상

신호발생장치(500)는 영상신호(501)와 동기신호(502)를 영상신호증폭회로(600)와 타이밍제어회로(700)에 출력하고 있

다. 타이밍제어회로(700)는, 동기신호(502)를 입력하고, 극성신호(701), 신호회로의 제어신호(702), 주사회로의 제어신

호(703), 절환신호(704), 공통전극의 제어신호(705)를 발생하고 있다. 또, 영상신호증폭회로(600)는, 영상신호(501)와 극

성신호(701)를 입력해서, 교류화한 영상신호(601)를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과 도 1의 구성에, 동기신호의 주기를 느리게 함으로써 영상신호의 프레임주파수를 낮게할 수 있어, 신호전

압의 저소비전력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TFT를 사용한 예에 의해 표시하였으나 이들은, 단결정실리콘의 MOS트랜지스터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신호선의 구동방식으로서, 점순차(点順次)방식에 의해 표시하였으나 각 신호선의 전압을 동

일한 타이밍에 의해 제어하는 선순차(線順次)방식에도 적용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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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플리커가 없는 액정표시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의 제 1의 실시예를 표시한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화소회로를 표시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동작을 표시한 타이밍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동작을 표시한 타이밍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주사회로의 구성을 표시한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주사회로의 동작을 표시한 타이밍도

도 7은 본 발명의 화소회로의 제 1의 실시예를 표시한 회로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의 화소회로의 제 2의 실시예를 표시한 회로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의 화소회로의 제 2의 실시예를 제어하는 절환신호발생회로의 회로구성도

도 10은 본 발명에 적용하는 절환신호발생회로의 동작을 표시한 타이밍도

도 11은 본 발명의 화소회로의 제 3의 실시예를 표시한 회로구성도

도 12는 본 발명의 화소회로의 제 4의 실시예를 표시한 회로구성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에 대응하는 단면구조도

도 14는 본 발명의 화소회로의 제 1의 실시예에 대응하는 레이아우트도의 일실시예

도 15는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의 제 2의 실시예를 표시한 블록구성도

도 16은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의 화소회로를 표시한 블록구성도

도 17은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의 동작을 표시한 타이밍도

도 18은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의 동작을 표시한 타이밍도

도 19는 본 발명을 적용하는 액정표시장치의 시스템구성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화소회로 110: 제 1의 전압유지회로

120: 제 2의 전압유지회로 130: 절환회로

200: 표시부 300: 신호회로

400: 주사회로 500: 영상신호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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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영상신호증폭회로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635191

- 11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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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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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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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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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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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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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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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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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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