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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전송 방법

(57) 요약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 전송 방법이 개시된다. 종래의 리듀스드 스윙 차동 신호(RSDS) 데이터 전송 방법에서는, 한 쌍의

데이터 라인이 하나의 데이터 비트를 전송할 수 있었다. 따라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 라인

쌍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차지하는 공간 및 제조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한다. 본 발명은 직류레벨을 교류레벨로 변환

함으로써 같은 수의 데이터 라인으로 더 많은 데이터 비트가 전송될 수 있게 한다. 두 쌍의 데이터 라인에 의해 공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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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직류레벨을 이용하여 세 번째 데이터 비트가 전송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네 쌍의 데이터 라인에 의해 공급되는

네 개의 직류레벨을 이용하여 일곱 개의 데이터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주어진 데이터 라인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과 제조비용이 절감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데이터비트를 생성하는 제1차동신호원쌍의 제1직류전압레벨을 제1차동신호로서 이용되도록 선택하는 단계;

제2데이터비트를 생성하는 제2차동신호원쌍의 제2직류전압레벨을 제2차동신호로서 이용되도록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1차동신호 및 상기 제2차동신호에 따라 상기 제1 차동신호 및 상기 제2 차동 신호의 직류전압레벨들을 횡단하고

스윙하여 제3데이터비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동 신호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2직류전압레벨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기 제3데이터비트가 논리 레벨 '0'

으로 설정되고, 상기 제1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2직류전압레벨보다 낮을 때에는 상기 제3데이터비트가 논리 레벨'1'로 설

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동 신호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3.

복수의 차동신호원쌍을 포함하는 차동 신호 전송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전송 방법은,

각 하나의 차동신호원쌍마다의 두 직류전압레벨에 따라 상기 각 하나의 차동신호원쌍의 직류전압레벨들을 횡단하고 스윙

하여 복수의 부가 차동신호원쌍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부가 차동신호원쌍에 따라 복수의 대응하는 데이터비트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

송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방법은,

별도의 데이터비트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부가 차동신호원쌍 중에서 두 개의 차동신호원쌍의 직류전압레벨들을 각각 선

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5.

복수의 차동신호원쌍을 포함하는 차동 신호 전송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전송 방법은,

제1데이터비트를 생성하는 제1차동신호원쌍의 제1직류전압레벨을 제1차동신호로서 이용되도록 선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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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데이터비트를 생성하는 제2차동신호원쌍의 제2직류전압레벨을 제2차동신호로서 이용되도록 선택하는 단계;

제3데이터비트를 생성하는 제3차동신호원쌍의 제3직류전압레벨을 제3차동신호로서 이용되도록 선택하는 단계;

제4데이터비트를 생성하는 제4차동신호원쌍의 제4직류전압레벨을 제4차동신호로서 이용되도록 선택하는 단계;

상기 제1차동신호 및 상기 제2차동신호에 따라 상기 제1 차동신호 및 상기 제2 차동신호의 직류전압레벨을 횡단하고 스윙

하여 제5데이터비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3차동신호 및 상기 제4차동신호에 따라 상기 제3 차동신호 및 상기 제4 차동신호의 직류전압레벨을 횡단하고 스윙

하여 제6데이터비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차동신호 및 상기 제2차동신호로부터의 제5직류전압레벨 및 상기 제3차동신호 및 상기 제4차동신호로부터의 제

6직류전압레벨에 따라 상기 제5 직류전압레벨 및 상기 제6 직류전압레벨을 횡단하고 스윙하여 제7데이터비트를 생성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1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2직류전압레벨보다 높을 때에는 상기 제5데이터비트가 논리레벨 '0'으

로 설정되고, 상기 제1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2직류전압레벨보다 낮으면 상기 제5데이터비트가 논리레벨 '1'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3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4직류전압레벨보다 높을 때에는 상기 제6데이터비트가 논리레벨 '0'으

로 설정되고, 상기 제3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4직류전압레벨보다 낮으면 상기 제6데이터비트가 논리레벨 '1'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5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6직류전압레벨보다 높을 때에는 상기 제7데이터비트가 논리레벨 '0'으

로 설정되고, 상기 제5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6직류전압레벨보다 낮으면 상기 제7데이터비트가 논리레벨 '1'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데이터 전송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차동 신호의 데이터 전송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액정 표시 장치(Liquid Crystal Display)는 점점 디스플레이 제품들의 주류가 되고 있다. 액정 표시 장치 패널

은 가볍고 얇을 뿐 아니라, 낮은 전압에서 적은 전력 수준에서 전자파 방출의 위험 없이 동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액정

표시 장치는 다양한 범위의 화면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노트북 컴퓨터,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s, PDA)와 같은 많은 종류의 휴대용 전자 기기들이 액정 표시 화면을 채용하고 있다. 액정 표시 장치의

엄청난 대중성 때문에, 액정 표시 장치에 사용되는 효과적인 데이터 전송 수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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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표시 장치(Thin Film Transistor LCD, TFT-LCD)에서는, 리듀스드 스윙 차동 신호

(Reduced Swing Differential Signal, RSDS) 데이터 전송 방법이 종종 채용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RSDS 방식을

사용한 데이터 전송을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1을 참고하면, 한 쌍의 데이터 라인은 오직 한 비트(bit)의 데이터만을 전

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의 한 쌍의 데이터 라인(D00P-D00N)은 한 비트의 데이터만을 전송할 수 있고, 두 쌍의 데이

터 라인들(D00P-D00N 및 D01P-D01N)은 두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세 쌍의 데이터 라인들(D00P-D00N,

D01P-D01N, 및 D02P-D02N)은 세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N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는

적어도 N쌍의 데이터 라인들이 필요하다. 데이터 전송량의 증가에 따라 데이터 라인 수가증가하면, 상기 데이터 라인들이

차지하는 공간과 그 생산 비용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두 쌍의 데이터 전송 선로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들, 즉, 두 개의 데이터 비트들을 전송하기 위한 DC 전압

레벨들을 이용하여 부가(additional) 데이터 비트를 생성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데이터 전송 방법은 제1차동신호원쌍의 제1직류전압레벨을 제1차동신호로서 이용되도록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1차동신호원쌍은 제1데이터비트를 생성한다. 그런 후에, 제2차동신호원쌍의 제2직류

전압레벨을 제2차동신호로서 이용되도록 선택한다. 상기 제2차동신호원쌍은 제2데이터비트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상

기 제1차동신호 및 상기 제2차동신호에 따라 상기 제1 차동신호 및 상기 제2 차동신호의 직류전압레벨들을 횡단하고 스윙

하여 제3데이터비트가 생성된다.

상기한 데이터 전송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1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2직류전압레벨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기

제3데이터비트가 논리 레벨 '0'으로 설정된다. 상기 제1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2직류전압레벨보다 낮을 때에는 상기 제3

데이터비트가 논리 레벨 '1'로 설정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차동신호원쌍을 포함하는 차동 신호 전송 시스템에 적용되는 데이터 전송 방

법은 두 쌍의 차동 신호원에 의해 공급되는 두 개의 직류전압레벨에 따라 상기 각 하나의 차동신호원쌍의 직류전압레벨들

을 횡단하고 스윙하여 별도의(extra) 차동신호원쌍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후에, 상기 별도의 차동신호원쌍은 대

응하는 데이터 비트를 생성하는데 이용된다.

상기한 데이터 전송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부가 데이터 비트를 생성하기 위해 두 쌍의 별도 차동신호원쌍에 의해 공

급되는 두 개의 직류전압레벨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차동신호원쌍을 포함하는 차동 신호 전송 시스템에 적용되는 데이터 전송

방법은 제1차동신호원쌍의 제1직류전압레벨을 제1차동신호로서 이용되도록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1차동신

호원쌍은 제1데이터비트를 생성한다. 그런 후에, 제2차동신호원쌍의 제2직류전압레벨을 제2차동신호로서 이용되도록 선

택한다. 제3차동신호원쌍의 제3직류전압레벨이 제3차동신호로서 이용되도록 선택된다. 상기 제3차동신호원쌍은 제3데

이터비트를 생성한다. 제4차동신호원쌍의 제4직류전압레벨을 제4차동신호로서 이용되도록 선택한다. 상기 제4차동신호

원쌍은 제4데이터비트를 생성한다. 상기 제1차동신호 및 상기 제2차동신호에 따라 상기 제1 차동신호 및 상기 제2 차동신

호의 직류전압레벨을 횡단하고 스윙하여 제5데이터비트가 생성된다. 마찬가지로, 상기 제3차동신호 및 상기 제4차동신호

가 서로 교차할 때, 상기 제3 차동신호 및 상기 제4 차동신호의 직류전압레벨을 횡단하고 스윙하여 제6데이터비트가 생성

된다. 마지막으로, 상기 제1차동신호 및 상기 제2차동신호에 의해 생성된 제5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3차동신호 및 상기

제4차동신호에 의해 생성된 제6직류전압레벨과 교차할 때, 상기 제5 직류전압레벨 및 상기 제6 직류전압레벨을 횡단하고

스윙하여 제7데이터비트가 생성된다.

상기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1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2직류전압레벨보다 높을 때에는 상기 제5데이터

비트가 논리레벨 '0'으로 설정되고, 상기 제1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2직류전압레벨보다 낮으면 상기 제5데이터비트가 논

리레벨 '1'로 설정된다. 상기 제3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4직류전압레벨보다 높을 때에는 상기 제6데이터비트가 논리레벨

'0'으로 설정되고, 상기 제3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4직류전압레벨보다 낮으면 상기 제6데이터비트가 논리레벨 '1'로 설정

된다. 상기 제5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6직류전압레벨보다 높을 때에는 상기 제7데이터비트가 논리레벨 '0'으로 설정되고,

상기 제5직류전압레벨이 상기 제6직류전압레벨보다 낮으면 상기 제7데이터비트가 논리레벨 '1'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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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과 함께 예시될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하여, 도면 내지 상세한 설명에서 같거나 유사한 부분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하고자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전송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직류 전압 및 교류 전압 레벨을 예시하는 타이밍

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리듀스드 스윙 차동 신호(RSDS) 전송 방식에서, 두 개의 비트들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 전압 레

벨들 사이의 전압 스윙(swing)을 이용하여 세 개의 데이터 비트들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달리 말해, 두

개의 데이터 비트를 전송하기 위한 기존의 차동 신호들을 이용하면 세 개의 데이터 비트가 전송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상기 두 개의 데이터 비트를 전송하기 위한 차동 신호 회로는 모두 여덟 개의 다른 상태(states)를 가지고 있다.

원래 전송하려는 데이터 비트들(D0 및 D1)은 두 개의 전압 레벨쌍(P0/N0쌍 및 P1/N1쌍) 사이의 두 쌍의 데이터 라인들을

차동 신호원으로서 가진다. 상기 데이터 비트들(D0 및 D1)의 직류 전압 레벨은 각각 Vcom1과 Vcom2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본래의 두 데이터 비트(D0 및 D1)와는 별도로, 상기 두 쌍의 데이터 전송 라인들의 전압 레벨

들(P0/N0 및 P1/N1)은 다른 데이터 비트(D2)를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비트(D2)의 데이터 차동 신호는

상기 데이터 비트들(D0 및 D1)의 직류 전압 레벨들(Vcom0 및 Vcom1) 사이에서 발생하는 횡단(crossing over) 및 스윙

으로써 생성된다. 상기 데이터 비트(D2)의 새로운 직류 전압 레벨은 Vcom2이다.

도 3은 도 2의 데이터 전송 방법을 사용할 경우의 직류 및 교류 전압 레벨과 더불어, 세 개의 데이터 비트(D0, D1 및 D2)에

의해 생성되는 전압 레벨을 예시하는 타이밍도이다. 상기 새 데이터 비트(D2)는 상기 데이터 레벨들(D0 및 D1)의 직류 전

압 레벨을 교류 레벨로 변환함으로써 생성된다. 따라서, 상기 데이터 비트(D0)의 원래 직류 전압 레벨(Vcom0)은 상기 데

이터 비트(D2)에 관하여 하나의 차동 신호(P2)가 되고, 상기 데이터 비트(D1)의 원래 직류 전압 레벨(Vcom1)은 상기 데

이터 비트(D2)에 관하여 다른 하나의 차동 신호(N2)가 된다. 전압 레벨들(Vcom0 및 Vcom1)이 상기 데이터 비트(D2)를

위한 새로운 차동 신호 세트가 됨으로써 상기 데이터 비트(D2)의 직류 전압 레벨은 Vcom2가 된다.

하기하는 표 1에는 두 쌍의 데이터 라인들을 통해 생성되는 세 개의 데이터 비트들에 의한 상기 여덟 개의 상태(states)들

이 표시되어 있다. 상기 데이터 비트(D0)의 차동 신호(P0)가 상기 차동 신호(N0)보다 클 때, 즉, 상기 차동 신호(P0)가 상

기 데이터 비트(D0)의 직류 전압 레벨(Vcom0)보다 클 때에는, 상기 데이터 비트(D0)가 전송되는 데이터 라인은 데이터

비트 '0'을 출력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상기 데이터 라인은 데이터 비트 '1'을 출력한다. 상기 데이터 비트(D1)의

차동 신호(P1)가 상기 차동 신호(N1)보다 더 클 때, 즉, 상기 데이터 비트(D1)의 직류 전압 레벨(Vcom1)보다 클 때에는,

상기 데이터 비트(D1)가 전송되는 데이터 라인은 데이터 비트 '0'을 출력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상기 데이터 라

인은 데이터 비트 '1'을 출력하는 것이다.

상기 데이터 라인(D2)의 출력은 상기 데이터 비트들(D0 및 D1)의 직류 전압 레벨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전압 레벨

(Vcom0)이 상기 전압 레벨(Vcom2)보다 크거나, 상기 전압 레벨(Vcom0)이 상기 전압 레벨(Vcom1)보다 크면, 상기 데이

터 비트(D2)는 '0'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상기 데이터 비트(D2)는 '1'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표 1]

D0 D1 D2 V1 V2 V3 V4

0 0 0 P0 N0 P1 N1

0 0 1 P1 N1 P0 N0

0 1 0 P0 N0 N1 P1

0 1 1 N1 P1 P0 N0

1 1 0 N0 P0 N1 P1

1 1 1 N1 P1 N0 P0

1 0 0 N0 P0 P1 N1

1 0 1 P1 N1 N0 P0

표 1에서 전압값들(V1, V2, V3 및 V4)은 V1>V2>V3>V4의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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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데이터 전송 방법의 원리에 따르면, 두 쌍의 데이터 전송 라인들마다, 즉, 두 데이터 비트를 전송하기 위한 신

호 전압들마다, 하나의 부가 데이터 비트가 생성된다. 상기 데이터 전송 방법은 복수의 데이터 전송 라인쌍을 가지는 장치

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기 두 데이터 비트들의 전송되는 전압 레벨들마다 부가 데이터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하나의

스윙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가용 자원을 이용하여 더 많은 데이터 비트들을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

터 전송 인터페이스가 네 쌍의 데이터 전송 라인쌍, 즉, 네 쌍의 서로 다른 차동 신호쌍을 가지고 있다면, 상기 네 종류의 직

류 전압 레벨이 스윙함으로써 일곱 가지의 차동 신호 집합(set)을 만들어지고, 총 128가지의 상태(state)가 생성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는 데이터 전송 방법을 사용할 경우의 직류 및 교류 전압 레벨을 예시하는 타이밍

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 개의 데이터 비트(D0, D1, D2 및 D3)를 전송하기 위한 네 쌍의 데이터 라인쌍이 있

고, 각각의 전압 레벨(P0/N0, P1/N1, P2/N2 및 P3/N3)은 차동 신호원으로써 작용한다. 상기 데이터 비트(D0, D1, D2 및

D3)의 상기 직류 전압 레벨들은 각각 Vcom0, Vcom1, Vcom2 및 Vcom3이다. 본 발명의 데이터 전송 방법의 원리에 따르

면, 2개의 차동 신호원들은 각각 하나의 부가 데이터 비트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네 개의 데이터 비트들(D0,

D1, D2 및 D3)은 세 개의 부가 데이터 비트들(D4, D5 및 D6)을 생성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데이터 비

트들(D0 및 D1)의 직류 전압 레벨(Vcom0 및 Vcom1)이 상기 데이터 비트(D4)를 생성하기 위한 두 개의 차동 신호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기 데이터 비트들(D2 및 D3)의 직류 전압 레벨(Vcom2 및 Vcom3)도 상기 데이터 비트

(D5)를 생성하기 위한 두 개의 차동 신호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기 새로 도입된 데이터 비트들(D4 및 D5)은 상기 데이

터 비트(D6)를 생성하기 위한 두 개의 차동 신호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네 개의 데이터 비트들을 전송하는 것과

별개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데이터 전송 방법은 세 개의 부가 데이터 비트들을 더 전송할 수 있다. 즉, 총 일곱

개의 데이터 비트들을 네 개의 데이터 전송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 데이터 전송 방법은 2개의 데이터 비트들의 전송 전압 레벨마다 별도의 한 데이터 비트를 더 전송할 수 있는 하나의

전압 스윙(swing)을 가지는, 복수의 데이터 전송 라인 쌍을 가진 시스템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가용 자

원으로 더 많은 데이터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들은, 종래의 데이터 전송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의 데이터 라인 당 최대 한 데이터만을 전송할 수밖에

없던 제약을 제거할 수 있다. 각각 차동 신호들(P 및 N) 및 직류 전압(Vcom)을 가지는 N쌍의 데이터 라인들은 전압 레벨

변동을 통해 총 2N-1 개의 데이터 비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 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량의 감소에 따라 데이터 라인들의 수도 감소할 것이므로, 공간 점유율 및 데이터 라인

의 제조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RSDS 방식을 사용한 데이터 전송을 예시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데이터 전송 방법을 사용할 경우의 직류 및 교류 전압 레벨을 예시하는 타이밍도이

다.

도 3은 도 2의 데이터 전송 방법을 사용할 경우의 직류 및 교류 전압 레벨과 더불어, 세 개의 데이터 비트(D0, D1 및 D2)에

의해 생성되는 전압 레벨을 예시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는 데이터 전송 방법을 사용할 경우의 직류 및 교류 전압 레벨을 예시하는 타이밍

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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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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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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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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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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