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42304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G02F 1/133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08월04일

10-0442304

2004년07월20일

(21) 출원번호 10-2001-0040394 (65) 공개번호 10-2002-0005489

(22) 출원일자 2001년07월06일 (43) 공개일자 2002년01월17일

(30) 우선권주장 JP-P-2000-00207061

JP-P-2000-00228934

JP-P-2000-00231869

2000년07월07일

2000년07월28일

2000년07월31일

일본(JP)

일본(JP)

일본(JP)

(73) 특허권자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

일본국 도꾜도 미나또꾸 시바우라 1쪼메 1방 1고

(72) 발명자 바바마사히로

일본 가나가와껭 가와사끼시 사이와이꾸고무까이도시바쪼 1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리써

치 앤드 디벨롭먼트센터내

이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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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앤드 디벨롭먼트센터내

고바야시히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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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껭 가와사끼시 사이와이꾸고무까이도시바쪼 1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리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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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껭 가와사끼시 사이와이꾸고무까이도시바쪼 1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리써

치 앤드 디벨롭먼트센터내

하세가와레이

일본 가나가와껭 가와사끼시 사이와이꾸고무까이도시바쪼 1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리써

치 앤드 디벨롭먼트센터내

(74) 대리인 장수길

구영창

심사관 : 고종욱

(54) 액정 표시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특히 동화상 표시 시에 있어서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한 액정 표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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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영상 신호에 따른 화상을 액정 패널에 표시하는 액정 표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영상 신호의 최대 휘도 레벨

을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된 최대 휘도 레벨에 따라서, 상기 화상의 표시 기간과 비표시 기간과의 비율을 변경하

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방법이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주사선 구동 회로, TFT, 게이트 어레이, 주파수 변환 회로, 계조 변환 회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것으로, 최대 휘도 레벨과 발광 듀티와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것으로, 계조와 표시 휘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

도9a 내지 도 9e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표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의 어레이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6a 내지 도 16c는 반강유전성 액정 재료의 배향을 나타내는 도면.

도 17은 반강유전성 액정 재료의 전압-투과 곡선을 나타내는 도면.

도 18은 제6 실시예에 따른 움직임 판별 처리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9a 내지 도 19g는 제6 실시예에 따른 주사선 구동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는 전압 파형도.

도 20a 내지 도 20f는 도 19a 내지 도 19g에 도시한 주사선 구동 회로의 동작에 의해서 표시되는 표시 화면을 나타내

는 도면.

도 21a 내지 도 21f는 제6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하는 신호 파형도.

도 22는 제6 실시예에 있어서의 주사선수와 조정 정밀도 및 최소 듀티(%)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도 23a 내지 도 23f는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하는 신호 파형도.

도 24a 내지 도 24d는 화상 작성 방식과 표시 방식이 다른 것에 의한 화질 열화(경사 현상)를 설명하는 도면.

도 25a 내지 도 25i는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의 구동 방법의 동작을 설명하는 신호 파형도.

도 26a 내지 도 26d는 도 25a 내지 도 25i에 도시한 동작에 의해서 표시되는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7a 내지 도 27i는 제8 실시예의 구동 방법의 동작을 설명하는 신호 파형도.

도 28a 내지 도 28d는 도 27a 내지 도 27i에 도시한 동작에 의해서 표시되는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9는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의 구동 방법에 이용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0은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의 구동 방법의 동작을 설명하는 신호 파형도.

도 31은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의 구동 방법의 동작을 설명하는 신호 파형도.

도 32는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의 구동 방법에 이용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3은 본 발명에 의한 제11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4는 제11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했을 때의 각부의 신호 파형도.

도 35a 내지 도 35g는 제11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했을 때의 표시 화면의 시간적 추이를 나타내는 도면.

도 36a 내지 도 36d는 본 발명의 제12 실시예의 구동 방법에 의해서 구동했을 때의 표시 화면의 시간적 추이를 나타

내는 도면.

도 37은 제12 실시예의 구동 방법에 의해서 구동했을 때의 액정 표시 장치 각부의 신호 파형도.

도 38은 제12 실시예의 구동 방법에 의해서 구동되는 액정 표시 장치의 다른 어레이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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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는 도 38에 도시한 절단선 39-39로 절단했을 때의 액정 표시 장치의 단면도.

도 40은 도 38에 도시한 절단선 40-40으로 절단했을 때의 액정 표시 장치의 단면도.

도 41은 도 38에 도시한 액정 표시 장치의 등가 회로도.

도 42는 도 41에 도시한 액정 표시 장치를 제12 실시예의 구동 방법으로 구 동했을 때의 각부의 신호 파형도.

도 43은 도 41에 도시한 액정 표시 장치를 제12 실시예의 구동 방법의 변형예로 구동했을 때의 각부의 신호 파형도.

도 44는 본 발명의 제13 실시예의 어레이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5는 제13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했을 때의 각부의 신호 파형도.

도 46은 신호선 단위 배열을 설명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액정 패널

12 : 광원

13 : 도광체

14 :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

15 : 백 라이트 광원 점등 제어 회로

16 : 프레임 주파수 변환 회로

17 : 계조 변환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표시 장치의 표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액정 디스플레이(이하, LCD로 함)의 고성능화가 진행되고, 종래, 음극 선관(이하, CRT로 함)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텔레비전 분야에 LCD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다.

LCD는 화소마다 선택 스위치로서 트랜지스터를 이용하고 있고, 표시한 화상이 1프레임 기간 유지되는 표시 방법(이

하, 「홀드형 표시」로 함)을 채용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CRT에서는, 선택된 화소는 그 화소의 선택 기간 직후에 

어두워지는 표시 방법(이하, 「임펄스형 표시」로 함)을 채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LCD는 화상 표시에 있어서의 시

간축 특성이 CRT와는 다르다. 이 때문에, 동화상을 표시한 경우에 화상이 흐려지는 등의 화질 열화가 생긴다. 이 이

유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관찰자가 동화상의 동체를 추종하여 관찰하는 경우(관찰자의 안구 운동이 추종 운동인 경우), 화상이 예를 들면 60㎐

로 재기입되어도 안구는 매끈하게 동체를 추종해 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CRT와 같은 임펄스형 표시인 경우, 60㎐로 재기입되는 동화상의 각 프레임 간은 흑이 표시되어 있다. 즉, 화상이 표

시되고 있는 순간 이외에는 흑 표시이고, 동화상의 1프레임이 각각 독립된 화상으로서 관찰자에게 제시된다. 이 때문

에, 임펄스형 표시에서는 화상이 선명한 동화상으로서 관찰된다.

그러나, 홀드형 표시인 경우, 표시된 동화상의 1프레임은 1프레임 기간 중 화상이 유지되고, 그 기간 중은 정지 화상

으로서 관찰자에게 제시된다. 그 때문에, 도 1a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관찰자의 안구가 매끈하게 동체를 추종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표시되어 있는 화상은 1프레임 기간 정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 1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관찰자의 

망막 상에는 동체의 속도에 따라서 화상이 어긋나서 제시되게 된다. 그 때문에, 이들의 어긋난 화상이 중첩된 화상을 

관찰자는 지각하기 때문에, 관찰자에게 동화상이 흐려져 있는 인상을 제공한다. 즉, 동화상에 끊어짐이 없어진다. 또

한, 동화상의 움직임이 고속으로 될수록 관찰자의 망막 상에 제시되는 화상의 어긋남이 커지기 때문에, 보다 흐린 인

상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동화상의 화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상술한 요인 이외에 백 휘도를 들 수 있다.

CRT에서는 1프레임의 영상 신호의 평균 휘도 레벨(이하, 「APL」로 함)에 따라서 전자총에 흐르는 전류량을 제어하

고 있다. 이것은, APL이 높은 화상(화면 전체가 밝은 화상)의 경우, 영상 신호대로 전자총에 고압 전류를 흘리면, 고압

회로의 부하가 지나치게 커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CRT에서는 APL에 대응하여 자동적으로 

휘도를 제어하는 회로(이하, 「ABL 회로」로 함)나 자동적으로 콘트라스트를 제어하는 회로(이하, 「ACL 회로」로 

함)를 구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CRT에 APL이 높은 영상 신호를 표시하는 경우, ABL 회로가 작동하는 것에 의해 전자총에 흐르는 전류량

은 제한된다. 그 때문에, 화면 전체의 휘도가 저하된다. 그러나, 이 때 ACL 회로가 작동하여 영상 신호의 콘트라스트

를 증가시켜, 어두운 부분을 보다 어둡게 표시한다. 이러한 처리에 의해, 화면 전체의 휘도는 낮지만 상대적인 콘트라

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입체감 있는 화상이 된다. 반대로, APL이 낮은 영상 신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밝은 화상 영

역의 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콘트라스트가 높고, 입체감 있는 화상을 얻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LCD에서는, 동화상의 끊어짐만을 우선하는 경우에는 임펄스율(1프레임 기간 중에 화상이 표시되어 

있는 비율)을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임펄스율을 작게 하면 백 휘도가 부족하다. 그 때문에, APL이 높은 

영상을 표시하는 경우에 백 휘도 부족에 의해서 콘트라스트가 낮아지고, 동화상의 박력이 저하된다. 그것을 보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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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예를 들면 백 라이트의 휘도를 높게 하면, 반대로 APL이 낮고 어두운 영상인 경우에 화면 전체가 흰 빛을 띠

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상 진술한 바와 같이, 동화상의 화질은 표시되는 동화상의 끊어짐과 백 휘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종래의 액

정 표시 장치에서는 동화상 표시 시에 있어서 화상이 흐려져 끊어짐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화상이 표시되는 기간의 비율을 작게 하면, 즉 흑 표시 기간의 비율을 크게 하면, 백 휘도 부족에 의한 다

이내믹 레인지의 감소에 의해 동화상의 박력이 저하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흐려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드 반전 방식이 제안되어 있다(특개2000-10076호 공보 참조). 이 방식은 한

쪽의 극성에서 광의 투과를 아날로그적으로 제어하고, 다른쪽의 극성에서는 광을 투과시키지 않는 단안정화 액정 재

료의 동작 특성을 이용하고, 1프레임을 두개의 필드 즉 제1 및 제2 필드로 분할하여, 제1 필드에서는 투과, 제2 필드

에서는 투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또한, 펜토 배향 셀을 이용한 액정 패널의 표시 장치가 제안되어 있다(특개평11-10

9921호 공보 참조). 어느 제안에 있어서도 화상을 표시하는 기간과 흑 화상 표시 기간을 설치하여 임펄스 표시에 가

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필드 반전 방식에 있어서는 액정 재료에 직류 성분이 남지 않도록 양극성에 걸리는 시간을 같게 해야만 하고,

50% 듀티의 동작 모드로 되게 된다. 여기서 다음 수학식 1과 같이 듀티비를 정의한다.

수학식 1

또한, 필드 반전 방식은 화상에 의해서 유지 기간 중의 전압 변동이 크게 다르고, 크로스토크가 발생하기 쉽다.

필드를 분할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듀티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화면 분할 수를 증가시켜야만 한다. 이 때문에, 신

호선 구동 회로의 변동에 의한 표시 얼룩(서로 연결된 듯한 휘도 변화)이 생긴다. 또한 듀티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사선 구동 주파수를 변화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듀티비를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 때문에, 표시 화상

에 따라서 고화질 표시를 할 수 없다.

또한, 색을 표현하기 위한 각 색 RGB(R=적, G=녹, B=청)의 계조수는 각각 64계조(6비트)의 액정 표시 장치가 많다. 

그러나, 금후, 8비트, 10비트라는 표시색 수가 많이 요구된다. 그 때문에 1프레임 기간 중에 복수회 표시를 행하는 프

레임 레이트 컨트롤(Frame Rate Control(이하, 「FRC」라고도 함)) 기술을 이용하여 발색수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발명자들의 실험에 있어서 동화상에서의 발색수를 정지 화상에서의 발색수보다 적게 하였다고 해도, 그 차이를 그다

지 인식할 수 없 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다.

또한, 표시 영역 내의 모든 화소가 동일한 배향 상태(예를 들면 제1 배향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1프레임을 두개의

필드로 나누고, 전반의 필드에서는 +극성에 의한 기입을 행하고, 후반의 필드에서 -극성에 의한 소거를 행함으로써 

교류 구동한다. 이 경우에는, 1프레임을 2필드로 나눔으로써 1주사선 기간이 종래의 반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기입 

부족에 연결되어 콘트라스트의 저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특히 동화상 표시 시에 있어서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한 액정 표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방법은, 영상 신호에 따른 화상을 액정 패널에 표시하는 액정 표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영

상 신호의 최대 휘도 레벨을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된 최대 휘도 레벨에 따라서, 상기 화상의 표시 기간과 비표시

기간과의 비율을 변경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이하와 같다. 또, 하기의 각 실시예는 단독으로 적용해도 좋고, 적절하게 조합하여 적용

해도 상관없다.

(1) 상기 액정 표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변경 단계는 상기 액정 패널을 배면측에서 조명하는 조명부의 조명 기간과 

비조명 기간의 비율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2) 상기 액정 표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변경 단계는 상기 액정 패널에 상 기 영상 신호에 대응한 화상 표시 신호를 

공급하는 기간과 흑 표시 신호를 공급하는 기간과의 비율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액정 표시 방법은 신호선에 제1 내지 제m(m은 2 이상의 정수)의 신호를 공급하는 제1 단계와, 

상기 신호선에 공급된 상기 제1 내지 제m(m은 2 이상의 정수)의 신호에 기초하여, 액정 패널에 화상을 표시하는 제2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단계는 동일한 화소로 상기 제1 신호가 기입된 후로부터 상기 제1 신호를 기입하기까지의

기간에, 상기 신호선에 상기 제2 내지 제m의 신호를 n회(n은 2 이상의 정수) 공급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제2 단

계는 상기 제2 내지 제m의 신호 중 상기 신호선으로 공급되는 k(1 이상 n 이하의 정수)번째의 신호를 선택하고, 상기 

화소에 기입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액정 표시 방법은 신호선에 제1 내지 제m(m은 2 이상의 정수)의 신호를 공급하는 단계와, 화

상 신호 및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프레임 화상이 동화상인지 정지 화상인지를 판별하는 단계와, 상기 화상 신호 및 상

기 동기 신호 및 상기 판별에 기초하여 상기 제1 내지 제m의 신호 및 상기 주사선 신호 및 상기 출력 제어 신호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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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내지 제m의 신호를 신호선 구동 회로로 송출하고, 상기 주사선 신호 및 상기 출력 제어 신호

를 주사선 구동 회로로 송출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이하와 같다. 또, 하기의 각 실시예는 단독으로 적용해도 좋고, 적절하게 조합하여 적용

해도 상관없다.

(1) 상기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m의 신호는 연속하여 또한 주기 적으로 반복하여 상기 신호선에 공급된

다.

(2) 상기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신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화상 신호이고, 상기 제2 신호는 리셋 신호이다.

(3) 상기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신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화상 신호이고, 상기 제2 신호는 흑 표시 신호이다.

(4) 상기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신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화상 신호이고, 상기 제2 신호는 중간조의 오프셋 

신호이다.

(5) 상기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신호선 구동 회로는 p(p는 2 이상의 정수) 계조분의 상기 화상 신호를 공급할 수 있고

, 상기 제1 신호 및 상기 제2 신호를 각각 p계조분의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화상 신호이고, 정지 화상을 표시하는 경

우에는 1프레임 기간에 걸쳐서는 2p계조 표시가 행해지는 다계조 표시 방식을 이용하고, 동화상을 표시하는 경우에

는 시간차가 있는 영상을 표시함으로써 하이 리프레시 레이트 표시 방식을 이용한다.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액정 표시 방법은 주사선과, 상기 주사선과 교차하도록 형성된 신호선과의 교차점에 형성된 

복수의 화소가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되고, 상기 화소가 상기 제1 극성의 화상 신호에 따라서 투과광을 변화시키는 제1

화소와, 상기 제2 극성의 화상 신호에 따라서 투과광을 변화시키는 제2 화소를 갖고, 상기 주사선 방향으로는 상기 제

1 화소 또는 상기 제2 화소 중 어느 한쪽을 배열하고, 상기 신호선 방향으로 상기 제1 화소와 상기 제2 화소가 교대로

배열되어 있는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의 화상 표시 방법은 상기 제1 화소에 상기 제1 극성의 화 상 신호를 인가하고

, 상기 제2 화소에 상기 제2 극성의 화상 신호를 인가하여 화상 기입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이하와 같다. 또, 하기의 각 실시예는 단독으로 적용해도 좋고, 적절하게 조합하여 적용

해도 상관없다.

(1) 상기한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상기 신호선에 접속되는 상기 제1 화소와 상기 제2 화소에 상기 제1 극성의 화상 

신호를 동시에 인가한다.

(2) 상기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극성의 화상 신호가 상기 제1 화소의 기입 신호 또는 상기 제2 화소의 소거 신호

이고, 상기 제2 극성의 화상 신호가 상기 제1 화소의 소거 신호 또는 상기 제2 화소의 기입 신호이고, 화면을 화상 표

시 영역과 소거 영역으로 분할한다.

상기 각 발명에 따르면, 최대 휘도 레벨에 따라서 조명 기간과 비조명 기간의 비율 혹은 화상 표시 신호를 공급하는 

기간과 흑 표시 신호를 공급하는 기간의 비율을 변경하기 때문에, 화상 표시 기간과 흑 표시 기간의 비율이 최대 휘도

레벨에 따라서 변경된다. 따라서, 최대 휘도 레벨이 높은 즉 화상이 밝은 경우에는 화상 표시 기간을 길게(흑 표시 기

간을 짧게)하여 백 휘도를 높일 수 있고, 반대로 최대 휘도 레벨이 낮은 즉 화상이 어두운 경우에는 화상 표시 기간을 

짧게(흑 표시 기간을 길게)하여 흐려짐이 적은 끊어짐이 있는 동화상을 관찰자에게 시각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이

에 따라,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고 화질 열화가 적은 끊어짐이 좋은 동화상을 관찰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최대 휘도 레벨에 따라서 화상 표시 기간과 흑 표시 기간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

기 때문에,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고 화질 열화가 적은 동화상을 관찰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고속 응답 액정을 이용한 액정 패널의 표시 방식으로서, 신호선 구동 회로의 구동 주파수를 

높게 함으로써 화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표시 화상(정지 화상 및 동화상)에 따라서 화상 표시

와 흑 표시의 듀티비를 변화시키는 수단, 또는 정지 화상에서는 FRC를 이용한 다계조 표시 및 동화상에서는 보간 화

상을 사용한 하이 리프레시 표시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정지 화상에서는 색 재현성을 좋게 하고, 동화상에서는 끊어

짐을 좋게 하는 고화질 표시를 행한다.

또한, 크로스토크의 발생을 가급적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극성이 다른 기입을 행하여도 콘트라스트의 저하를 가급적 

방지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액정 패널(11)은 소위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패널이고, 복수의 화소가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신호선의 각 교점에 대

응하여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 화소에 대응하여 각각 트랜지스터(스위칭 소자)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주

사선에 의해서 선택된 트랜지스터를 통해 대응하는 화소 전극에 신호선으로부터 표시 신호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각

화소의 액정의 투과율을 제어하여 화상의 표시가 행 해진다.

액정 패널(11)의 배면측에는 백 라이트부(조명부)로서, 광원(12)으로부터의 광을 액정 패널(11)로 유도하기 위한 도

광체(13)가 배치되어 있다. 도광체(13)에 의해 액정 패널(11)이 조명된다. 광원(12)은 고속으로 점멸 가능하고, 예를 

들면 발광 다이오드(이하, LED로 함)를 광원(12)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14)는 입력 영상 신호의 최대 휘도 레벨을 검출하기 위한 회로이다.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14)에는 백 라이트 광원 점등 제어 회로(15)가 접속되어 있다. 백 라이트 광원 점등 제어 회로(15)는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14)에서 검출된 1프레임 기간 중의 최대 휘도 레벨에 따라서 그 1프레임 기간에 있어서의 백 라이트

부의 광원(12)의 점등 기간(조명 기간)과 비점등 기간(비조명 기간)의 비율을 변경한다.

입력 영상 신호는 프레임 주파수 변환 회로(16)에도 입력되고, 프레임 주파수 변환 회로(16)는 입력 영상 신호의 프레

임 주파수를 고주파수로 변환한다. 프레임 주파수 변환 회로(16)는, 예를 들면 프레임 메모리를 구비하고 있다. 프레

임 주파수 변환 회로(16)는 입력 영상 신호의 1프레임분의 화상을 프레임 메모리에 기록한다. 그 후, 프레임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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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회로(16)는 원하는 프레임 주파수에 대응하는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주파수 변환된 영상 신호를 출력한다. 계조

변환 회로(17)는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14)에 의해서 검출된 최대 휘도 레벨 신호에 대응하여 영상 신호의 계조를

변환한다. 즉 계조 변환 회로(17)는 영상 신호 레벨을 변환한다.

이하, 본 실시예의 동작예에 대하여, 프레임 주파수가 60㎐의 영상 신호가 입력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이하

에 예로 드는 수치예는 일례이고, 이들의 수치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3은 주파수 변환된 영상 신호에 대응하는 화상을 액정 패널(11)에 표시하는 타이밍과, 백 라이트부의 광원(12)을 

발광시키는 타이밍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에 있어서,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액정 패널의 수직 표시 위치이다.

프레임 주파수 변환 회로(16)는 입력 영상 신호의 프레임 주파수를 고주파수로 변환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프레임 주

파수(60㎐)를 그 4배의 주파수인 240㎐로 변환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프레임 주파수 변환 회로(16)로부터 출력된 4

배속의 영상 신호는 계조 변환 회로(17)를 통해 액정 패널(11)에 입력된다. 그리고, 액정 패널(11)에 1/240s의 수직 

주사 기간에 화상이 기입된다. 액정 패널(11)의 응답 시간이 예를 들면 1/240s(약 4.2㎳)인 경우에는 1프레임분의 영

상 신호의 입력 개시 시점으로부터 1/l20s(1/240s+1/240s) 후에, 액정 패널(11)의 전면에 걸쳐 영상 신호에 대응한 

화상이 표시된다. 그 후, 백 라이트부의 광원(12)을 1/120s 간 점등한다. 이에 따라, 1프레임 기간에 있어서의 화상 

표시 기간[광원(12)의 점등 기간]의 비율을 50%, 흑 표시 기간[광원(12)의 소등 기간]의 비율을 50%로 할 수 있다.

광원(12)의 발광 타이밍을 느리게 하거나, 혹은 광원(12)의 소광 타이밍을 빠르게 함으로써, 1프레임의 화상 표시 기

간의 비율은 0% 이상 50% 이하의 범위에서 임의로 변화된다. 단, 액정의 응답은 일반적으로 중간조에서는 느려지기 

때문 에, 액정 응답 기간을 될 수 있는 한 길게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때문에, 광원(12)의 발광 개시 타이

밍을 될 수 있는 한 느리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후술하는 도 5의 관계에 기초하여,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1프레임

기간의 최후를 기준으로 하여 광원(12)의 발광 기간 즉 화상 표시 기간을 설정하고, 1프레임 기간에 있어서의 화상 표

시 기간 및 흑 표시 기간의 비율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상 표시 기간 및 흑 표시 기간의 비율은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14)에 의해서 검출되는 입력 영상 신호의 최대 

휘도 레벨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14)는 백 라이트 광원 점등 제어 회로(15)에 접속되어 있

고, 입력 영상 신호의 최대 휘도 레벨에 대응하여 광원(12)의 점등 기간을 제어한다. 예를 들면, 입력 영상 신호의 최

대 휘도 레벨이 높은 경우에는 영상에는 밝은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광원(12)의 점등 기간(화상 표시 기간

)을 길게 하고 흑 표시 기간을 짧게 한다. 반대로 최대 휘도 레벨이 낮은 경우에는 어두운 영상이다. 이 때문에, 광원(1

2)의 점등 기간을 짧게 하고 흑 표시 기간을 길게 한다.

백 라이트부의 광원의 발광 듀티(1프레임 기간에 있어서의 점등 기간의 비율)와 최대 휘도 레벨과의 관계는 여러 가

지 관계를 취할 수 있지만, 본 예에서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은 관계로 한다. 도 5의 세로축은 광원의 발광 듀티, 가

로축은 최대 휘도 레벨을 나타내고 있고, 256계조의 액정 패널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본 예에서는, 광원의 발광 듀

티는 최대 50%이다. 이 때문에, 최대 휘도 레벨이 255일 때 발광 듀티가 50%, 최대 휘도 레벨이 0일 때(전면 흑 화상

표시일 때) 발광 듀티를 0%로 하고 있다.

도 6에 입력 영상 신호 레벨(계조)과 표시 휘도와의 관계의 일례를 나타낸다. 본 예에서는, 발광 듀티 50%인 경우의 

입력 영상 신호 레벨 255일 때의 표시 휘도를 1로서 규격화한 것이다. 여기서, 도 5의 관계에 의해, 최대 휘도 레벨이 

102인 경우, 광원의 발광 듀티는 20%가 된다. 이 때의 입력 영상 신호 레벨과 표시 휘도와의 관계는 발광 듀티가 50

%일 때의 입력 영상 신호 레벨과 표시 휘도와의 관계와 크게 다르게 된다. 그 때문에, 본 예에서는 계조 변환 회로(17

)를 이용하여, 이하와 같은 수법으로 계조의 변환을 행하고 있다.

LCD의 감마가 γ인 경우, 도 6에 도시한 입력 영상 신호 레벨 L 및 발광 듀티 D와 표시 휘도 I(D)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수학식 2

여기서, Lmax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계조수(본 예에서는 255)를 나타내고, Dmax는 입력 영상 신호의 최대 휘도 레벨

과 Lmax가 같을 때의 발광 듀티(본 예에서는 50%)를 나타내고 있다.

임의의 D에 대한 I(D)가 Dmax에 대한 I(Dmax)와 일치하도록 L을 변환하면, 각각의 감마가 일치한다. 따라서, 변환 

후의 계조를 Lout으로 하면, 수학식 2로부터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수학식 3

이상으로부터, 입력 영상의 최대 휘도 레벨에 대하여 도 5에 기초하여 광원의 발광 듀티를 결정하고, 수학식 3에 기초

하여 입력 영상 신호 레벨을 변환한다. 이에 따라, 어떠한 입력 영상에 대해서도 감마가 일치된 화상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Lout이 이산적인 값(예를 들면 정수)을 취하는 경우에는 수학식 3으로 구해지는 Lout의 소수점 이하

의 반올림 혹은 버림을 행하면 좋다.

본 실시예에서는 LCD로의 입력 영상 신호와 표시 휘도와의 관계가 감마의 함수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함수화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하기와 같은 방법을 채용함으로써,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백 라이트의 각 발광 듀티에 대하여, 감마가 일치하도록 입력 영상 신호 레벨을 변환하는 변환 테이블(LUT)

을 준비한다. 그리고, LUT를 참조하여 입력 영상 신호 레벨을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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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표시되는 화상이 밝은 경우에는 화상 표시 기간을 길게 하여 백 휘도를 우선하고 있다.

또, 표시되는 화상이 어두운 경우에는 화상 표시 기간을 짧게 하여 흑 표시 기간을 길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질 

열화가 작은 끊어짐이 있는 동화상을 관찰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전면 흑 화상을 표시할 때는 백 라이트부의 

광원이 소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액정 디스플레이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액정 패널(21)의 기본적인 구성은 도 2에 도시한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액 정 패널(11)의 구성과 마찬가지이다. 또

한, 도 7에서는 백 라이트부(조명부)에 대해서는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액정 패널(21)의 

배면측에 백 라이트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22)의 기본적인 구성은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14)와 마찬가지

이다.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22)에는 액정 패널 모듈의 게이트 어레이(23)가 접속되어 있다. 게이트 어레이(23)에

서는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22)에 의해서 검출된 1프레임 기간 중의 최대 휘도 레벨에 따라서 그 1프레임 기간에 

있어서의 화상 표시 기간과 흑 표시 기간의 비율을 변경하기 위해서, 최대 휘도 레벨에 따른 주사선 신호를 주사선 구

동 회로(24)로 출력한다. 또한, 검출된 최대 휘도 레벨에 따라서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방법에 의해 입력 영상 신

호 레벨을 변환하여, 계조 변환된 영상 신호를 신호선 구동 회로(25)로 출력한다.

이하, 본 실시예의 동작예에 대하여, 도 8에 도시한 타이밍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8은 신호선 구동 회로(25)로

부터 출력되는 표시 신호 및 주사선 구동 회로(24)로부터 출력되는 주사선 신호의 구동 파형 및 액정 패널(21)에 있어

서의 화상 표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신호선 구동 회로(25)로부터 1수평 주사 기간의 전반에 화상 표시 신호가, 후반에 흑 표시 신호가 출력된다. 주사선 

구동 회로(24)는 1수평 주사 기간의 전반에 화상 표시 신호를 공급해야 할 각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을 선택하고, 1

수평 주사 기간의 후반에 흑 표시 신호를 공급해야 할 각 화소에 대응하는 주사선을 선 택한다.

예를 들면, 화상 표시 기간의 비율이 50%이고 수직 방향의 모든 라인수를 V로 한 경우, 1수평 주사 기간의 전반에 1

라인째의 주사선을 선택하여 대응하는 화소에 화상 표시 신호를 공급할 때는 1수평 주사 기간의 후반에는 V/2+1라

인째의 주사선을 선택하여 대응하는 화소에 흑 표시 신호를 공급한다. 마찬가지로, 1수평 주사 기간의 전반에 2라인

째의 주사선을 선택했을 때는 1수평 주사 기간의 후반에 V/2+2라인째의 주사선을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하여, 1수평

주사 기간의 전반과 후반에서 각각 순차 그 다음의 주사선을 선택해 간다. 이와 같이 하여, 1수평 주사 기간의 전반에 

V라인째의 주사선이 선택되어 대응하는 화소에 화상 표시 신호가 공급되었을 때는 1수평 주사 기간의 후반에는 V/2

라인째의 주사선이 선택되어 대응하는 화소에 흑 표시 신호가 공급된다.

도 9a 내지 도 9e는 화상 표시 기간의 비율이 50%인 경우에 있어서의 액정 패널(21) 상의 표시 상태를 나타내는 도

면이다.

도 9a는 V/2+1라인째까지 n필드째의 화상 표시 신호의 기입이 완료되고, 1라인째에 흑 표시 신호를 기입하였을 때

의 표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 9b는 V/2+2라인째에 n필드째의 화상 표시 신호를 기입하고, 2라인째에 흑 표시 

신호를 기입하였을 때의 표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 9c는 V라인째에 n필드째의 화상 표시 신호를 기입하고, V/2

라인째에 흑 표시 신호를 기입하였을 때의 표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 9d는 1라인째에 n+1필드째의 화상 표시 

신호를 기입하고, V/2+1라인째에 흑 표시 신호를 기입하였을 때의 표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 9e는 V/2라인째에

n+1필드째의 화상 표시 신호를 기입하고, V라인째에 흑 표시 신호를 기입하였을 때의 표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22)에서 검출된 최대 휘도 레벨에 따라서 흑 표시 신호의 기입 

개시 타이밍을 변경함으로써, 1프레임 내의 화상 표시 기간의 비율은 임의로 변화된다.

도 10은 화상 표시 신호의 기입 타이밍과 흑 표시 신호의 기입 타이밍에 대해 나타낸 도면이다. 최대 휘도 레벨에 따

라서 흑 표시 신호의 기입 타이밍을 변경함으로써, 1프레임 기간에 있어서의 화상 표시 기간 및 흑 표시 기간의 비율

이 변화된다. 예를 들면, 입력 영상 신호의 최대 휘도 레벨이 높은 경우에는 화상 표시 기간을 길게 하고 흑 표시 기간

을 짧게 한다. 반대로 최대 휘도 레벨이 낮은 경우에는 화상 표시 기간을 짧게 하고 흑 표시 기간을 길게 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표시해야 할 화상의 밝기에 따라서 화상 표시 기간과 흑 표시 기간의 비율이 변화되

기 때문에,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백 휘도가 확보된 화질 열화가 작은 끊어짐이 있는 동화상을 관찰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액정 패널(31)의 기본적인 구성은 도 2에 도시한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액정 패널(11)의 구성과 거의 마찬가지인 본

실시예에서는 액정 패널(31)의 배면측에 설치된 조명부의 구성이 제1 실시예와는 다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조명부는 액정 패널(31)의 주사선 방향(수평 방향)에 각각 스트라이프형으로 연장된 복수의 영

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그리고, 각 영역마다 조명/비조명의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할 조명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조명부를 수평 스트라이프형의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각 영역에 광원을 설치하는 방법, 수평 스트라이프형

으로 분할 발광 가능한 EL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 진술하는 예에서는 액정 셔터에 의해서 분할 조

명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광원(32) 및 도광체(33)로 이루어지는 백 라이트부와 액정 패널(31) 사이에 액정 셔터(34)가 배치되어 있다. 본 예에

서는, 액정 셔터(34)는 수평 스트라이프형으로 4분할되어 있다. 액정 셔터(34)가 전압 무인가 시에 불투과, 전압 인가

시에 투과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 4분할된 ITO 전극 영역마다 전압 인가/무인가를 제어함으로써, 수평 스트라이프형

으로 액정 셔터(34)의 온/오프, 즉 백 라이트부의 온/오프를 제어할 수 있다.

액정 셔터(34)는 액정 셔터 구동 회로(36)에 의해서 구동된다. 액정 셔터 구동 회로(36)에는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

로(35)가 접속되어 있다.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35)는 액정 셔터(34)의 각 분할 영역에 대응하는 액정 패널(31)의

각 화상 표시 영역에 표시되는 화상의 각각의 최대 휘도 레벨을 검출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수평 스트라이프형으로 4

분할된 영역에 표시되는 화상의 각각의 최대 휘도 레벨을 검출하고 있다. 분할 방법은 수평 스트라이프형으로 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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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수직 스트라이프형, 매트릭스형, 그 밖의 분할 방법이라도 상관없다. 계조 변환 회로(37)의 기본적인 

기능은 제1 실시예의 계조 변환 회로와 마찬가지이다.

도 12는 액정 패널(31)의 각 영역에 영상 신호에 대응한 화상을 표시하는 타이밍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가로

축은 시간, 세로축은 액정 패널의 수직 표시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60㎐의 프레임 주파수를 갖는 영상 신호가 액정 패널(31)에 입력되는 것으로 한다. 액정 패널(31)의 액정의 응답 시

간이 1/240s인 경우,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 셔터(34)의 분할 영역마다 그 영역에 대응하는 액정의 응답이 

완료된 후에, 상기 분할 영역을 온 상태(투과 상태)로 하면, 각 분할 영역 각각의 화상 표시 기간은 50%가 된다.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35)에서 검출된 각 분할 영역의 최대 휘도 레벨에 따라서, 액정 셔터(34)의 각 분할 영역을 온시

키는 타이밍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분할 영역마다 화상 표시 기간의 비율을 50% 이하

의 범위에서 임의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입력 영상 신호의 프레임 주파수를 변화시키지 않고서 액정 패널(31)에 입력하고 있다. 제1 실시

예와 마찬가지의 수법에 의해, 액정 패널(31)에 입력되는 영상 신호의 프레임 주파수를 높게 함으로써, 액정 셔터(34)

의 온 기간을 길게 하는, 즉 화상 표시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표시해야 할 화상의 밝기에 따라서 화상 표시 기간과 흑 표시 기간의 비율이 변화되기 때문에,

제1 실시예 등과 마찬가지로, 백 휘도가 확보된 화질 열화가 작은 끊어짐이 있는 동화상을 관찰자에게 제시할 수 있

다. 또한, 분할 영역마다 화상 표시 기간과 흑 표시 기간의 비율이 변화되기 때문에, 보다 섬세하고 치밀한 제어가 가

능해지고, 화질의 향상을 한층 더 꾀할 수 있다. 제4 실시예의 기본적인 구성은 제2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제2 실시

예에서는 1프레임 기간의 입력 영상 신호에 대하여 최대 휘도 레벨을 검출하고, 화상 표시 기간 및 흑 표시 기간을 1

프레임마다 변화시키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1라인 혹은 복수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영역마다 최대 휘도 레

벨을 검출하고, 각각의 영역마다 화상 표시 기간 및 흑 표시 기간을 변화시키고 있다. 즉,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하

여, 흑 표시 신호의 기입 개시 타이밍을 각 영역마다 최대 휘도 레벨에 따라서 변화시킨다. 또한, 제3 실시예와 마찬가

지의 방법에 의해 표시 화상의 계조를 각 영역마다 변환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각 분할 영역마다 화상의 밝기에 따라서 화상 표시 기간과 흑 표시 기간의 비율이 변화되기 때

문에, 제3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5 실시예는 조명부의 조명 기간과 비조명 기간의 비율을 제어

(변경)함과 함께, 조명광의 휘도를 더불어 제어(변경)하는 실시예이다.

예를 들면, 도 2에 나타낸 제1 실시예의 구성에 있어서, 광원(12)에 LED를 이용하고, 그 전류량을 제어함으로써 비교

적 용이하게 백 라이트부의 휘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 백 라이트 광원 점등 제어 회로(15)에는 백 라이

트 광원 휘도 제어 회로도 내장된다.

백 라이트부의 1프레임에 있어서의 평균 휘도는 백 라이트부의 휘도×발광 듀티(1프레임 기간에 있어서의 광원의 점

등 기간의 비율)로 나타낸다. 도 5는 백 라이트부의 휘도를 일정하게 한 경우의 입력 영상 신호의 최대 휘도 레벨과 

발광 듀티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광 듀티를 보다 작게 해도, 백 라이트부의 휘도를 올림으로써 도 5와 마찬

가지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즉, 최대 휘도 레벨이 255일 때의 백 라이트부의 발광 듀티를 1/2(25%)로 한 경우, 백 

라이트부의 휘도를 2배로 함으로써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백 휘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입력 영상의 최대 휘도 

레벨이 0인 경우에는 백 라이트부의 휘도를 0으로 함으로써, 흑 표시 시의 휘도를 억제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조명광의 휘도(백 라이트부의 휘도)도 제

어하기 때문에, 동화상 표시 시에 있어서 임펄스율을 작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화상의 끊어짐을 한층 더 향상시

키는 것이 가능해지고, 특히 최대 휘도 레벨이 높은 화상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있어서 화질 열화가 작은 화상

을 관찰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제6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제6 실시예는 액정 표시 장치이고, 이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을 도 14에 도시하

며, 이 액정 표시 장치에 따른 액정 모듈(액정 패널의 어레이 구성 및 주변 회로)의 구성을 도 15에 도시한다. 도 14에

도시한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은 거의 도 7에 도시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도 14에 있어서 도 7과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4는 도 7의 최대 휘도 레벨 검출 회로 대신에 움직임 판별 처리

부(27)를 구비하고 있다.

게이트 어레이(23)는 외부로부터 보내어져 오는 화상 신호 및 동기 신호 및 움직임 판별 처리부(27)로부터 보내어져 

오는 표시 방식 지시 신호에 기초하여, 제1 내지 제m의 신호, 주사선 신호 및 출력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게이트 어

레이(23)는 상기 제1 내지 제m의 신호를 신호선 구동 회로(25)로 송출하고, 상기 주사선 신호 및 출력 제어 신호를 

주사선 구동 회로(24)로 송출한다. 움직임 판별 처리부(27)는 상기 화상 신호 및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프레임 화상

을 소정의 간격으로 저장한다. 그리고, 움직임 판별 처리부(27)는, 연속하여 저장된 2개의 프레임 화상 간의 상관을 

조사하고, 상기 2개의 프레임 화상이 동화상인지, 정지 화상인지의 판별을 행한다. 이 판별 결과는 표시 방식 지시 신

호에 포함된 화상 정보로서 게이트 어레이(23)로 송출된다.

액정 모듈은 액정 패널(21)과, 주사선 구동 회로(24)와, 신호선 구동 회로(25)를 구비하고 있다. 또,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신호선 구동 회로(25)와, 주사선 구동 회로(24)는 그 출력 핀수(예를 들면 240핀 출력)와 액정 패널의 정밀

도(예를 들면 VGA에서는 640×3×480)에 의해서 구동 회로가 몇개 배치(예를 들면 가로 8개, 세로 2개)되는지가 결

정된다. 도 15에 있어서는, 액정 모듈은 복수의 주사선 구동 회로(24 1 , 24 2 )와, 복수의 신호선 구동 회로(25 1 , 2

5 2 )를 구비하고 있다. 액정 패널(21)은 어레이 기판(도시하지 않음)과, 대향 기판(도시하지 않음)과, 이들의 기판 사

이에 협지된 액정층을 구비하고 있다. 어레이 기판은 제1 투명 기판(도시하지 않음) 상에 형성된 복수의 주사선(21 1

)과, 이들 복수의 주사선과 교차하도록 제1 투명 기판 상에 형성된 복수의 신호선(21 2 )과, 이들의 주사선과 신호선

과의 교차점마다 형성된 화소 전극(화소라고도 함)(21 3 )과, 화소 전극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대응하는 주사선의 전

압에 의해 개폐되고, 대응하는 신호선으로부터의 화 상 신호를 대응하는 화소 전극으로 송출하는 스위칭 소자(TF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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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 Film Transistor))(21 4 )를 구비하고 있다. TFT(21 4 )는, 게이트가 대응하는 주사선(21 1 )에 접속되고, 소스

가 대응하는 신호선(21 2 )에 접속되며, 드레인이 대응하는 화소 전극(21 3 )에 접속되어 있다. 대향 기판은 화소 전

극에 대향하도록 대향 전극이 제2 투명 기판 상에 설치되어 있다. 주사선(21 1 )은 주사선 구동 회로(24 1 , 24 2 )에

의해서 구동되고, 신호선(21 2 )은 신호선 구동 회로(25 1 , 25 2 )에 의해서 구동된다.

액정 패널(21) 내의 액정 재료는 어떠한 것이어도 좋다. 1프레임 기간 중에 표시를 복수회 전환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는 고속 응답성의 액정 재료가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강유전성 액정 재료, 전계를 인가함으로써 야기되는 자발 분극

을 갖는 액정 재료(예를 들면 반강유전성 액정(AFLC)), Iso. -Ch-SmC*층 전이 계열을 갖는 강유전성 액정 재료를 

단안정화된 액정 재료, OCB(Optically Compensated Bend) 모드 등이 이용된다. 또한 액정 패널(21)로의 2장의 편

광판의 접착 방법에 의해서, 전압 무인가 시에 광을 투과하지 않는 모드(노멀 블랙)나 광을 투과하는 모드(노멀 화이

트)로 설정할 수 있다. 도 16a 내지 도 16c에 AFLC를 사용한 경우의 배향 상태를 나타낸다. 도 17에는 2장의 편광판

을 크로스니콜로 배치한 경우의 전압-투과율 곡선을 나타낸다. 도 1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압 무인가 시는 액정 분

자는 상호 다르게 배열되어 자발 분극을 상쇄하고 있고, 광이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흑 표시가 된다. 도 16a, 도 16c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압을 +극성측 혹은 - 극성측에 인가하면, 액정은 한 방향으로 배열되고, 광축이 회전하여 투

과 모드가 된다. TN 모드가 다른 점은 전압의 극성에 의해서 액정의 배열이 다를 뿐이고, 본 실시예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전극 간에 인가되는 전압의 강도에 의해서 전압 무인가 상태, +전압 인가 상태, -전압 

인가 상태라는 3개의 배향뿐만 아니라, 이들의 중간의 배향을 임의로 취할 수 있다. 또한, 화소마다 제1 배향 상태와 

제2 배향 상태를 갖도록 하여도 좋다. 이 경우에는, 제1 배향 상태를 갖는 액정층에 따른 화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전압 인가 시에만 광이 투과되고, 제2 배향 상태를 갖는 액정층에 따른 화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전압 인가 시

에만 광이 투과되도록 할 수 있다.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외부로부터 입력된 화상 신호와 동기 신호는 액정 표시 장치의 게이트 어레이(23) 및 움직

임 판별 처리부(27)에 입력된다. 움직임 판별 처리부(27)에서는 입력된 화상이 동화상인지, 정지 화상인지의 판별을 

행한다. 움직임 판별 처리부(27)는 어떠한 것이어도 좋다. 예를 들면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3개의 프레임 메모리(

26b 1 , 26b 2 , 26b 3 )를 갖고, 제1 프레임 메모리(26b 1 )로부터 제3 프레임 메모리(26b 3 )로 입력 전환 스위치(

26a)를 통해 반복하여 화상이 입력되는 구성이라도 좋다. 예를 들면, 우선 제1 프레임 메모리(26b 1 )로 입력되고, 제

2 프레임 메모리(26b 2 )로 입력된다. 그 후, 제3 프레임 메모리(26b 3 )로 화상을 입력하는 것과 동시에 제1 프레임 

메모리(26b 1 ) 내의 화상과 제2 프레임 메모리(26b 2 ) 내의 화상과의 상관을 차분 검출 및 판별부(26c)에서 조사한

다. 상관을 조사하는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입력 전환 스위치(26a)로부터 현재 어떤 프레임 메모리에 화상

이 입력되어 있는지를 지시하는 프레임 메모리 선택 신호를 차분 검출 및 판별부(26c)로 송신한다. 여기서, 화상이 입

력되어 있지 않은 프레임 메모리에 기억된 프레임을 대상으로서 상관을 조사한다. 차분 검출은 화면 전체 혹은 블록 

단위로 행하여도 좋다. 또한, 차분 검출은 적(R), 녹(G), 청(B)의 화소 전체의 비트를 조사하지 않고 상위 비트만을 검

출해도 좋다. 차분 검출에 의해서 얻어진 차분 신호가 소정의 임계치보다도 큰 경우에는 동화상으로 판별하고, 작은 

경우에는 정지 화상으로 판별한다. 판별 결과는 표시 방식 지시 신호로서 게이트 어레이(23)로 보내어진다. 게이트 어

레이(23)는 표시 방식 지시 신호를 받아 제1 내지 제m까지의 신호[화상 신호와, 수평 동기 신호(이하 STH라고도 함)

와, 수평 방향 클럭(이하 Hclk라고도 함)을 포함함], 주사선 신호[수직 동기 신호(이하 STV라고도 함), 수직 방향 클

럭(이하 Vclk라고도 함)] 및 출력 제어 신호를 액정 모듈로 송신한다.

액정 모듈 내의 주변 회로에 대하여 설명한다. 통상, 액정 모듈은 액정 패널(21)과 그 주변 회로를 구비하고, 주변 회

로는 신호선 구동 회로(25) 및 주사선 구동 회로(24)를 포함한다. 주사선 구동 회로(24)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갖고 있

다. 도 19a 내지 도 19g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사선 신호가 주사선 구동 회로(24)에 입력되면, 주사선 구동 회로(24)

내의 시프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수직 동기 신호 STV가 래치된 후, 수직 방향 클럭 Vclk에 따라서 수직 동기 신호 ST

V와 펄스 폭이 동등한 신호(이하, 기입 신호로 부름)가 순차 시프트되어 시프트 레지스터 내로 전송되어 간다.

한편, 출력 제어 신호는 주사선 구동 회로(24)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이다. 출력 제어 신호가 ON일 때 기입 신

호가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에 입력된 경우에는 주사선의 기입이 행해진다(도 19g 참조). 출력 제어 신호가 OFF일 때 

기입 신호가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에 입력된 경우에는 주사선의 기입이 행해지지 않는다(도 19f 참조). 또, 도 19f의 

파선의 전압 파형은 출력 제어 신호가 ON일 때 주사선에 나타나는 전압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제어 방법을 기본 구성으로 하여, 하나의 주사선 구동 회로를 몇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출력 제어를 행하는 경

우라도 상기와 마찬가지의 동작을 행할 수 있다. 또, 주사선 구동 회로마다 다른 출력 제어 신호를 입력함으로써, 예를

들면 도 15에 도시한 주사선 구동 회로(24 1 )는 출력을 OFF로 하고, 주사선 구동 회로(24 2 )는 출력을 ON으로 할 

수도 있다. 이하의 실시예에 있어서도 이 제어 방법을 이용하여 각 주사선의 기입을 제어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노멀 블랙으로 하였을 때의 동화상에 있어서 50% 듀티의 표시를 행하

는 경우의 구동 방법과, 정지 화상에 있어서 100% 듀티의 표시를 행하는 경우의 구동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항상 

점등식의 백 라이트를 사용한 경우, 흑 표시로 하기 위해서 화소 간은 무전압 상태로 해 야만 한다. 그래서 도 20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면 절반의 주사선까지 기입이 종료된 시점에서 1번째의 주사선을 선택하고, 흑 신호(이하, 본 실

시예에 있어서, 「제2 신호」로 칭함. 또한, 화상 신호를 「제1 신호」로 칭함)를 1번째의 주사선에 접속되어 있는 화

소에 기입한다. Gt를 모든 주사선수로 한다. 도 20b에 도시한 바와 같이, Gt/2+1번째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1 신호

를 기입한다. 계속해서 2번째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2 신호를 기입한다. 계속해서 도 20c에 도시한 바와 같이 Gt번

째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1 신호를 기입한다. 계속해서 Gt/2-1번째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2 신호를 기입한다. 다

음에 도 20d에 도시한 바와 같이 1번째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1 신호를 기입한다. 계속해서 Gt/2번째의 주사선 상

의 화소에 제2 신호를 기입한다. 그리고 도 20e에 도시한 바와 같이 Gt번째까지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1 신호를 기

입한다. 그리고, Gt번째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2 신호를 기입한다. 또, 도 20f는 100% 듀티의 정지 화상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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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이 경우에는 흑 표시를 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2 신호를 기입하는 타이밍을 변화시킴으로써 듀티비를 변화시킬 수 있다. 50% 듀티인 경우의 신호선으

로의 신호는 제1 신호(화상 신호)와 제2 신호(흑 신호)를 교대로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신호선에 공급되고 있다(

도 21a 참조). 또한 영상 신호는 제1 신호와 제2 신호의 2종류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래의 표시 신호의 2배

의 주파수로 신호선에 공급된다. 그러나, 주사선의 주파수는 높아지지 않는다. 주사선은 1번째로부터 Gt번째의 주사

선까지 순차 선택되고, Gt번째의 주사선 후에 1번째의 주사선이 선택된다. 그리고, 1프레임 기간에 동일한 주사선이 

2회 선택된다(도 21b, 도 21c, 도 21d 참조). 각 주사선에 접속된 화소는 1프레임 기간의 최초의 절반의 기간에 화상

이 표시되고, 후의 절반의 기간에 흑 표시된다(도 21e, 도 21f 참조).

다음에, 듀티비의 가변율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듀티비의 가변율은 액정 패널(21)의 주사선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를 들면 주사선수가 480개인 VGA를 이용한 경우에는 1/480% 듀티로부터 100% 듀티까지 1/480% 간격으로 조정(

조정 정밀도는 480)할 수 있다. 주사선수가 1035개인 하이비전 방식을 이용한 경우에는 1/1035% 듀티로부터 100%

듀티까지 1/1035% 간격으로 조정(조정 정밀도는 1035)할 수 있다. 주사선수와 조정 정밀도 및 최소 듀티와의 관계

를 도 22에 나타낸다. 조정 정밀도는 주사선수에 비례하지만, 최소 듀티는 주사선수에 반비례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르면 표시 화상에 맞춰 듀티비를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고화질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 흑 화상 표시 기간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흐려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실시예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이고, 구동되는 액정 표시 

장치는 제6 실시예와 같이 기입 기간이 반으로 됨으로써 응답 부족이 생기는 액정 재료를 이용한 이외에는 제6 실시

예의 액정 표시 장치와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제7 실시예에서는 화상 신호인 제1 신호 및 흑 표시 신호인 제2 신호 외에 리셋 신호인 제3 신호를 이용한다. 제3 신

호는 도 23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신호인 화상 신호를 화소로 기입하는 전 단계에서 고전위측의 리셋 신호(AFLC

에서는 백 표시가 됨)로서 기입되고, 이에 따라 응답성을 높게 할 수 있다. 리셋 신호에 의한 표시로의 영향은 리셋 후,

단기간에 화상 신호를 기입하기 때문에 백 표시가 시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또한,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기입 기

간(주사선의 전압 파형의 폭)이 종래의 경우의 1/3이 되어 종래보다 짧아진다. 그러나, 리셋에 의한 효과가 기입을 개

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실시예의 구동 방법은 사용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1 신호로부터 제3 신호

가 3개씩의 반복 주기로 신호선에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신호선 구동 회로(25)의 구동 주파수는 종래의 3배로 되어 

있지만, 주사선 구동 회로(24)의 주파수는 높아지지 않는다. 또,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각 주사선에 접속된 화소의 1

프레임 기간은 화상 표시 기간, 흑 표시 기간 및 리셋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도 23e, 도 23f 참조).

제7 실시예에 따르면, 표시 화상에 맞춰 듀티비를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과 함께, 흐려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화질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 이 제7 실시예의 구동 방법은 기입 기간이 짧아짐으로써 응답 부

족이 생기는 액정 재료를 이용한 액정 표시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6 실시예 및 제7 실시예와 같이 화상 신호가 많이 입력되면, 그만큼 신호선 구동 회로의 소비 전력이 높아지게 된다

. 그래서 저소비 전력화한 구동 방법을 제8 실시예에서 설명한다. 제8 실시예는 점멸식의 백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이외에는 제6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이다.

본 실시예의 구동 방법은 표시 방식과 원화상의 작성 방식이 다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사 현상에 있어서도 효과

가 있다. 이 경사 현상은 특히 동체의 속 도가 빠른 경우에 나타난다. 도 24a, 도 2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표시 화면 

내에서 흰 네모난 상자(100)가 화면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고속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한다. 표시 방식이 면순차

방식(화면을 일괄하여 표시함)이고, 원화상이 선순차 방식(CCD 카메라 등으로 촬영된 화상)인 경우에는 도 24c에 도

시한 바와 같이 화면 상하에서 작성 시간이 다르다. 따라서, 화면 좌측 위로부터 우측 아래에 걸쳐 기울어져 있다. 한

편, 표시 방식이 선순차 방식(CRT나 LCD)이고, 원화상이 면순차 방식(영화 등의 필름 촬영이나 CG(Computer Grap

hics) 기술에 의해 화상을 1화면씩 작성)인 경우에는 화면 상하에서 작성 시간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표시 시에 화면

상하에서 시간적 차가 생긴다. 따라서, 도 24d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면 우측 상으로부터 좌측 아래에 걸쳐 기울어져 

있다. 이들의 현상이 현저해지는 것은 화면 사이즈가 가로 방향으로 길고 또한 동체 속도가 빠른 경우이다. 예를 들면,

하이비전 방식에 있어서 화면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1초에 이동하는 동체에 있어서는 약 1.7°의 경사가 생긴다. 상

기 문제는 표시 방식과 원화상의 작성 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화상을 면순차 방식으로 작성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본 실시예의 구동 방법을 도 25a 내지 도 25i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의 구동 방법은, 도 25a 내지 도 25i에 도시한 바와 같이, 1프레임 기간의 최초의 1/4 기간(제1 서브 필드)

에 화면 상측 절반 혹은 화면 하측 절반 중 한쪽의 주사선(도 25b 내지 도 25d의 1∼Gt/2번째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1 신호(화상 신호)의 기입을 행한다. 다음의 1/4 기간(제2 서브 필드)에 다른쪽의 화면 절반의 주사선(도 25e 및 도

25i에 있어서는 Gt/2+1∼Gt번째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2 신호(흑 표시 신호)의 기입을 행한다. 또한 다음의 1/4 

기간(제3 서브 필드)에 상기 다른쪽의 화면 절반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1 신호의 기입을 행한다. 나머지 1/4 기간(

제4 서브 필드)에 상기 한쪽의 화면 절반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2 신호의 기입을 행한다. 그리고, 제1 신호의 기입 

기간은 백 라이트를 OFF로 하여 표시를 행하지 않고, 화면 상측 절반 혹은 화면 하측 절반의 주사선 상의 화소로의 

기입이 종료된 후에 백 라이트를 ON으로 한다(도 25i 참조). 도 25i에 있어서는 1프레임 기간 중에 제2 및 제4 서브 

필드에서 백 라이트를 ON으로 한다.

또한, 화소의 리셋 신호(즉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흑 표시로 하는 신호)의 타이밍은 백 라이트를 ON으로 하는 타이밍

으로 하면 좋다. 백 라이트를 ON으로 하는 타이밍은 액정의 응답이 거의 종료된 단계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리

셋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흑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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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a 내지 도 26d는 본 실시예의 구동 방법에 의해서 표시되는 표시 화상의 일례를 나타낸다. 도 26a 내지 도 26d

는 도 25a 내지 도 25i에 도시한 제1 내지 제4 서브 필드에 대응하는 화면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도 26a 내지 도 26d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위상의 화면이 일괄하여 표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기울어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

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25% 듀티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빠른 움직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도 27a 내지 도 27i는 본 실시예의 구동 방법에 의해서 느린 움직임을 표시 하는 경우의 파형도이다. 이 경우, 1프레

임 기간이 제1 내지 제4 서브 필드로 분할되어 있다. 제1 서브 필드에서 1∼Gt/2번째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1 신호

가 기입된다. 제2 서브 필드의 종료 직전에 Gt/2+1∼Gt번째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2 신호가 기입된다. 제3 서브 

필드에서 Gt/2+1∼Gt번째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1 신호가 기입된다. 제4 서브 필드의 종료 직전에 1∼Gt/2번째의

주사선 상의 화소에 제2 신호가 기입된다. 이와 같이 구동하였다고 해도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화상이 기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1프레임 기간 중 어떤 기간에 있어서 위상이 1프레임분 어긋난 화면이 동시에 표시되어 있었

다고 해도 시인되기 어렵다.

도 28a 내지 도 28d는 상기 구동 방법에 의해서 표시되는 표시 화상의 일례를 나타낸다. 도 28a 내지 도 28d는 도 27

a 내지 도 27i에 도시한 제1 내지 제4 서브 필드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제2 필드에서는 화면 하측 절반의 화상이 화

면 상측 절반의 화상에 대하여 1프레임 전의 화상이다. 이 때문에, 화면 하측 절반의 화상이 화면 상측 절반의 화상에 

대하여 약간 어긋나서 표시되어 있다(도 28b 참조). 그러나,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이동량이 작게 기우는 현상이 시

각적으로 인식되기 어렵다. 이 실시예의 구동 방법을 이용하면 50% 듀티로서 휘도를 높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호선 구동 회로(25)에서의 화상의 기입 횟수가 적어지는 것과, 백 라이트를 점멸시킴으로써 소비 전력을

저감할 수 있다. 또, 이 실시예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도, 표시 화상에 맞춰 듀티비를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과 함

께, 흐려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화질 표시가 가능해진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실시예는 제8 실시예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의 리셋 신호를 중간

조 레벨의 신호로 함으로써, 흑 표시 대신에 중간조 회색 표시를 이용한다. 중간조 회색 표시를 이용함으로써, 콘트라

스트의 저하로 연결된다. 그러나, 주변 휘도와 표시 휘도의 차가 커지면 콘트라스트 변별력이 저하되는 것을 알고 있

다. 특히 주변 휘도가 높아지면 그 영향은 크다. 예를 들면 표시 휘도에 대하여 주변 휘도가 10배가 되면 사람의 시감

도 능력(콘트라스트 변별치)은 약 80%로 내려간다. 단, 콘트라스트 변별치는 표시 휘도의 절대치에도 의존하기 때문

에, 일의로는 결정되지 않는다. 본 실시예의 구동 방법이 이용되는 액정 표시 장치는 사용자가 콘트라스트에 대하여 

밝기를 우선하는 경우에 보기 쉽도록 조정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도 2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

예의 구동 방법이 이용되는 표시 장치는 삽입해야 할 회색 레벨 화상을 작성하기 위한 삽입 회색 레벨 화상 신호 발생

부(28)를 도 14에 도시한 액정 표시 장치에 새롭게 구비하고 있다. 삽입 회색 레벨 화상 신호 발생부(28)는 중간조의 

래스터 화상을 작성하고, 래스터 화상을 게이트 어레이(23)로 송출한다. 래스터 화상은 제3 신호로서 액정 모듈로 송

신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어떤 중간조를 선택할지는 사용자가 결정해도 좋다. 패널 주변부에 광 검출부(예를 들면 포토디텍

터와 전류 전압 변환기를 이용하여 신호로서 추출할 수 있음)를 설치하고, 주변 휘도에 따라서 톤을 조정해도 좋다.

이 실시예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도, 표시 화상에 맞춰 듀티비를 용이하게 변 화시킬 수 있다. 또한, 흐려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화질 표시가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실시예는 중간조의 표시 방식을 이용한다. 색을 표현하기 위한 각 색 R

GB(R=적, G=녹, B=청)의 계조수가 각각 64계조(6비트)로 표시할 수 있는 신호선 구동 회로를 이용한 경우에, 그 이

상의 중간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1프레임 기간 중에 복수회 표시를 행하는 FRC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실시

예에서는 정지 화상에 있어서 FRC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또, 동화상에 있어서 화면을 재기입하는 리프레시 레이트를

높게 하고 있다. 정지 화상에 있어서는 중간조가 많은 쪽이 화질을 좋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동화상에 있어서는 계조

수보다도 화면을 재기입하는 리프레시 레이트를 높게 하는 쪽이 화질 개선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도 3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정지 화상에서는 제1 신호와 제2 신호 모두 64계조 레벨의 신호를 

입력하여 128계조 표시를 행한다. 동화상에서는 제1 신호와 제2 신호 모두 64계조 레벨의 신호를 입력한다. 단, 동화

상에서는 시간적 위상이 어긋난 화상을 송신함으로써, 64계조 레벨의 하이 리프레시(120㎐) 표시를 행한다. 1프레임

을 제1과 제2 서브 필드의 2장의 서브 필드 화상으로 구성한다. 제1 서브 필드에는 제1 신호로서 원화상을 표시한다. 

제2 서브 필드에는 제2 신호로서 보간 화상을 표시한다. 신호선 구동 회로가 4배속까지 고속 기입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도 좋다. 정지 화상으로서 256계조 표시를 행한다. 동화상으로서는 1프레임을 4개의 서브 필드로 분할

한다. 그리고, 제1 서브 필드에는 제1 신호로서 원화상을 표시한다. 그리고, 제2, 제3, 제4 서브 필드에는 위상이 다른

보간 화상을 각각 표시하는 240㎐ 리프레시 레이트 표시로 한다. 또한, 도 3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서브 필드에는

제1 신호로서 원화상을 표시하고, 제3 서브 필드에는 제2 신호로서 보간 화상을 표시하고, 제2 및 제4 서브 필드에는

제3 신호로서 흑 화상을 표시한다. 이에 따라, 120㎐ 리프레시 레이트이면서, 보다 고화질인 동화상 표시를 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입력 신호원이 60㎐ 리프레시 레이트의 신호에 있어서의 보간 화상의 작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보간 화상의 

작성 방식에는 MPEG4에 있어서의 이동 벡터로부터 변화 영역과 변화 후의 화상 정보를 추출하고, 변화 영역에 대해

서는 프레임 메모리 내(도 18에 도시한 프레임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음)의 화상 정보로 치환하는 방식(특원평11-89

327호 공보 참조)이나 내삽 방식(특개평7-107465호 공보 참조)이 있다.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도 32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차분 검출 및 판별 기능과 보간 화상 생성 기능을 갖는 차분 검출+판별+보간 화상 생성부(26d)

에 의해서 표시 방식의 결정과 보간 화상의 생성이 행해진다. 결정된 표시 방식을 나타내는 표시 방식 지시 신호와 생

성된 보간 화상은 게이트 어레이(23)로 보내어지고, 그 후, 액정 모듈로 송신된다.

이 제10 실시예에 있어서도 고화질 표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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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6으로부터 제10 실시예에 있어서는, 신호선 구동 회로가 각 신호선에 제1 내지 제m(m은 2 이상의 정수)의 신

호를 공급한다. 각 화소에 있어서의 제1 내지 제m의 신호의 표시 기간에 대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화소에 제1 신호 기입으로부터 재차 제1 신호를 기입할 때까지를 1프레임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신호선에 제2 내지

제m의 신호를 각각 n회(n은 2 이상의 정수) 각 신호선에 인가하는 경우를 생각한다. 예를 들면 m=3, n=4로 한다. 신

호의 종류로서 제1, 제2, 제3 신호가 있다. 제1 신호(화상 신호)는 화소마다 기입되는 신호이다. 이 때문에, 제1 신호

는 열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수 Pxv회 입력된다. 또한, 제2 신호 및 제3 신호는 4회씩 임의의 간격으로 입력된다. 신호

선으로 공급되는 신호의 총수 Sn은 다음 수학식으로 나타낸다.

수학식 4

이 경우 제2 신호의 입력 횟수와 제3 신호의 입력 횟수를 각각 n2, n3으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 경우는 Sn은 수학

식 5로 나타낸다.

수학식 5

제2 및 제3 신호의 입력 타이밍은 화상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다. 제1 신호를 입력 후의 신호수를 k 2 , k 3 (첨자

는 각각 제2 신호, 제3 신호를 의미함)으로 하면, 각 화소에 있어서의 제1 신호의 표시 기간 T1, 제2 신호의 표시 기간

T2 및 제3 신호의 표시 기간 T3은 이하의 수학식 6으로부터 수학식 9로 나타낸다. 여기서 Ttotal은 1프레임 기간을 

나타낸다.

수학식 6

수학식 7

수학식 8

수학식 9

상기한 예에 있어서는 제2 신호에 계속해서 제3 신호를 기입하는 표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화상에 의해서 표시 방법을 다르게 한 방법은, 예를 들면 동화상으로 50% 듀티의 표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2 

신호로서 흑 표시 신호를 입력한다. 이 경우 이용하고 있는 액정 표시 장치가 노멀 블랙인 경우에는 액정 재료에 전압

이 걸리지 않은 전압을 리셋 신호로 할 수도 있다. 액정 표시 장치에 의해서 구동 방법이 다르지만, 항상 백 라이트를 

점등하고 있는 액정 표시 장치를 이용한 경우, 각 화소에 있어서 화상 기입과 흑 표시를 순차 행해야만 한다. 즉 제1 

신호를 화상 신호, 제2 신호를 흑 표시 신호로 하고, 각 화소의 제1 신호 사이에 제2 신호를 입력함으로써 실시한다. 

어떤 화소에 대해서 보면 제1 신호를 입력한 후, Ttotal/2 후의 제2 신호를 기입하게 된다. 또한 이 경우의 Sn, k 2 , 

T1은 각각 수학 식 10으로부터 수학식 12로 나타낸다.

수학식 10

수학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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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2

또한, 표시하는 화상이 전체적으로 어둡거나, 혹은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주변으로부터의 외광이 적은 경

우에는, 화면 전체의 휘도를 올리기 위해서 제2 신호로서 흑 표시가 아니라 중간조의 회색 표시를 행하여도 좋다.

또한, 정지 화상과 동화상으로 발색수와 리프레시 레이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지 화상에 있어서는 제1 신호 및 제

2 신호 모두 8비트의 화상 신호, T1=Ttotal/2로 하고, 1프레임에 걸쳐서는 9비트의 FRC 표시 방법으로 되어 있고, 

동화상에 있어서는 제1 신호를 8비트의 화상 신호, 제2 신호를 흑 표시, T1=Ttotal/2로 하고, 50% 듀티의 표시 방법

으로 할 수도 있고, 또한 제1 신호와 제2 신호를 시간적으로 위상이 어긋난 화상 신호로 함으로써, 하이 리프레시 레

이트 표시 방법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본 발명에 의한 액정 표시 장치의 제11 실시예를 도 33 내지 도 35g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을 도 33에 나타낸다. 도 33에 있어서, 도 15와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상세한 설명

은 생략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액정층의 배향 상태를 화소마다 설정하고 있다. 도 3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행 방향(주

사선 방향)에 동일한 배향 상태, 열 방향으로 주사선 단위로 제1과 제2 배향 상태를 교대로 배치하고 있다. 이 실시예

의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은 라인 반전 구동 방법이다. 이 라인 반전 구동 방법을 도 3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4는 상기 라인 반전 구동 방법에 의해서 구동된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의 신호선(21 2 ), 주사선(21 1 ), 화소 

전극(21 3 )의 전압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신호선(21 2 )의 전압은 라인 반전을 행하고 있고, 각 주사선(21 1 )에 대

하여 2회 ON 상태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모든 주사선수가 T(짝수)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주사선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더미의 주사선을 1개 설치하거나, 혹은 주사선 선택기를 하나 여분으로 설치함으로써 동일하게 구동할 수 

있다.

상기한 구동 방법에 의한 기입에 대하여 도 34 내지 도 35g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1번째의 주사선을 선택할 때, 1번

째의 주사선에 접속되어 있는 화소는 제1 배향 상태이고, 신호선으로부터 +극성으로 화상 신호가 인가됨으로써 기입

기간이 된다(도 35a 참조). 2번째의 주사선을 선택할 때, 2번째의 주사선에 접속되어 있는 화소는 제2 배향 상태이고,

신호선으로부터 -극성으로 화상 신호가 인가됨으로써 기입 기간이 된다(도 35b 참조). 마찬가지로 하여, T/2번째의 

주사선을 선택할 때는 T/2번째의 주사선에 접속되어 있는 화소는 제2 배향 상태이고, 신호선으로부 터 -극성으로 화

상 신호가 인가됨으로써 기입 기간이 되지만, 동시에 1번째의 주사선도 ON 상태로서 1번째의 주사선에 접속되어 있

는 화소(제1 배향 상태이며 -극성으로 소거)를 화면 소거한다(도 35e 참조). 여기서는 T/2가 짝수이다라고 가정하고 

있다. 동일하게, T/2+1번째의 주사선을 선택할 때는 T/2+1번째의 주사선에 접속되어 있는 화소는 제1 배향 상태이

고, 신호선에서 +극성으로 화상 신호가 인가됨으로써 기입 기간이 되지만, 동시에 2번째의 주사선도 ON 상태로서 2

번째의 주사선에 접속되어 있는 화소(제2 배향 상태이며 +극성으로 소거)를 화면 소거한다(도 35f 참조). 이것을 반

복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번째의 주사선을 ON할 때는 T/2번째의 주사선도 ON되고, 2번째의 주사선을 ON할 때는 

T/2+1번째의 주사선도 ON되어 있다. 따라서, 표시 영역 내 절반이 실제로 표시되게 된다(도 35g 참조). 본 방식의 

구동 방법에서는 1프레임을 2필드로 나누고 있는 종래 기술과는 달리, 다른 화소로의 역극성의 신호를 이용하여 소거

를 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래의 구동 방법의 기입 기간의 2배의 기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콘트라스

트의 저하를 가급적 방지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12 실시예를 도 36a 내지 도 36d 내지 도 4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제12 실시예는 화상에 따

라서 표시와 비표시 기간을 전환하는 표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 35a 내지 도 35g에서는 표시 기간과 

비표시 기간이 같은(엄밀하게는 1/2수평 기간 다르지만 무시할 수 있는 값) 50% 듀티로 되어 있다.

홀드 특성에 의한 동화상의 흐려짐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25% 듀티로 하는 경우에는, 도 36a 내지 도 36d에 도시

한 바와 같이 T/4번째의 주사선을 선택할 때, 동시에 1번째의 주사선도 ON 상태로서 1번째의 주사선에 접속되어 있

는 화소를 화면 소거한다(도 36c, 도 36d 참조).

기본적으로는 정지 화상에 있어서 듀티비를 크게 하고, 동화상에 있어서는 동체의 이동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듀티

비를 작게 한다. 예를 들면 정지 화상에서는 75% 듀티로 하고, 자연 화상 등 움직임이 느린 물체가 많은 화상에 있어

서는 50% 듀티, 게임 등의 움직임이 빠른 물체가 많은 화상에 있어서는 25% 듀티로 설정한다.

여기서, 듀티비가 50% 듀티가 되지 않은 경우에, +기입 시간과 -기입 시간의 부조화가 생기고, 직류 성분이 화소에 

걸리게 됨으로써 인화가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이지만, 예를 들면 25% 듀티에 있어서, 제1 배향

상태에 있는 화소로의 전압 파형을 도 37에 도시한 바와 같이 1프레임을 4개의 필드로 나누어, 제1 필드는 +극성 기

입에 의한 표시 기간, 제3, 제4 필드는 +극성 기입과 -극성 기입을 동시에 행하는 실효 전압 0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경우, 1수평 기간에 200∼300개의 화소를 동시에 구동하게 되기 때문에, 1개당의 신호선 용량과 신호선 구동 회

로(40)의 출력 버퍼망 용량을 200㎊, 단위 화소 용량을 1㎊로 하면, 신호선 구동 회로(40)의 2∼3배의 전류 공급 능

력을 신호선 구동 회로(40)가 갖게 된다. 한편, 75% 듀티에 있어서는 표시를 행하는 극성에서 직류 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표시 기간의 극성에서는 소거할 수 없다.

그래서, 과도한 전압이 걸리는 구성의 액정 표시 장치를 이용한다. 이 액정 표시 장치는, 도 38에 도시한 바와 같이 1

개 전의 주사선(21 1 ) 상에 보조 용량을 만드는 Cs 온 게이트 구조를 이용한다. 도 38에 도시한 절단선 39-39로 절

단했을 때의 액정 표시 장치의 단면도를 도 39에 나타낸다. 절단선 40-40으로 절단했을 때의 단면도를 도 40에 나타

낸다. 이 액정 표시 장치는 유리 기판(61) 상에 주사선(21 1 )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 주사선을 피복하도록 절연막

(62)이 형성되어 있다. 이 절연막(62) 상의 소정의 위치에 TFT(21 4 )의 활성층이 되는 반도체막(63)이 형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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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반도체막(63) 상의 소정의 영역에는 에칭 스토퍼(65)가 형성되어 있다. 이 에칭 스토퍼(65) 및 반도체막(63)의

일부가 저부에서 노출되는 개구부를 갖는 절연막(64)이 반도체막(63) 상에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노출된 반도체막(

63) 상에는 TFT(21 4 )의 소스 및 드레인이 되는 고농도의 불순물이 도핑된 반도체막(66)이 형성되어 있다. TFT(21

4 )의 소스 및 드레인이 되는 반도체막(66)에 접속되도록 신호선(21 2 ) 및 화소 전극(21 3 )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

고, 주사선(21 1 )과 화소 전극(21 3 ) 양방에 동시에 대향하여 전극을 배치하여 보조 용량(68)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사선(21 1 )의 전압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도 41은 상기 액정 표시 장치의 등가 회로를 나타내고 있다. 화

소 전극에 일단이 접속된 보조 용량(68)은 상기 화소 전극에 대응하는 주사선(21 1 )이 아니라 인접하는 주사선(21 1

)에 타단이 접속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구동 방법에 의해서 생기는 각부의 전압 파형을 도 42에 나타낸다. 도 4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

사선(21 1 )은 3치 출력 가능한 주사선 구동 회로에 의해서 구동된다. 이 주사선 구동 회로의 출력치의 하나는 스위칭

소자를 ON하기 위한 전압 Vg_ON이다. 다른 두개의 출력치는 스위칭 소자를 OFF하는 2종류의 전압 Vg_OFF1과 Vg

_OFF2이다.

여기서 2n+1번째의 주사선(21 1 )에 접속되어 있는 제1 배향 상태의 화소(화소 전극)를 보자. 화소에 화상 신호를 

기입하기 위해서 전압 Vg_ON을 주사선(21 1 )에 인가하고, +극성으로 전압을 화소에 기입한다. 75% 듀티에 대응하

여 거의 3/4 프레임 기간 표시를 행한 후, 스위칭 소자(21 4 )를 다시 ON하고, 다른 주사선에 접속되어 있는 제2 배향

상태의 화소에의 기입 신호(-극성)를 이용하여 화상을 소거한다. 계속해서 스위칭 소자를 OFF할 때는 전압 Vg_OFF

2를 인가한다. 다음에, 화소 전압을 보조 용량을 통해 전압 시프트시키기 위해서, 2n번째의 주사선의 전압을 전압 Vg

_OFF1보다 낮은 전압 Vg_OFF2로 시프트시킨다. 이 전압차(Vg_OFF1-Vg_OFF2)가 -극성에서의 기입 기간이 짧은

만큼을 보정하는 분량에 상당한다.

다음에, 제2 배향 상태에 있는 화소(2n+2번째의 주사선에 접속)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화소에 화상 신호를 기입

하기 위해서, 전압 Vg_ON을 주사선에 인가하고, -극성으로 전압을 화소에 기입한다. 75% 듀티에 대응하여 거의 3/4

프레임 기간 표시를 행한 후, 스위칭 소자를 다시 ON하고, 다른 주사선에 접속되어 있는 제1 배향 상태의 화소에의 

기입 신호(+극성)를 이용하여 화상을 소거한다. 계속해 서 스위칭 소자를 OFF할 때는 전압 Vg_OFF1을 인가한다. 

다음에 화소 전압을 보조 용량을 통해 전압 시프트시키기 위해서, 2n+1번째의 주사선의 전압을 전압 Vg_OFF2보다 

높은 전압 Vg_OFF1로 시프트시킨다. 이 전압차가 +극성에서의 기입 기간이 짧은 만큼을 보정하는 분량에 상당한다.

상기 이외에 직류 성분이 발생할 가능성으로서, 화상에 기인하는 것(화상 기인)과 재료에 기인하는 것(재료 기인)이 

생각된다. 화상 기인이란 소거를 위해 다른 극성의 화상 신호를 인가하는 본 실시예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소거하기 

위한 신호가 기입 신호와 크게 다른 경우의 전위차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 43 중에 (a)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복수회에 걸쳐 소거 신호를 가한다. 복수 종류의 화상 신호가 가해짐으로써 평균화된 신호로 변환할 수 있다. 도 4

3에서는 6개째마다 소거를 위한 신호를 선택하고 있지만, 화상에 따라서 또한 인화량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다. 한

편, 재료 기인의 문제로서는 액정 중의 이온성 물질의 분극이 극성에 의해서 다른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도 43 중

에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사선 구동 회로를 4치로 하고, 스위칭 소자를 OFF하기 위한 신호 레벨을 3개로 증가시

킨다. 도 43 중에 (b)에서는 제1 배향 상태에 있어서의 -극성에 의한 소거가 제2 배향 상태에 있어서의 +극성에 의한

소거보다 인가 전압이 커지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제1 배향 상태에의 보정 전압(Vg_OFF3-Vg_OFF1)쪽이 제2 배

향 상태로의 보정 전압(Vg_OFF2-Vg_OFFl)보다 커져 있다.

│Vg_OFF3-Vg_OFF1│≥│Vg_OFF2-Vg_OFF1│

이와 같이 주사선으로의 전압이나 소거 신호의 입력 횟수 등은 액정 소자(액 정층)이 인화되지 않거나 혹은 플리커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화상에 따라서 표시 수단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도 14와 거의 동일한 구성이고, 주사선 구동 회로(24)에 V

g_OFF1 및 Vg_OFF2가 입력되는 것 이외에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 및 도시를 생략한다. 다음에, 본 발명에 의

한 액정 표시 장치의 제13 실시예를 도 44 및 도 4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제13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

을 도44에 나타낸다. 이 제13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는 액정층의 제1과 제2 배향 상태의 배열이 도 33에 도시한 제

11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와 다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 33에 도시한 제11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제1 배향 상태 혹은 제2 배향 상태의 배치가 행 방향의 화소에

서는 동일하고, 열 방향의 화소에서는 다른 배치, 즉 주사선 단위 배열로 되어 있다. 제13 실시예에 있어서는, 도 4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배향 상태 혹은 제2 배향 상태의 배치가 열 방향의 화소에서는 동일하고, 행 방향의 화소에서

는 다른 배치, 즉 신호선 단위 배열로 되어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주사선 단위 배열 및 도트 단위 배열의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는 1프레임 기간에 극성이 다

른 신호가 신호선에 입력되기 때문에, 기입 기간과 소거 기간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시예와 같이 신호선 단위

배열의 경우에는 신호선을 프레임마다 반전한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주사선마다 극성을 반전하는 입력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도 33에 도시한 바와 같은 어레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호선 단위 배열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실시예 에 있어서는, 도 4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사선(211)마다, 화소 전극(213) 및 TFT(214)와 신호선(212)과

의 접속을 변화시키는 어레이 구성을 이용하고 있다. 즉, 도 4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홀수번째, 예를 들면 제1번째의 

주사선(211 1 )에 게이트가 접속된 TFT(214 11 , … 214 14 )의 소스는 신호선(212 1 , … 213 4 )에 각각 접속된

다. 짝수번째, 예를 들면 제2번째의 주사선(211 2 )에 게이트가 접속된 TFT(214 21 , … 214 24 )의 소스는 하나 옆

으로 시프트된 형으로 신호선(212 2 , … 212 5 )에 각각 접속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하는 경우에는, 도 4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신호선마다, 주사선마

다 극성이 반전되어 있는 신호를 입력함으로써, 신호선 단위 배열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화상을 주사선 2개 

걸러서 1화소분 가로 방향으로 시프트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게이트 어레이로부터 화상 신호 출력하는 단계에서 



등록특허  10-0442304

- 15 -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호선으로의 화상 신호는 열 방향 및 행 방향에서 극성을 반전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보다 크로스토크를 개선할 수 있으며 게다가 신호선 단위 배열을 위해 배향 영역을 크게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최대 휘도 레벨에 따라서 화상 표시 기간과 흑 표시 기간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내

믹 레인지가 넓고 화질 열화가 적은 동화상을 관찰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고속 응답 액정을 이용한 액정 패널의 표시 방식으로서, 신호선 구동 회로의 구동 주파수를 

높게 함으로써 화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표시 화상(정지 화상 및 동화상)에 따라서 화상 표시

와 흑 표시의 듀티비를 변화시키는 수단, 또는 정지 화상에서는 FRC를 이용한 다계조 표시 및 동화상에서는 보간 화

상을 사용한 하이 리프레시 표시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정지 화상에서는 색 재현성을 좋게 하고, 동화상에서는 끊어

짐을 좋게 하는 고화질 표시를 행한다.

또한, 크로스토크의 발생을 가급적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극성이 다른 기입을 행하여도 콘트라스트의 저하를 가급적 

방지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도면을 참조하여 각 실시예에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각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요

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 신호에 따른 화상을 액정 패널에 표시하는 액정 표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영상 신호의 1 프레임 기간 내의 최대 휘도 레벨을 검출하는 최대 휘도 레벨 검출 단계와,

상기 최대 휘도 레벨 검출 단계에서 검출한 최대 휘도 레벨에 따라서, 상기 화상의 표시 기간과 비표시 기간의 비율을

변경하는 변경 단계

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단계는 상기 액정 패널을 배면측으로부터 조명하는 조명부의 조명 기간과 비조명 기간의 비율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단계는 상기 액정 패널에 상기 영상 신호에 대응한 화상 표시 신호를 공급하는 기간과 흑 표시 신호를 공급

하는 기간과의 비율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방법.

청구항 4.
액정 표시 방법에 있어서,

신호선에 제1부터 제m(m은 2 이상의 정수)의 신호를 공급하는 제1 단계와,

상기 신호선에 공급된 상기 제1부터 제m(m은 2 이상의 정수)의 신호에 기초하여, 액정 패널에 화상을 표시하는 제2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단계는 동일한 화소에 상기 제1 신호가 기입된 후로부터 다시 상기 제1 신호를 기입하기까지의 기간에, 상

기 신호선에 상기 제2부터 제m의 신호를 n회(n은 2 이상의 정수)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제2부터 제m의 신호 중 상기 신호선으로 공급되는 k(1 이상 n 이하의 정수)번째의 신호를 선택

하고, 상기 화소에 기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부터 제m의 신호는 연속하여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상기 신호선에 공급되는 액정 표시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화상 신호이고, 상기 제2 신호는 리셋 신호인 액정 표시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화상 신호이고, 상기 제2 신호는 흑 표시 신호인 액정 표시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화상 신호이고, 상기 제2 신호는 중간조의 오프셋 신호인 액정 표시 방법.

청구항 9.
제4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선 구동 회로는 p(p는 2 이상의 정수) 계조분의 상기 화상 신호를 공급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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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신호 및 상기 제2 신호를 각각 p계조분의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화상 신호로 하고,

정지 화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1프레임 기간에 걸쳐서는 2p계조 표시가 행해지는 다계조 표시 방식을 이용하고,

동화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간차가 있는 영상을 표시함으로써 하이 리프레시 레이트 표시 방식을 이용하는

액정 표시 방법.

청구항 10.
액정 표시 방법에 있어서,

신호선에 제1부터 제m(m은 2 이상의 정수)의 신호를 공급하는 단계와,

화상 신호 및 동기 신호에 기초하여 프레임 화상이 동화상인지 정지 화상인지를 판별하는 단계와,

상기 화상 신호 및 상기 동기 신호와 상기 판별에 기초하여, 상기 제1 내지 제m의 신호, 및 주사선 신호와 출력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내지 제m의 신호를 신호선 구동 회로로 송출하고, 상기 주사선 신호 및 상기 출력 제어 신호를 주사선 구동 

회로로 송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방법.

청구항 11.
주사선과, 상기 주사선과 교차하도록 형성된 신호선과의 교차점에 형성된 복수의 화소가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되고, 

상기 화소가 상기 제1 극성의 화상 신호에 따라서 투과광을 변화시키는 제1 화소와, 상기 제2 극성의 화상 신호에 따

라서 투과광을 변화시키는 제2 화소를 포함하고, 상기 주사선 방향으로는 상기 제1 화소 또는 상기 제2 화소 중 어느 

한쪽을 배열하고, 상기 신호선 방향으로 상기 제1 화소와 상기 제2 화소가 교대로 배열되어 있는 액정 표시 장치에 있

어서의 화상 표시 방법은,

상기 제1 화소에 상기 제1 극성의 화상 신호를 인가하고, 상기 제2 화소에 상기 제2 극성의 화상 신호를 인가하여 화

상 기입을 행하는 화상 표시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하나의 상기 신호선에 접속되는 상기 제1 화소와 상기 제2 화소에 상기 제1 극성의 화상 신호를 동시에 인가하는 화

상 표시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극성의 화상 신호가 상기 제1 화소의 기입 신호 및 상기 제2 화소의 소거 신호이고,

상기 제2 극성의 화상 신호가 상기 제1 화소의 소거 신호 및 상기 제2 화소의 기입 신호이고,

화면을 화상 표시 영역과 소거 영역으로 분할하는 화상 표시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단계에 의해 구해진 상기 비율에 기초하여, 상기 영상 신호의 각 화소의 계조를 변환하는 계조 변환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액정 표시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계조 변환 단계에서는, 변환후의 계조 Lout이, 상기 비율로부터 구해지는 1 프레임 기간에 점유되는 표시 기간

의 비율을 D, 변환전의 계조를 L, 상기 영상 신호의 감마 특성을 γ, 상기 비율 D의 최대치를 Dmax로 할 때,

Lout = L/(D/Dmax) 1/γ

라는 관계식으로 구해지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액정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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