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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위칭 소자와 액정을 구비한 화소부를 수평 방향으로 M개, 수직 방향으로 N 개를 갖는 액정 패널과; 입력된 표시 데
이타에 따른 계조 전압을 생성하고 표시 데이타의 대응하는 수평 방향의 화소부에 인가하는 신호 구동 회로와; 수평 방
향으로 배열된 화소부 중 어느 하나를 차례로 선택하여 선택된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에는 선택 전압을 인가하고, 
또한 선택되지 않은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에는 비선택 전압을 인가하는 주사 구동 회로를 구비한 액정 표시 장
치로서, 액정은 각 화소에 공통인 대향 전극을 갖고, 스위칭 소자에, 주사 구동 회로의 선택 전압이 인가되면, 대향 전극
으로부터 신호 구동 회로가 생성하는 계조 전압을 액정에 인가하고, 대향 전극에 대한 계조 전압의 실효 전압치로 표시 

 - 1 -



등록특허 10-0349429

 
휘도를 제어하는 액정 표시 장치가 제공된다. 또한, 이 장치는 대향 전극에 인가하는 대향 전압의 교류화를 나타내는 교
류화 신호와, 대향 전극에 인가되는 대향 전압에 보정 전압을 인가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보정 기간 신호를 생성하는 회
로를 구비한다. 또한, 교류화 신호와 보정 기간 신호에서, 대향 전극에 인가하는 교류화한 대향 전극 전압 -상기 대향 
전극 전압이 정극성 전압인 경우, 위로 볼록한 보정 전압을 가하고, 대항 전극 전압이 부극성인 경우, 위로 볼록한 보정 
전압을 감함- 을 생성하는 대향 전극 생성 회로를 갖는 액정 표시 장치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TFT 액정 디스플레이, TFR 액정 디스플레이 구동 회로, 주사 구동 회로, 신호 구동 회로, 대향 전극 생성 회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블럭도.

도 2는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블럭도.

도 3a 및 도 3b는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구동 파형도.

도 4a 및 도 4b는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구동 파형도.

도 5a 및 도 5b는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구동 파형도.

도 6은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표시예.

도 7a 및 도 7b는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구동 파형도.

도 8은 또 하나의 종래예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블럭도.

도 9는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구동 파형도.

도 10a 및 도 10b는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표시예를 나타낸 설명도.

도 11은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전류 경로를 나타낸 설명도.

도 12는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구동 파형도.

도 13은 본 발명의 교류화 회로 및 보정 회로의 블럭도.

도 14는 본 발명의 교류화 회로 및 보정 회로의 동작을 나타낸 타이밍차트도.

도 15는 대향 전극 전압 생성 회로도.

도 16은 본 발명의 대향 전극 전압 생성 회로의 동작을 나타낸 구동 파형도.

도 17a 및 도 17b는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구동 파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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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a 및 도 18b는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구동 파형도.

도 19는 본 발명의 스미어 레벨과 보정 전압 인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도 20은 본 발명의 스미어 레벨과 보정 전압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도 21은 본 발명의 보정량 데이타 생성 회로의 블럭도.

도 22는 본 발명의 보정 기간 제어 신호 생성 회로의 블럭도.

도 23은 본 발명의 대향 전극 전압 보정 회로의 블럭도.

도 24는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구동 파형도.

도 25는 본 발명의 보정 기간 제어 신호 생성 회로의 블럭도.

도 26은 본 발명의 대향 전극 전압 보정 회로의 블럭도.

도 27은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구동 파형도.

도 28은 본 발명의 대향 전극 전압 보정 회로의 블럭도.

도 29는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구동 파형도.

도 30은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의 1 화소와 그 주변을 나타낸 평면도.

도 31은 도 30의 3-3 절단선에 있어서의 단면을 나타낸 도면.

도 32는 도 30의 4-4 절단선에 있어서의 박막 트랜지스터(TFT)의 단면도.

도 33은 도 30의 5-5 절단선에 있어서의 축적 용량 Cstg의 단면을 나타낸 도면.

도 34는 본 발명의 액정 표시 모듈 MDL의 각 구성 부픔을 나타낸 분해 사시도.

도 35는 본 발명의 액정 모듈 MDL의 후측으로부터 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인터페이스 신호

102 : 인터페이스 회로

103 : 신호 구동 회로

104 : 주사 구동 회로

105 : 전원 회로

106 : 액정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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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신호 구동 회로(103)의 제어 신호

108 : 주사 구동 회로(104)의 제어 신호

109 : 전원 회로(105)에 전송하는 교류화 신호 M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저전압 구동 회로를 이용하여 고화질 표시를 실현하는 TFT 액정 디스
플레이에 관한 것이다. 또한, 그 구동 회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TFT 액정 디스플레이를 도 2, 도 3a, 도 3b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는 종래의 TFT 액정 디스플레이의 블럭도이고, 도 3a, 도 3b는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구동 파형도이다.

    
도 2에 있어서, 참조 번호(201)는 시스템(도시하지 않음)으로부터 전송되는 표시 데이타 및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인
터페이스 신호이다. 참조 번호(202)는 인터페이스 회로이고,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표시 데이타 및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참조 번호(203)는 신호 구동 회로이고, 표시 데이타에 대응한 계조 전압을 생성한다. 참조 번호(20
4)는 주사 구동 회로이고, 주사 라인을 차례로 선택한다. 참조 번호(205)는 전원 회로이고, 각 블럭의 동작에 필요한 
전원을 생성한다. 참조 번호(206)는 액정 패널이고, 여기에 입력된 표시 데이타에 대응한 표시가 이루어진다.
    

인터페이스 회로(202)가 생성하는 신호 중, 참조 번호(207)는 신호 구동 회로(203)의 제어 신호이고, 표시 데이타 및 
동기 신호를 포함한다. 참조 번호(208)는 주사 구동 회로(204)의 제어 신호이고, 주사 라인을 차례로 주사하기 위한 
타이밍 신호를 전송한다. 참조 번호(209)는 전원 회로(206)로 전송하는 교류화 신호 "M"이다.

    
전원 회로(205)가 생성하는 신호 중, 참조 번호(210)는 신호 구동 회로(203)로 전송하는 계조 전압 신호이고, 액정 
패널(206)로 전송하는 표시 데이타에 따른 계조 전압의 기준이 되는 전압을 전송한다. 참조 번호(211)는 주사 구동 
회로(204)로 전송하는 주사 전압 신호이고, 참조 번호(212)는 액정 패널(206)을 구성하는 액정(217) 및 보상 용량
(218)의 대향 전극으로의 대향 전극 전압 공급선이며, 대향 전극 전압 'Vcom'을 전송한다. 참조 번호(213)는 신호 구
동 회로(203)에서 생성하는 표시 데이타에 대응한 계조 전압을 전송하는 신호선군이며, 참조 번호(214)는 주사 구동 
회로(204)에서 생성하는 주사 라인을 선택, 비선택 상태로 하는 주사 전압을 전송하는 주사선군이다. 참조 번호(215)
는 액정 패널(205)을 구성하는 화소부이고, 신호선군(213)과 주사선군(214)의 교차부에 형성되므로, 액정 패널(20
5)은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다. 또, 화소부(215)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해상도분의 수를 갖는다. 또한, 일반
적으로 컬러 표시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경우, 적색, 녹색, 청색의 3원색으로 1 화소를 구성하고, 수평 방향으로 각 컬러 
화소부가 배열되는 경우, 수평 방향의 화소수는 해상도의 3배의 수로 된다. 또한,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215)
는 주사선군(214) 중 하나의 주사선을 공유하고,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215)는 신호선군(213) 중 하나의 신
호선을 공유하는 구성이 일반적이다. 화소부(215) 중, 참조 번호(216)는 스위칭 소자인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er, 이하, TFT라 불리운다)이고, 참조 번호(1217)는 액정이고, 참조 번호(218)는 보상 용량이며, 참조 번호
(219)는 소스 전극이고, 참조 번호(220)는 주사선(게이트선이라고도 불리운다: 214)과 소스 전극 사이에 구성되는 
게이트 소스 간 기생 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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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및 도 3b에 있어서, Vg(n), Vg(n+1)은 도 2에 도시된 주사선군(214) 중, 각각 제 n라인, 제 n+1 라인을 구동
하는 주사선의 구동 파형이고, Vgon은 선택 전압 레벨을 나타내고, Vgoff는 비선택 전압 레벨을 나타내고 있다. Vcom
은 대향 전극(212)의 이상 구동 파형이고, VcomH는 고전위 전압 레벨이고, VcomL은 저전위전압 레벨이다. Vd는 신
호선군(213)의 계조 전압을 나타내고 있고,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대하여 부극성측에 있는 경우, 화소(215)에는 부
극성의 전압이 인가되고, 정극성측에 있는 경우, 화소(215)에는 정극성의 전압이 인가된다. 액정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대향 전극 전압 Vcom과 계조 전압 Vd의 전위차가 액정(217)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로 되고, 휘도가 변화하도록 
동작한다. 본 종래예에서는, 대향 전극 전압 Vcom과의 전위차가 작은 경우, 암표시(예: 흑 표시)로 되고, 대향 전극 전
압 Vcom과의 전위차가 큰 경우, 명(明) 표시(예: 백 표시)로 되는 특성으로 설명을 한다. 도 3a, 도 3b에서는, 드레인 
전압 Vd는 백(白) 표시를 하는 계조 전압이고, VdWH는 정극성 백 표시 드레인 전압이고, VdWL은 부극성 백 표시 드
레인 전압이고,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대하여 드레인 전압이 부극성측에 있는 경우, 실효 전압치 Vrms1이 인가되고, 
드레인 전압이 정극성측에 있는 경우, 실효 전압치 Vrms2가 인가되게 된다.
    

다시, 도 2로부터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한다.

    
인터페이스 신호(201)로 전송되는 표시 데이타 및 동기 신호를 인터페이스 회로(202)로 입력하고, 인터페이스 회로(
202)에서는, 신호 구동 회로(203)에 대해 제어 신호(207)를, 주사 구동 회로(204)에 대해 제어 신호(208)를, 전원 
회로(205)에 대해 액정 교류화 신호 'M'(209)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신호 구동 회로(203)에서는, 제어 신호(207)로 
전송되는 표시 데이타 및 동기 신호를 이용하여, 1수평 라인분의 표시 데이타를 차례로 입력하고, 1 수평 라인분의 표
시 데이타의 입력이 끝나면, 입력된 1수평 라인분의 표시 데이타에 대응한 계조 전압을 신호선군(213)으로부터 동시에 
출력한다. 이 1 수평 라인분의 계조 전압을 신호 구동 회로(203)는 1수평 기간 동안 계속해서 출력한다. 또한, 이 때 
신호 구동 회로(203)는 다음 수평 라인의 표시 데이타를 차례로 입력하는 동작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회로(202)에서 출력하는 표시 데이타는 다음 수평 기간 중에 액정 패널(206)에 계조 전압으로 되
어 출력된다. 이 동작을 신호 구동 회로(203)는 반복 행하고 1프레임분, 즉 한 화면분의 표시 데이타에 대응한 계조 전
압을 액정 패널(206)에 출력하게 된다. 또한, 신호 구동 회로(203)가 출력하는 계조 전압은, 계조 전압선(210)으로 
전송되는 계조 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계조 전압선(210)으로 전송되는 계조 전압의 기준 전압은, 
흑(黑) 표시용의 전압으로부터 백 표시용의 전압까지, 복수 레벨의 전압으로 되어 있다. 주사 구동 회로(204)에서는, 
제어 신호(208)에 동기하여 제1 라인으로부터 차례로 주사선(214)에 선택 전압을 인가한다. 이 때, 각 화소부(215)
의 TFT(216)는 선택 전압이 인가되면 선택 상태가 되고, 신호선군(213)으로부터 전송되는 계조 전압을 액정(217) 
및 보상 용량(218)에 인가한다. 그리고, 주사선(214)에 비선택 전압이 인가되면 다음에 선택 상태가 될 때까지, 유지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액정 디스플레이에서는, 라인 순차로 주사하는 제어를 행하고, 액정(217)에 인가한 전압 실효치
의 전압 레벨로 투과하는 광량을 제어함으로써, 계조 표시를 실현하고 있다.
    

    
화소부(215)의 액정(217)에 전압을 인가하는 동작에 대해, 도 3a 및 도 3b를 이용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3a 
및 도 3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주사선 G(n)에 선택 전압 Vgon이 인가되면, 도 2에 도시된 TFT(216)가 '온' 상태로 
되고, 신호선(213)으로 전송하는 드레인(계조) 전압 Vd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소부(215)의 액정(217)에 인
가되고, 주사선 G(n)에 비선택 전압 Vgoff가 인가되면 이 타이밍에서 TFT(216)가 '오프' 상태로 되어, 그 전압을 유
지한다. 주사선 G(n)에 선택 전압 Vgon이 인가되는 타이밍에서는, 대향 전극(212)의 전압 레벨이 저전위 전압 Vcom
L(부극성)이므로,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은, 정극성 전압이 된다 (백 표시 드레인 전압은 VdWH). 마찬가지로, 주사선 
G(n+1)에 선택 전압 Vgon이 인가되는 타이밍에서는, 대향 전극(212)의 전압 레벨이 고전위 전압 VcomH(정극성)이
므로,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은 부극성 전압이 된다 (백 표시 드레인 전압은 Vd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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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액정은, 1프레임(약 60㎐) 주기로 교류 전압을 인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각의 주사선군(214)에 대응한 
라인에서는, 다음에 전압을 인가하는 타이밍에서는, 앞에서 인가한 전압의 역극성의 전압을 인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화면 전체에 인가하는 계조 전압의 극성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깜박임(flicker)이라 불리는 변동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종래 예에서는, 1라인마다 정극성과 부극성의 계조 전압을 인가하는 라인마다의 교류화 구동을 실현하고 있
다. 따라서, 대향 전극(212)의 전압 레벨이 라인마다 고전위 전압 VcomH(정극성)과 저전위전압 VcomL(부극성)을 
교류화시키고 있다.
    

본 종래 구동 방식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액정에 정극성과 부극성의 계조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도 3a, 도 3b에 도시
한 계조 전압 Vd의 2배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갖는 신호 구동 회로가 필요하게 되지만, 대향 전극(212)의 대향 전압 V
com을 교류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 3에 도시한 다이내믹 레인지, 즉, 한쪽의 극성의 계조 전압을 생성할 수 있는 내압
을 갖는 신호 구동 회로(203)로 구성할 수 있는 점이다.

도 4a, 도 4b로부터 도 7a, 도 7b를 이용하여, 종래 액정 디스플레이의 과제를 설명한다. 도 4a 및 도 4b는 종래 액정 
디스플레이로 백 표시를 행한 경우의 각부의 구동 파형도이다. 도 5a, 도 5b는 종래 액정 디스플레이로 흑 표시를 행한 
경우의 각부의 구동 파형도이다. 도 6은, 종래 액정 디스플레이로 표시하였을 때의 표시 화면예이다. 도 7a, 도 7b는 종
래 액정 디스플레이로 도 6에 도시된 표시 화면예를 표시한 경우의 구동 파형도이다.

    
도 4a, 도 4b는 백 표시 전압을 인가하는 동작을 도시한 것으로, 도 4a는 부극성의 계조 전압을 인가한 예이고, 도 4b
는 정극성의 계조 전압을 인가한 예이다. 도 4a의 Vg는 주사선에 인가하는 전압 파형이고, Vgon은 선택 전압 레벨이고, 
Vgoff는 비선택 전압 레벨이다. Vd는 신호선에 인가하는 계조 전압 파형이고, VdWH는 정극성의 백 표시 전압이고, V
dWL은 부극성의 백 표시 전압이다. Vcom1은 액정 패널(206)에 입력하는 대향 전극 전압 파형이고, Vcom2는 액정 
패널(2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파형이다. Vs는 액정 패널(206) 내부의 화소부(215)의 소스 전극(219)의 소스 전
압 파형이다. 도 4b도 마찬가지이다.
    

도 5a 및 도 5b는 흑 표시 전압을 인가하는 동작을 도시한 것으로, 도 5a 는 부극성의 계조 전압을 인가한 예이고, 도 
4b는 정극성의 계조 전압을 인가한 예이다. 도 5a의 Vd는 신호선에 인가하는 계조 전압 파형이고, VdBH는 정극성의 
흑 표시 전압이고, VdBL은 부극성의 흑 표시 전압이다. 다른 파형은, 도 4a에 도시된 구동 전압과 마찬가지다. 또한, 
도 5b도 마찬가지이다.

도 6에 있어서, 중간 휘도를 화면 전체에 표시하고, 중앙부에 백색 구형을 표시한 경우의 예이다. 백색 구형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영역의 중간 휘도 표시 영역 (B)의 휘도와, 백색 구형의 좌우 표시 영역 (A)의 휘도가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종래 액정 디스플레이로 대향 전극에 인가하는 대향 전압을 교류화하는 저전압 구동의 경우에 발생하는 
횡 스미어(smear)라 부르는 화질 열화이다.

    
도 7a, 도 7b는 도 6에 도시된 표시예에서의 각부의 구동 파형을 도시한 것이고, 도 7a는 도 6에 도시된 중간조 표시 
영역 (A)의 구동 파형도이고, 도 7b는 도 6에 도시된 중간조 표시 영역 (B)의 구동 파형도이다. 또, 본 종래 예에서는, 
어느 것이나 부극성의 계조 전압을 인가한 예를 기재한다. 도 7a의 Vd는 중간 휘도 표시의 전압 파형이고, VdGH는 정
극성의 중간 휘도 표시 전압이고, VdGL은 부극성의 중간 휘도 표시 전압이다. 다른 파형은, 도 4a에 도시된 구동 전압
과 마찬가지다. 또한, 도 7b도 마찬가지이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은 백색의 구형 표시 영역의 좌우 영역에 휘도 변화가 발생하는 횡 스미어에 대해, 그 발생 메카
니즘을 상세히 설명한다.

    
대향 전극에 인가하는 대향 전압을 교류화하는 저전압 구동의 경우, 대향 전극이 모든 화소부에서 공통이기 때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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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전압이 고전위 전압(정극성)인 경우, 계조 전압을 기록하는 라인 상의 모든 화소부에서는, 부극성의 계조 전압이 인
가되게 된다. 또한, 대향 전압이 저전위 전압(부극성)인 경우, 계조 전압을 기록하는 라인 상의 모든 화소부에서는, 정
극성의 전압이 인가되게 된다. 따라서, 화소부(215)의 액정(217) 및 보상 용량(218)을 통해 대향 전극으로는 전체 화
소 부분의 전류가 한 방향으로 유입, 유출하는 전류 집중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대향 전극의 시정수의 영향이 발생하
여, 대향 전압에 왜곡이 생긴다. 이 모습을 도 4, 도 5는 나타내고 있다.
    

    
도 4a, 도 4b, 도 5a, 도 5b의 구동 파형도에 있어서, 도 2에 기재하는 바와 같이 액정 패널(205)의 각화소부(215)에
는, 게이트·소스 간 기생 용량(220)이 존재한다. 이 기생 용량(220)은, TFT(216)에 기인하는 것으로, TFT(216)
의 절연막, 실리콘(어느 것이나 도시하지 않음)이 관여한다. 주사선이 선택 상태에서 비선택 상태로 천이하면 TFT(2
16)는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되고, 이 때, 액정(217), 보상 용량(218)에 인가된 전압이, 앞에서의 절연막, 실리
콘도 용량이라 간주되므로, 기생 용량(220)에도 전압이 분배되게 된다.
    

기생 용량(220)을 Cgs, 액정(217)의 등가 용량을 Clc, 보상 용량(218)을 Cstg, 주사선의 선택 전압을 Vgon으로 하
면, 기생 용량으로 이동한 전압 ΔVgs는 수학식 1과 같게 된다.

수학식 1
ΔVgs=(Cgs/(Cgs+ Cc1+ Cstg))× Vgon

따라서, 기생 용량(220)으로 이동한 전압분만큼 액정(217)에 인가되는 전압이 강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향 전극에 
인가하는 대향 전압 Vcom1은 미리 기생 용량(220)의 영향으로 강하하는 분을 저전위 레벨로 시프트시켜 둘 필요가 
있다.

    
다음에, 시간에 따라 각 전압 파형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 4a에 도시된 부극성의 백 표시 전압 VdWL을 인가하는 
경우, 주사선에 선택 전압 Vgon이 인가되면 'T1' 기간에서는, 소스 전압 Vs는 전 라인의 드레인 전압 Vd의 전압 레벨
로 천이한다(고전위로 시프트). 그 후, 'T2' 기간에서 대향 전극 전압이 교류화되면, TFT(216)의 기록 속도보다도, 
이 대향 전극 전압의 변화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소스 전압 Vs의 전위는, 도 4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향 전극 전압의 
교류화에 따라서 고전위로 시프트한다. 그 후, 'T3', 'T4' 기간에서 소스 전압 Vs는 드레인 전압 Vs의 전위까지 천이하
지만, 'T3' 기간에서는, 소스 전압 Vs가 액정 패널(2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보다도 고전위 상태이고, 'T4' 
기간에서는, 소스 전압 Vs가 액정 패널(2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보다도 저전위 상태가 된다. 이 동작에 있
어서, 소스 전압 전위가 대향 전극 전압 전위에 대해, 매우 고전위에 위치하기때문에, 대향 전극 전압의 전압 왜곡이 커
져서, 그 수속율은 둔화한다. 따라서, 'T4'기간이 종료하는 타이밍, 즉, 주사선에 비선택 전압 Vgoff가 인가되는 타이밍
에서 소스 전압 Vs와 대향 전극 전압 Vcom2의 전위차가 액정(217)에 인가하는 실효 전압치 VrmsWL1로 된다. 본 종
래예에서는, 원하는 대향 전극 전압 Vcom1에, 액정 패널(2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
에, ΔVcomH의 전위차가 발생하고, 이것이 실효 전압치 부족으로 된다. 또한, TFT(216)가 '오프' 상태로 천이하면, 
앞에서 기재한 기생 용량(220)에서 전압의 변동 현상이 발생한다. 이 변동 전압 레벨은, ΔVgsWL로 된다. 따라서, 결
과적으로, 액정(217)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는 -VrmsWL2(=-VrmsWL1-ΔVgsWH)로 된다. 이 실효 전압치는,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액정 패널(2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가 원하는 대향 전극 전압 Vcom1에 대해, Δ
VcomH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ΔVcomH에 상당하는 실효 전압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도 4b에 도시된 정극성의 백 표시 전압 VdWH를 인가하는 경우, 주사선에 선택 전압 Vgon이 인가되면 'T
1' 기간에서는, 소스 전압 Vs는 전 라인의 드레인 전압 Vd의 전압 레벨로 천이한다(고전위로 시프트). 그 후, 'T2' 기
간에서 대향 전극 전압이 교류화되고, 저전위 전압으로 천이한다. TFT(216)의 기록 속도보다도, 이 대향 전극 전압의 
변화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소스 전압 Vs의 전위는, 도 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향 전극 전압의 교류화에 따라서 저전
위로 시프트한다. 그 후, 'T3', 'T4' 기간에서 소스 전압 Vs는 드레인 전압 Vs의 전위까지 천이하지만, 'T3' 기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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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스 전압 Vs가 액정 패널(2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보다도 저전위 상태이고, 'T4' 기간에서는, 소스 전
압 Vs가 액정 패널(2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보다도 고전위 상태로 된다. 이 동작에 있어서, 대향 전극 전압
과 드레인 전압의 전위차는, 앞에서 설명한 도 4a에 도시된 부극성의 계조 전압을 인가하는 것보다도, 커지고 있다. 따
라서, 'T4' 기간에서의 기록 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향 전극 전압 Vcom2는 원하는 대향 전극 전압 Vcom1에 도달
하지 않고, ΔVcomL의 전위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액정(217)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는 VrmsWH1로 되고, ΔVco
mL의 실효 전압치 부족이 발생하고 있게 된다. 또한, TFT(216)가 '오프' 상태로 천이하면, 앞에서 기재한 기생 용량
(220)의 영향으로, 전압의 변동이 발생한다. 이 변동 전압 레벨은, ΔVgsWH로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액정(217)
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는 VrmsWH2(=VrmsWH1-ΔVgsWL)로 되어, 대향 전극 전압 Vcom2의 수속 부족에 의한 
ΔVcomL에 상당하는 실효 전압치 부족이 발생되게 된다.
    

    
다음에, 도 5a 및 도 5b를 이용하여, 흑 표시 전압을 인가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도 5a에 기재한 부극성의 흑 표시 전압 
VdBL을 인가하는 경우, 주사선에 선택 전압 Vgon이 인가되면 'T1' 기간에서는, 소스 전압 Vs는 전 라인의 드레인 전
압 Vd의 전압 레벨로 천이한다 (고전위로 시프트). 그 후, 'T2' 기간에서 대향 전극 전압이 교류화되고, 도 5a에 도시
한 바와 같이 대향 전극 전압의 교류화에 따라서 고전위로 시프트한다. 그 후, 'T3' 기간에서, 소스 전압 Vs는 드레인 
전압 Vs의 전위까지 천이하고, 'T4' 기간에서는 소스 전압 Vs는 안정하게 된다. 그 시점에서의 액정(217)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는 VrmsBL1이다. 여기서, 변동 전압 ΔVgsBL을 고려하면, 유지상태에서의 액정(217)에 인가된 실효 전
압치는 -VrmsBL2(=VrmsBL1-ΔVgsBL)로 된다. 즉, 대향 전극 전압 Vcom1을 저전위측에 시프트시켜 놓기 때문
에, TFT(216)가 '온' 상태에서는, 소스 전압 Vs는 대향 전극 전압 Vcom1, Vcom2보다도 정극성측에 위치하지만, T
FT(216)가 '오프' 상태로 천이하고, 변동 전압이 발생함으로써, 부극성의 계조 전압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또한, 도 4
a에 도시된 백 표시 전압을 인가하는 데 비해, 'T2' 기간의 소스 전압 Vs의 전위 변화가 미소하기 때문에 대향 전극 전
압 Vcom2는 원하는 대향 전극 전압 Vcom1으로의 수속율이 좋게 되어, 대향 전극 전압 Vcom2의 수속율 부족에 의한 
실효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도 5b에 도시된 정극성의 흑 표시 전압을 VdBH를 인가하는 경우, 주사선에 선택 전압 Vgon이 인가되면, 'T1' 기간에
서는 소스 전압 Vs는 전 라인의 드레인 전압 Vd의 전압 레벨로 천이한다(고전위로 시프트). 그 후, 'T2' 기간에서 대향 
전극 전압이 교류화되고, 도 5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향 전극 전압의 교류화에 따라서 저전위로 시프트한다. 그 후, '
T3', 'T4' 기간에서 소스 전압 Vs는 드레인 전압 Vs의 전위까지 천이하고, 소스 전압 Vs는 안정하게 된다. 도 4b에 기
재한 백 표시 전압을 인가하는데 비해, 소스 전압 Vs와 대향 전극 전압 Vcom2의 전위 변화가 적기 때문에 기록 전압량
은 적고, 대향 전극 전압 Vcom2는 원하는 대향 전극 전압 Vcom1으로의 수속율이 좋게 된다. 변동 전압을 고려하면, '
T4' 기간에서의 액정(216)에 인가되는 전압 실효치를 VrmsBH1로 하면, 유지 상태에서의 실효 전압치는 VrmsBH2(
=VrmsBH1-ΔVgsBH)로 되지만,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향 전극 전압 Vcom2의 수속성 부족에 의한 실효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대향 전극 전압 Vcom과 드레인 전압 Vd의 전위차가 큰 상태에서는 대향 전극 전압 Vcom의 전압 왜곡이 
커져, 액정(217)에서 실효 전압치 부족이 발생한다. 또한, 대향 전극 전압 Vcom과 드레인 전압 Vd의 전위차가 작은 
상태에서는, 대향 전극 전압 Vcom의 전압 왜곡이 작아져서, 액정(217)에서 실효 전압치 부족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음에, 이 백 표시에서의 전압 인가 상태와, 흑 표시에서의 전압 인가 상태를 고려하여, 도 6에 도시된 화질 열화 요인
에 대해, 도 7a, 도 7b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6에 도시된 영역 (A)의 라인에서는, 수평 방향의 표시 데이타에 백 표시 데이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액정 패널
(206) 내부의 대향 전압 파형 Vcom2는 도 7a와 같은 전압 파형이 된다. 즉, 백 표시에 기인하는 대향 전극 전압 Vco
m2의 전압 변동이 발생하여, 원하는 대향 전극 전압 Vcom1에 대해 ΔVcomGH의 전압 부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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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도 6에 도시된 영역 (B)의 라인에서는, 수평 방향의 전 표시 데이타가 중간조 표시 데이타이기 때문에, 액
정 패널(206) 내부의 대향 전압 파형 Vcom2는 도 7b와 같은 전압 파형이 된다. 즉, 대향 전극 전압 Vcom2는 원하는 
대향 전극 전압 Vcom1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중간 휘도 표시에 있어서도, 유지 상태에서의 액정(217)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는 ΔVcomGH분 다르고, 실효 전압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표시 데이타에 백 표시 데
이타가 포함되고 라인의 중간 휘도는 어두운 표시로 된다. 따라서, 이 대향 전극 전압의 수속 부족분의 실효치 전압차가 
휘도 변화로서 사람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어, 횡 스미어로서 보이게 된다.
    

이어서, 도 8 내지 도 12에 기초하여, 종래예에 대해 더욱 설명한다. 여기서, 도 8의 회로는 도 2의 종래예의 구성과, 
보상 전극(213)에 대해서만 구성이 다르고, 다른 구성 요소는 동일하므로, 상이점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도 9에서, G1은, 도 8에 도시된 주사선군(214) 중, 제1 라인을 구동하는 주사선의 구동 파형이고, Vgon은 선택 전압 
레벨을 나타내고, Vgoff는 비선택 전압 레벨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G2는 제2 라인을 구동하는 주사선의 구동 
파형이다. Vcom은, 대향 전극 전압 신호(212)의 구동 파형이고, VcomP는 정극성 전압 레벨이고, VcomN은 부극성 
전압 레벨이다. Vd는 신호선군(213)의 계조 전압을 나타내고 있고,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대해 부극성측에 있는 경
우, 화소부(215)에는 부극성의 전압이 인가되고, 정극성에 있는 경우, 화소부(215)에는 정극성의 전압이 인가된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이 대향 전극 전압 Vcom과 계조 전압 Vd의 전위차로 휘도가 변화하도록 동작한다.

또한, 도 8에 도시된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보상 전극(213)은, 액정(217)에 인가된 전압이 유지기간 중에 전류 
누설을 일으켜, 액정(217)의 유지 전압이 안정하지 않은 것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상 전극(213)
의 구동 전압도 대향 전극 전압 Vcom의 구동 전압 파형과 같아지므로, 도 9 이후의 설명에서는 그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도 9 내지 도 12를 이용하여,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에서의 과제를 설명한다. 도 10a, 도 10b는 종래 액정 디스플레
이로 표시했을 때의 표시 화면예이다. 도 11은, 종래 액정 디스플레이의 화질 열화 요인을 설명하는 전류 경로도이다. 
도 12는 종래 액정 디스플레이의 화질 열화 요인을 설명하는 구동 파형도이다.

도 10a는 중간의 회색을 화면 전체에 표시하고, 중앙부에 백색 구형, 밝은 회색(화면 전체에 표시한 회색과 비교하여, 
휘도(명도)가 높은 회색) 구형, 보다 밝은 회색(상기 밝은 회색과 비교하여, 휘도(명도)가 높은 회색) 구형을 표시한 
경우의 예이고, 3개의 구형의 좌우 표시 영역의 회색이, 그 외의 영역의 회색에 대해, 휘도가 저하하고, 또한 중앙에 표
시하는 3종류의 구형의 휘도 레벨에 따라, 구형의 좌우 표시 영역의 회색의 휘도 저하량이 변화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도 10b도 마찬가지로, 회색을 화면 전체에 표시하고, 중앙부에 흑색 구형, 어두운 회색(화면 전체에 표시한 회색과 비
교하여, 휘도가 낮은 회색) 구형, 보다 어두운 회색(상기 어두운 회색과 비교하여, 휘도(명도)가 낮은 회색) 구형을 표
시한 경우의 예이고, 3개의 구형의 좌우 표시 영역의 회색이, 그 외의 영역의 회색에 대해, 휘도가 상승하고, 또한 중앙
에 표시하고 있는 구형의 휘도 레벨에 따라, 3종류의 구형의 좌우 표시 영역의 회색의 휘도 상승량이 각각 변화하는 현
상을 나타내고 있다.
    

도 11에서, 주사 라인 G1이 선택하는 라인 상의 각 화소에 인가되는 전압이 정극성인 경우의 전류 경로를 나타내고 있
고, 대향 전극(212) 및 보상 전극(213)에 전류가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도 12에서, CL1는 수평 동기 신호이고, 1수평 기간에 1회의 비율로 유효해지고, 1수평 라인분의 계조 표시 데이타를 
계조 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타이밍 신호가 된다. M은 액정 교류화 신호이고, '로우' 레벨시, 대향 전극 전압 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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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을 부극성으로 하고, '하이' 레벨시, 대향 전극 전압 Vcom을 정극성으로 하는 제어를 행한다. Vda는 도 10a에 도시
된 Da의 부분을 간략화하여 기재(라인수를 삭감하고 기재)한 계조 전압 파형이고, Vdb는 도 10a에 도시된 Db의 부분
을 간략화하여 기재(라인수를 삭감하고 기재)한 계조 전압 파형이다.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대해, 실선(VcomA)은, 도 8에 도시된 전원 회로(205)의 출력단의 대향 전극선(212)의 파형
도이고, 파선(VcomB)은, 액정 패널(206) 내부의 파형도이다.

이어서, 도 10a, 도 10b에 도시된 화질 열화 요인을 도 11, 도 12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가 표시하는 휘도는 액정(217)에 인가하는 전압 실효치 Vdrms에서 제어되어 있고, 예를 들
면 전압 실효치가 높은 경우에는 고휘도의 색(백색)을 표시하고, 전압 실효치가 낮은 경우에는 저휘도의 색(흑색)을 표
시하도록 제어되어 있다.

도 11에서, 대향 전극(212) 및 보상 전극(213)은 각 화소에 공통이기 때문에, 모든 화소부에서, 대향 전극(212) 및 
보상 전극(213)에 전류가 집중한다. 이 전류가 집중하면 대향 전극(212) 및 보상 전극(213)의 저항(도시하지 않음) 
등의 부하에 의해 대향 전극 전압이나 보상 전극 전압에 전압 왜곡이 발생한다.

    
이 전압 왜곡이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즉, tH1, tH2 (모두 도 10a에 도시된 구형 영역의 상부 회색 표시 영역), tH9
(도 10a에 도시된 구형 영역의 하부 회색 표시 영역)의 기간에서는, 계조 전압의 전압 레벨이 Vda, Vdb와 같이 수평 
방향에서 일정(중간 전압 레벨의 계조 전압)하고, 대향 전극 전압은, VcomB처럼 되지만, tH3, tH4 (모두 도 10a에 
도시된 백색 구형 영역의 표시 영역), tH5, tH6 (모두 도 10a에 도시된 보다 밝은 회색 구형 영역의 표시 영역), tH7, 
tH8 (모두 도 10a에 도시된 밝은 회색 구형 영역의 표시 영역)의 기간에서는, Vda에서 백색 구형 표시, 보다 밝은 회
색 구형 표시, 밝은 회색 구형 표시를 행하기 때문에, 전류량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대향 전극(212) 및 보상 전극(213)에 집중하는 전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액정 패널(2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B가, 원하는 대향 전극 전압 VcomA의 전압 레벨까지 도달하지 않게 되고, 백색 구형 표시시에는 ΔV
com1, 보다 밝은 회색 구형 표시시에는 ΔVcom2, 밝은 회색 구형 표시시에는 ΔVcom3만 대향 전극 전압 Vcom이 저
하한다.

    
또한 중앙에 표시하는 구형의 휘도 레벨에 대응하여 대향 전극(212) 및 보상 전극(213)에 집중하는 전류량도 변화하
고, 원하는 대향 전극 전압 VcomA로부터의 저하량은 ΔVcom1, ΔVcom2, ΔVcom3으로 변화한다. 이에 따라, tH1, 
tH2, tH9에서 얻어지는 원래의 전압 실효치 Vdrms에 대해, tH3, tH4에서의 백색 구형 표시에서는, Vdrms-ΔVcom
1, tH5, tH6에서의 보다 밝은 회색 구형 표시에서는, Vdrms-ΔVcom2, tH7, tH8에서의 밝은 회색 구형 표시에서는, 
Vdrms-ΔVcom3으로 각각 저하한 전압 실효치가 액정(217)에 인가된다.
    

액정 디스플레이가 표시하는 휘도는 액정(217)에 인가하는 전압 실효치로 제어되기 때문에, 원하는 전압 실효치를 얻
을 수 없는 경우에는, 표시 휘도가 변화하고, 도 10a, 도 10b에 도시된 Db 영역에서의 구형 영역의 좌우의 표시 영역의 
회색의 휘도가 다른 영역의 회색의 휘도에 대해 저하하는 결과가 된다.

한편,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흑색 구형 영역, 보다 어두운 회색 구형 영역, 어두운 회색 구형 영역을 설치하면, 그 
라인 영역만 집중하는 전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 실효치가 증가하므로, 휘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종래 액정 디스플레이에서는, 표시 데이타에 따라 대향 전극(212) 및 보상 전극(213)에 집중하는 전류량이 
증가/감소하고, 대향 전극 전압 및 보상 전압의 전압 왜곡량이 변동함으로써, 화질 열화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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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저 전압 신호 구동 회로를 이용하여, 고화질 표시를 실현
하는 액정 표시 장치 및 그 구동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저전압 신호 구동 회로를 이용하여, 고화질 표시를 실현하는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서, 그 제1 형태로서는, 스위칭 소자와 액정을 구비한 화소부를 수
평 방향으로 M개, 수직 방향으로 N개 갖는 액정 패널과, 표시 데이타를 입력하고, 상기 입력한 표시 데이타에 따른 계
조 전압을 생성하여, 이것을 상기 표시 데이타의 대응하는 수평 방향의 상기 화소부에 인가하는 신호 구동 회로와, 상기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 중 어느 하나를 차례로 선택하고, 그 때 선택하고 있는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에는, 
선택 전압을 인가하고, 한편, 그 때 선택하고 있지 않은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에는, 비선택 전압을 인가하는 주
사 구동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액정은 한쪽에 상기 각 화소부에서 공통의 대향 전극을 갖고, 상기 화소부의 상기 스위
칭 소자에, 상기 주사 구동 회로에서 출력하는 선택 전압이 인가되면 , 상기 신호 구동 회로가 생성하는 계조 전압을 상
기 액정에 인가하여, 상기 대향 전극에 대한 상기 계조 전압의 실효 전압치로 표시 휘도를 제어하는 액정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상기 입력된 표시 데이타의 데이타량을 검출하는 회로와, 상기 검출한 표시 데이타량에 따라서, 상기 대향 전극
에 인가하는 대향 전극 전압치에 보정 전압치를 가산/감산 제어하는 전원 회로를 갖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스위칭 소자와 액정을 구비한 화소부를 수평 방향으로 M개, 수직 방향으로 N 
개 갖는 액정 패널과, 표시 데이타를 입력하고, 상기 입력한 표시 데이타에 따른 계조 전압을 생성하고, 이것을 상기 표
시 데이타의 대응하는 수평 방향의 상기 화소부에 인가하는 신호 구동 회로와, 상기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 중 어
느 하나를 차례로 선택하고, 그 때 선택하고 있는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에는, 선택 전압을 인가하고, 한편 그 때 
선택하지 않는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에는, 비선택 전압을 인가하는 주사 구동 회로를 갖고, 상기 액정은 한쪽에 
상기 각 화소부에서 공통의 대향 전극을 갖고, 상기 화소부의 상기 스위칭 소자에, 상기 주사 구동 회로에 출력하는 선
택 전압이 인가되면, 상기 신호 구동 회로가 생성하는 계조 전압을 상기 액정에 인가하고, 상기 대향 전극에 대한 상기 
계조 전압의 실효 전압치로 표시 휘도를 제어하는 액정 표시 장치 또는 그 구동방법에서, 상기 입력된 표시 데이타의 데
이타량을 검출하는 수단과, 상기 검출된 표시 데이타량에 따라, 각 수평 기간마다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 또는 그 전압 
인가 기간에 대해 보정을 행하는 전압 보정 수단을 갖는다.
    

    
여기서, 상기 전압 보정 수단은, 일례로서, 상기 검출된 표시 데이타에 따라, 각 수평 기간마다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에 
보정을 행하는 기간을 제어하기 위한 보정 기간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와, 상기 생성된 보정 기간 제어 신호에 따라, 
각 수평 기간 내에서 상기 검출한 표시 데이타량에 따른 기간만,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에 일정한 보정 전압치를 가산/
감산 제어하는 회로를 갖는 구성으로 해도 좋다. 이 경우, 상기 보정 기간 제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회로는 디코더 회
로로 이루어지는 데이타 변환 회로와, 일치 회로와, 카운터 회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보정 전압치
를 가산/감산 제어하는 전원 회로는 아날로그 가산/감산 회로와 아날로그 선택 회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압 보정 수단은, 다른 예에서, 상기 대향 전극 전압에 1수평 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만 보정을 행하기 위한 
보정 기간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와, 상기 생성된 보정 기간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에, 1수평 기
간 내의 일정 기간만큼, 상기 검출한 표시 데이타량에 따른 보정 전압치를 가산/감산 제어하는 회로를 갖는 구성으로 해
도 좋다. 이 경우, 상기 보정 기간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는 카운터 회로와 일치 회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보정 전압치를 가산/감산 제어하는 회로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회로와, 아날로그 가산/감산 회로와 아날로
그 선택 회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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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전압 보정 수단은, 다른 예로서, 상기 검출된 표시 데이타에 따라, 1수평 기간 내에서 상기 대향 전극 전압
치에 보정을 행하는 기간을 제어하기 위한 보정 기간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와, 상기 생성된 보정 기간 제어 신호에 
따른 기간만,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에 표시 데이타량에 따른 보정 전압치를 가산/감산 제어하는 회로를 갖는 구성으로 
해도 좋다. 이 경우, 상기 보정 기간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는 디코더 회로로 이루어지는 데이타 변환 회로와, 일치 
회로와, 카운터 회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보정 전압치를 가산/감산 제어하는 회로는 디지탈/아날로
그 변환 회로, 아날로그 가산/감산 회로, 아날로그 선택 회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실시예를 도 1 및 도 13 내지 도 35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블럭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인터페이스 회로 내의 교류화 신호 생성 회로와, 
보정 기간 신호 생성 회로이다. 도 14는 도 13 기재의 교류화 신호 생성 회로와, 보정 기간 신호 생성 회로의 동작을 설
명하는 타이밍 차트도이다. 도 15는 대향 전압 Vcom 생성 회로이다. 도 16은, 대향 전압 Vcom 생성 회로가 생성하는 
대향 전압 Vcom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도이다. 도 17a, 도 17b, 도 18a, 도 18b는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하
는 구동 파형도이다.
    

    
도 1에 있어서, 참조 번호(101)는 시스템(도시하지 않음)으로부터 전송되는 표시 데이타 및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인
터페이스 신호이다. 참조 번호(102)는 인터페이스 회로이고,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표시 데이타 및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참조 번호(103)는 신호 구동 회로이고, 표시 데이타에 대응한 계조 전압을 생성한다. 참조 번호
(104)는 주사 구동 회로이고, 주사 라인을 차례로 선택한다. 참조 번호(105)는 전원 회로이다. 참조 번호(106)는 액
정 패널이고, 여기에 표시 데이타에 대응한 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인터페이스 회로(102)에서 생성하는 제어 신호 중, 참조 번호(107)는 신호 구동 회로(103)의 제어 신호이고, 표시 데
이타 및 제어 신호를 포함한다. 참조 번호(108)는 주사 구동 회로(104)의 제어 신호이고, 주사 라인을 차례로 선택하
기 위해 타이밍 신호를 전송한다. 참조 번호(109)는 전원 회로(105)에 전송하는 교류화 신호 'M'이고, 참조 번호(11
0, 111)는 보정 전압을 인가하는 기간을 나타낸 보정 기간 신호를 전송하는 제어 신호이다.

    
전원 회로(105)가 생성하는 전압 신호 중, 참조 번호(112)는 신호 구동 회로(103)에 전송하는 계조 전압 신호이고, 
액정 패널(106)에 전송하는 표시 데이타에 따른 계조 전압의 기준이 되는 전압을 전송한다. 참조 번호(113)는 주사 
구동 회로(104)에 전송하는 주사 전압 신호이고, 참조 번호(114)는 액정(119), 보상 용량(120)의 대향 전극(119C, 
120C)으로의 공급 전선, 참조 번호(115)는 표시 데이타에 대응한 계조 전압을 전송하는 신호선군이고, 참조 번호(11
6)는 주사 라인을 선택, 비선택 상태로 하는 주사 전압을 전송하는 주사선군이다. 참조 번호(117)는 액정 패널(106)
을 구성하는 화소부이고, 신호선군(115)과 주사선군(116)의 교차부에 형성되기 때문에, 액정 패널(105)은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다. 화소부(115) 중, 참조 번호(118)는 스위칭 소자인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er, 이하, 
TFT라 불리운다)이고, 참조 번호(119)는 액정이고, 참조 번호(120)는 보상 용량이고, 참조 번호(121)는 소스 전극
이고, 참조 번호(122)는 주사선(게이트선이라고도 불리운다: 116)과 소스 전극 사이에 구성되는 게이트·소스 간 기
생 용량이다. 참조 번호(123)는 보정 전압을 인가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설정 회로이고, 참조 번호(124)는 설정 회로(
123)가 출력하는 설정 신호이다.
    

    
도 13에 있어서, 참조 번호(801)는 수직 동기 신호 VSYNC이고, 1프레임에 1회의 비율로 유효하게 되는 신호이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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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번호(802)는 수평 동기 신호 HSYNC이고, 1수평 기간에 1회의 비율로 유효하게 되는 신호이다. 참조 번호(803)는 
도트 클럭 DotCLK이고, 표시 데이타에 동기한 동작 주파수를 갖는 클럭이다. 참조 번호(804)는 대향 전압 Vcom이 정
극성일 때에 유효가 되는 보정 전압 기간을 설정하는 신호 PBST이고, 참조 번호(805)는 대향 전압 Vcom이 부극성일 
때에 유효가 되는 보정 전압 기간을 설정하는 신호 NBST이다.
    

참조 번호(811)는 교류화 신호 M이고, 액정 패널(106)에 정극성 계조 전압과, 부극성계조 전압을 인가하는 신호이고, 
1수평 주기마다 반전한다. 참조 번호(828)는 대향 전압 Vcom이 정극성일 때에 유효가 되는 보정 전압 기간을 설정하
는 신호 PBSTSET이고, 참조 번호(830)는 대향 전압 Vcom이 부극성일 때에 유효가 되는 보정 전압 기간을 설정하는 
신호 NBSTSET이다.

    
참조 번호(806, 808)는 플립플롭이고, 각각 수직 동기 신호(801), 수평 동기 신호(802)를 분주하는 기능을 갖고, 각
각 분주 신호(807, 809)를 생성한다. 참조 번호(810)는 배타적 논리 OR 회로이다. 참조 번호(812)는 카운터이고, 수
평 동기 신호(802)로 리셋트 상태가 되고, 도트 클럭(803)에 동기하여 카운트업한다. 참조 번호(813)는 카운터(812)
의 출력 신호이고, 참조 번호(814, 816)는 각각 PBSTSET(804), NBSTSET(805)의 설정치를 디코드하는 디코드 
회로이고, 참조 번호(815, 817)는 각디코드 회로의 출력 신호이다. 참조 번호(818, 820)는 비교 회로이고, 카운터(8
12)가 출력하는 카운트치와, 디코드 회로(814, 816)가 출력하는 디코드치가 일치한 시점에서, 유효 펄스를 생성한다. 
참조 번호(819, 821)는 각각 비교 회로(818, 820)가 생성하는 유효 펄스를 전송하는 출력 신호이다. 참조 번호(822, 
824)는 JK 플립플롭이고, 수평 동기 신호(802)가 유효하게 되면 셋트되고, 출력 신호(819, 821)에 유효 펄스가 출력
되면 리셋트되는 동작을 행한다. 참조 번호(823, 825)는 JK 플립플롭(822, 824)의 출력 신호이다. 참조 번호(827, 
829)는 AND 회로이고, 교류화 신호(811)와 게이트하여, PBST(828), NBST(830)의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도 14는 도 13에 도시된 각 타이밍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의 동작을 나타낸 타이밍차트도이다.

    
도 15에 있어서, 참조 번호(1001)는 교류화 신호 'M'의 교류 성분만 유효하게 하고, 직류 성분을 커트하기 위한 컨덴
서이고, 참조 번호(1002)는 그 출력을 받는 저항이고, 참조 번호(1003)는 직류 성분이 컷트된 교류화 신호 'M'의 구
동 능력을 증폭시키기 위한 버퍼 증폭기이고, 참조 번호(1004)는 버퍼 증폭기(1003)의 피드백계에 이용하는 컨덴서
이고, 참조 번호(1005, 1006)는 각각 버퍼 증폭기(1003)의 피드백계에 이용하는 다이오드이다. 참조 번호(1007)는 
버퍼 증폭기의 출력 전류치를 결정하는 저항이다. 참조 번호(1008, 1009)는 기준 전압을 생성하는 분할용의 저항이다. 
참조 번호(1010)는 대향 전극 전압 교류화용의 버퍼 증폭기이고, 참조 번호(1011, 1012, 1013)는 대향 전압 Vcom
의 기준 전압을 설정하는 저항 및 볼륨 저항이다. 참조 번호(1014)는 볼륨 저항의 출력에 설치된 저항으로 전류치를 
결정한다. 참조 번호(1015, 1016)는 각각 버퍼 증폭기(1010)의 전류를 증폭하기 위한 버퍼 트랜지스터이고, 참조 번
호(1017, 1018)는 각각 버퍼 증폭기(1010)와 버퍼 트랜지스터(1015, 1016)의 피드백계에 설치한 저항이다. 참조 
번호(1019)는 대향 전압 Vcom 보정 전압 기간 신호 'PBST'의 교류 성분만 유효하게 하고, 직류 성분을 컷트하기 위
한 컨덴서이고, 참조 번호(1020)는 그 출력을 받는 저항이고, 참조 번호(1021)는 다이오드이고, 참조 번호(1022)는 
스위칭 동작을 행하는 트랜지스터이고, 참조 번호(1023)는 저항이다. PBST가 'High' 레벨일 때 트랜지스터(1022)는 '
온' 상태가 되고, 버퍼 증폭기(1010)와 버퍼 트랜지스터(1015, 1016)의 피드백계의 전류를 인입하는 동작을 한다.
    

참조 번호(1024)는 대향 전압 Vcom 보정 전압 기간 신호 'NBST'의 교류 성분만 유효하게 하고, 직류 성분을 컷트하
기 위한 컨덴서이고, 참조 번호(1025)는 그 출력을 받는 저항이고, 참조 번호(1026)는 다이오드이고, 참조 번호(102
7)는 스위칭 동작을 하는 트랜지스터이고, 참조 번호(1028)는 저항이다. NBST가 'High' 레벨일 때 트랜지스터(102
7)는 '온' 상태로 되고, 버퍼 증폭기(1010)와 버퍼 트랜지스터(1015, 1016)의 피드백계의 전류를 인입하는 동작을 
행한다.

    
도 16에 있어서, Vcom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이용한 대향 전극에 인가하는 대향 전압이고, 보정 기간 신호 'PB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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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T'가 'High' 레벨 시에 보정 전압을 인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대향 전극 전압 Vcom이 고전위 전압으로 천
이하였을 때, 소정의 대향 전극 전압 레벨인 VcomH에 대해, ΔVcomH만큼 고전위 레벨이 된다. 또한, 대향 전극 전압 
Vcom 저전위 전압으로 천이하였을 때, 소정의 대향 전극 전압 레벨인 VcomL에 대해, ΔVcomL만큼 고전위 레벨로 된
다. 이 보정 전압 기간은, 액정 패널의 부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도 17a, 도 17b는 본 실시예에 따른 백 표시전압을 인가하는 동작을 기재한 것으로, 도 17a는 부극성의 계조 전압을 
인가한 예이고, 도 17b는 정극성의 계조 전압을 인가한 예이다. 도 17a의 Vg는 주사선에 인가하는 전압 파형이고, Vg
on은 선택 전압 레벨이고, Vgoff는 비선택 전압 레벨이다. Vd는 신호선에 인가하는 계조 전압 파형이고, VdWH는 정
극성의 백 표시 전압이고, VdWL은 부극성의 백 표시 전압이다. Vcom1은 액정 패널(206)에 입력하는 대향 전극 전압 
파형이고, Vcom2는 액정 패널(2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파형이다. VcomHB는 정규의 정극성의 대향 전극 전압 V
comH에 대해 보정 전압 ΔVcomH를 부가한 것으로, VcomLB는 정규의 부극성의 대향 전극 전압 VcomL에 대해 보정 
전압 ΔVcomL을 부가한 것이다. Vs는 액정 패널(206) 내부의 화소부(118)의 소스 전극(121)의 소스 전압 파형이다. 
도 17b도 마찬가지이다.
    

도 18a, 도 18b는 본 실시예에 따른 흑 표시 전압을 인가하는 동작을 기재한 것으로, 도 18a는 부극성의 계조 전압을 
인가한 예이고, 도 18b는 정극성의 계조 전압을 인가한 예이다. Vd는 신호선에 인가하는 계조 전압 파형이고, VdBH는 
정극성의 흑 표시 전압이고, VdBL은 부극성의 흑 표시 전압이다. 다른 것은, 도 17a, 도 17b의 기재와 마찬가지이다.

다시, 도 1로부터 본 발명의 실시예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상세 동작을 설명한다.

인터페이스 신호(101)로 전송되는 표시 데이타 및 동기 신호를 인터페이스 회로(102)로 입력하고, 인터페이스 회로(
102)에서는, 신호 구동 회로(103)를 제어하는 제어 신호(107), 주사 구동 회로(104)를 제어하는 제어 신호(108), 
전원 회로(105)를 제어하는 액정 교류화 신호(109) 및 제어 신호(110, 111)를 생성한다.

    
신호 구동 회로(103)에서는, 1수평 라인분의 표시 데이타를 차례로 입력하고, 1수평 라인분의 표시 데이타의 입력이 
끝나면, 입력된 1수평 라인분의 표시 데이타에 대응한 계조 전압을 신호선군(115)으로부터 1수평 라인분을 동시에 출
력한다. 이 1수평 라인분의 계조 전압을 신호 구동 회로(103)는 1수평 기간 중 계속해서 출력한다. 또한, 이 때 신호 
구동 회로(103)는 다음 수평 라인의 표시 데이타를 차례로 입력하는 동작을 평행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회로(102)에서 출력되는 표시 데이타는 다음 수평 기간 중에 액정 패널(106)에 계조 전압으로 되어 출력되게 된다. 
이 동작을 신호 구동 회로(103)는 반복 행하고, 1 프레임분, 즉 1 화면분의 표시 데이타에 대응한 계조 전압을 액정 패
널(105)에 출력하게 된다. 또한, 신호 구동 회로(103)가 출력하는 계조 전압은, 계조 전압선(112)으로 전송되는 계조 
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계조 전압선(112)으로 전송되는 계조 전압의 기준 전압은, 흑 표시용의 
전압으로부터 백색 표시용의 전압까지, 복수 레벨의 전압으로 되어 있고, 본 실시예도 마찬가지로 기재한다. 주사 구동 
회로(104)에서는, 제어 신호(108)에 동기하여 제1 라인으로부터 차례로 주사선(116)에 선택 전압을 인가한다. 이 때, 
각 화소부(117)의 TFT(118)는 선택 전압이 인가되면 선택 상태로 되고, 신호선군(115)으로부터 전송되는 계조 전압
을 액정(119) 및 보상 용량(120)에 인가한다. 그리고, 주사선(116)에 비선택 전압이 인가되면 다음에 선택 상태로 될 
때까지, 유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액정 디스플레이에서는, 화소부(117)가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라인 순차
로 주사하는 제어를 하고, 액정(119)에 인가한 전압 레벨로 투과하는 광량을 제어함으로써, 계조 표시를 실현하고 있
다. 또한, 여기까지의 기본적인 동작은,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도 2, 도 3a, 도 3b)와 마찬가지이다.
    

    
본 발명에서는, 인터페이스 회로(102)와 전원 회로(106)에 대향 전극 전압의 보정을 행하는 회로를 부가한 점을 특징
으로 한다. 즉,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플립플롭(806)은 수직 동기 신호를 분주하여, 도 13에 도시된 타이밍 차트
에 나타낸 분주 신호(807)를 생성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플립플롭(808)은 수평 동기 신호를 분주하여, 도 13에 도시
된 타이밍 차트에 나타낸 분주 신호(809)를 생성한다. 이 2종류의 분주 신호를 배타적 논리 OR 회로(810)에 입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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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성한 것이, 교류화 신호 'M'이다.
    

    
또한, 카운터(812)는 수평 동기 신호(802)로 리셋트가 걸리고, 입력하는 도트 클럭(803)에 따라서 카운트업 동작을 
행한다. 이것에 동기하여, JK 플립플롭(822, 824)은 셋트된다. 이 카운터(812)가 출력하는 카운트치와 PBSTSET(
804)를 디코더 회로(814)에서 디코드한 값, 및 NBSTSET(805)를 디코드 회로(816)에서 디코드한 값을 비교 회로
(822, 824)에서 비교하고, 유효 펄스를 신호선(823, 825)에 전송한다. JK 플립플롭(822, 824)은 신호선(823, 825)
으로부터 유효 펄스가 입력되면 리셋트된다. 따라서, 수평 동기 신호(802)가 입력된 타이밍부터, 신호선(823, 825)에 
유효 펄스가 유효하게 되는 타이밍까지의 기간이 보정 전압이 인가되는 기간이 된다. 그리고, AND 회로(827, 829)에
서 마스크 처리가 이루어지고, 교류화 신호(811)가 정극성인 경우, PBST(828)에 반영되고, 교류화 신호(811)가 부
극성인 경우, NBST(830)에 반영된다. 이 모습을 도 9에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상 신호 기간의 설정 신호 PBSTSE
T(804), NBSTSET(805)는 어느 것이나 도 1에 도시된 신호(124)에 포함되고, 설정 회로(123)에서 액정 패널(10
6)의 부하 조건에 따라서, 그 펄스폭은 용이하게 변경 가능해진다.
    

다음에, 도 16에 기재하는 보정 전압을 부가한 대향 전극 전압 Vcom의 생성에 대해서, 도 15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액정 교류화 신호 'M'에 정극성 전압('High' 레벨 전압)이 입력되면, 컨덴서(1001)에서 직류 성분이 컷트된다. 그리고, 
컨덴서(1004), 저항(1002)을 통해 전류가 흐르고, 버퍼 증폭기(1003)의 출력은 서서히 저하하여, 컨덴서(1004)의 
양단의 전위차가 다이오드(1006)의 순방향 전압을 초과하면 다이오드(1006)가 도통하게 되고, 출력 전압은 저전위측
의 일정한 전압치로 된다. 또한, 액정 교류화 신호 'M'에 부극성 전압('Low' 레벨 전압)이 입력되면, 컨덴서(1001)에
서 직류 성분이 컷트된다. 그리고, 컨덴서(1004), 저항(1002)을 통해 정극성 전압('High' 레벨 전압)과는 역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버퍼 증폭기(1003)의 출력은 서서히 증가하고, 컨덴서(1004)의 양끝의 전위차가 다이오드(1005)의 순
방향 전압을 초과하면 다이오드(1005)가 도통하게 되어, 출력전압은 고전위측의 일정한 전압치로 된다. 이상을 반복함
으로써, 저항(1008)과 저항(1009)으로 생성하는 기준 전압을 교류화의 중심 전압 레벨로 하여, 버퍼 증폭기(1003)의 
출력으로 교류화된 전압 파형이 얻어진다. 또한, 이 전압 파형은 저항(1007)을 통함으로써 전류치로서 변화한다. 이 
변화한 전류치는 버퍼 증폭기(1010)의 부극성 입력 단자에 입력되고, 증폭되어 출력되게 된다. 버퍼 증폭기(1010)의 
부극성 입력 단자부에서는, 저항(1007)을 흐르는 전류량과, 저항(1014)을 흐르는 전류와, 저항(1017, 1018)을 흐르
는 전류가 가상 쇼트의 원리에 따라 일치한다. 따라서, 버퍼 증폭기(1010)와 버퍼 트랜지스터(1015, 1016)의 피드백
계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 함으로써, 대향 전극 전압 Vcom의 전압치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대향 전극 전
압 Vcom이 정극성(고전위) 전압 레벨에 위치할 때에, 보정 신호 PBST를 'High' 레벨 전압으로 함으로써, 트랜지스터
(1022)는 선택 상태로 되고, 저항(1023)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때, 저항(1017)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1018)과 
저항(1023)에 흐르는 전류와 분리되기 때문에, 저항(1018)의 전류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대향 전극 전압 Vcom은, 
보다 많은 전류를 흘리려면 대향 전극 전압 레벨을 고전위에 시프트하고, 이에 따라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보정 전압
이 인가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정 신호 PBST(1019)를 'Low' 레벨 전압으로 함으로써, 트랜지스터(1022)는 비선택 
상태로 되고, 저항(1023)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이 때, 저항(1018)에 흐르는 전류를 저감시키는 동작이 발생
하고, 대향 전극 전압 Vcom은 정규의 전압 레벨로 시프트하게 된다. 또한, 보정 신호 NBST의 극성에 의한 그 동작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액정 패널(106) 내부의 상세 동작에 대해, 도 17a, 도 17b, 도 18a, 도 18b의 구동 파형도를 이
용하여 설명한다.

    
시간에 따른 각 전압 파형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 17a에 도시된 부극성의 백 표시 전압 VdWL을 인가하는 경우, 
주사선에 선택 전압 Vgon이 인가되면 'T1''기간에서는, 소스 전압 Vs는 전 라인의 드레인 전압 Vd의 전압 레벨로 천이
한다 (고전위로 시프트). 그 후, 'T2' 기간에서 대향 전극 전압이 교류화되면, TFT(118)의 기록 속도보다도, 이 대향 
전극 전압의 변화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소스 전압 Vs의 전위는 도 1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향 전극 전압의 교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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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고전위로 시프트한다. 이 때 대향 전극 전압 Vcom의 전압 레벨은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 미리 고전위 전
압 레벨(VcomHB)로 보정한다. 그 후, 'T3', 'T4' 기간에서 소스 전압 Vs는 드레인 전압 Vs의 전위까지 천이하지만, '
T3' 기간에서는, 소스 전압 Vs가 액정 패널(1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보다도 고전위 상태이고, 'T4' 기간에
서는, 소스 전압 Vs가 액정 패널(1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보다도 저전위 상태로 된다. 이 동작에 있어서, 
소스 전압 전위가 대향 전극 전압 전위에 대해, 매우 고전위에 위치하지만, 대향 전극 전압 Vcom1, Vcom2에 보정 전
압을 부가함으로써, 전압 왜곡량을 저감하여, 그 수속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노린다. 다음에, 'T5' 기간에서, 대향 전
극 전압 Vcom1, Vcom2가 정규의 대향 전극 전압 레벨로 천이하기(저전압 레벨측에 시프트) 때문에, 소스 전극 전압 
Vs는 일단, 저전위측으로 천이한다. 그 후, 대향 전극 전압 Vcom1, Vcom2가 안정하면, 다시 소스 전압 Vs는 입력되
는 드레인 전압 VdWL까지 천이한다. 그리고, 'T7' 기간에서는, 대향 전극 전압 Vcom2 및 소스 전압 Vs는 원하는 전
압 레벨로 천이하게 된다. 이 때의 액정(119)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는 -VrmsWL3으로 된다. 또한, 주사선에 비선
택 전압이 인가되고, TFT(118)가 '오프' 상태로 천이하면 , 앞에서 기재한 기생 용량(122)에서 전압의 변동 현상이 
발생한다. 이 변동 전압 레벨은, ΔVgsWL로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액정(119)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는 -Vrm
sWL4(=-VrmsWL3-ΔVgsWL)로 된다. 이 실효 전압치는,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액정 패널(2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와 원하는 대향 전극 전압 Vcom1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실효 전압치이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기재하는 정극성(고전위)의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위로 볼록한 보정 전압을 인가하는 것은, 액
정 패널(1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의 수속율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다음에, 도 17b에 도시된 정극성의 백 표시 전압 VdWH를 인가하는 경우, 주사선에 선택 전압 Vgon이 인가되면 'T1' 
기간에서는, 소스 전압 Vs는 전 라인의 드레인 전압 Vd의 전압 레벨로 천이한다(고전위로 시프트). 그 후, 'T2' 기간에
서 대향 전극 전압이 교류화되면, TFT(118)의 기록 속도보다도, 이 대향 전극 전압의 변화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소스 
전압 Vs의 전위는 도 1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향 전극 전압의 교류화에 따라서 저전위로 시프트한다. 이 때 대향 전
극 전압 Vcom의 전압 레벨은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 미리 고전위 전압 레벨(VcomLB)로 보정한다. 그 후, 'T3', 'T
4' 기간에서 소스 전압 Vs는 드레인 전압 Vs의 전위까지 천이하지만, 'T3' 기간에서는, 소스 전압 Vs가 액정 패널(10
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보다도 저전위 상태이고, 'T4' 기간에서는, 소스 전압 Vs가 액정 패널(1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보다도 저전위 상태가 된다. 이 동작에 있어서, 대향 전극 전압 전위는 정규의 대향 전극 전압 
레벨에 대해 고전위에 위치시키도록, 대향 전극 전압 Vcom1, Vcom2에 보정 전압을 부가함으로써, 소스 전압 Vs의 수
속율을 빠르게 하고 있다. 이 결과, 대향 전극 전압의 수속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노린다. 다음에, 'T5' 기간에서, 대향 
전극 전압 Vcom1, Vcom2가 정규의 대향 전극 전압 레벨로 천이하기 (저전압 레벨측에 시프트)때문에, 소스 전극 전
압 Vs는 일단, 저전위측으로 천이한다. 그 후, 대향 전극 전압 Vcom1, Vcom2가 안정하면, 다시 소스 전압 Vs는 입력
되는 드레인 전압 VdWH까지 천이한다. 그리고, 'T7' 기간에서는, 대향 전극 전압 Vcom2 및 소스 전압 Vs는 원하는 
전압 레벨로 천이하게 된다. 이 때의 액정(119)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는 VrmsWH3으로 된다. 또한, 주사선에 비선
택 전압이 인가되고, TFT(118)가 '오프' 상태로 천이하면, 앞에서 기재한 기생 용량(122)에서 전압의 변동 현상이 발
생한다. 이 변동 전압 레벨은, ΔVgsWH로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액정(119)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는 VrmsWL
4(=VrmsWL3-ΔVgsWL)로 된다. 이 실효 전압치는,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액정 패널(2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와 원하는 대향 전극 전압 Vcom1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실효 전압치이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기재하는 부극성(저전위)의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위로 볼록한 보정 전압을 인가하는 것은, 기
록 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액정 패널(1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의 수속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도 18a에 도시된 부극성의 흑 표시 전압 VdBL을 인가하는 경우, 주사선에 선택 전압 Vgon이 인가되면 'T1' 기간에서
는, 소스 전압 Vs는 전 라인의 드레인 전압 Vd의 전압 레벨로 천이한다(고전위로 시프트). 그 후, 'T2' 기간에서 대향 
전극 전압이 교류화되면, TFT(118)의 기록 속도보다도, 이 대향 전극 전압의 변화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소스 전압 V
s의 전위는 도 18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향 전극 전압의 교류화에 따라서 고전위로 시프트함과 함께, 드레인 전압 V
d의 전위까지 천이하여 안정한다. 이 때 대향 전극 전압 Vcom의 전압 레벨은 백 표시 전압을 인가할 때의 전압 보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고전위 전압 레벨(VcomHB)로 보정한다. 그 후, 'T3' 기간에서 대향 전극 전압 Vcom1, Vcom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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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의 대향 전극 전압 레벨로 천이하기(저전압 레벨측에 시프트)때문에, 소스 전극 전압 Vs는 일단, 저전위측으로 천
이한다. 그 후, 대향 전극 전압 Vcoml, Vcom2가 안정하면 , 다시 소스 전압 Vs는 입력되는 드레인 전압 VdBL까지 천
이한다. 그리고, 'T4' 기간에서는, 대향 전극 전압 Vcom2 및 소스 전압 Vs는 원하는 전압 레벨로 천이하게 된다. 이 때
의 액정(119)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는 VrmsBL3으로 된다. 또한, 주사선에 비선택 전압이 인가되고, TFT(118)가 '
오프' 상태로 천이하면, 앞에서 기재한 기생 용량(122)에서 전압 변동 현상이 발생한다. 이 변동 전압 레벨은 ΔVgsB
L로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액정(119)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는 -VrmsBL4(=VrmsBL3-ΔVgsBL)로 된다. 이 
실효 전압치는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액정 패널(106)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2와 원하는 대향 전극 전압 Vc
om1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실효 전압치이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기재하는 정극성(고전위)의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위로 볼록한 보정 전압을 인가하여도, 기록 
전압량이 적기 때문에, 전압 실효치에 대한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에, 도 18a에 도시된 정극성의 흑 표시 전압 VdBH를 인가하는 경우, 주사선에 선택 전압 Vgon이 인가되면 'T1' 
기간에서는, 소스 전압 Vs는 전 라인의 드레인 전압 Vd의 전압 레벨로 천이한다(고전위로 시프트). 그 후, 'T2' 기간에
서 대향 전극 전압이 교류화되면, TFT(118)의 기록 속도보다도, 이 대향 전극 전압의 변화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소스 
전압 Vs의 전위는 도 18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향 전극 전압의 교류화에 따라서 저전위로 시프트함과 함께, 드레인 
전압 Vd 레벨로 천이한다. 이 때 대향 전극 전압 Vcom의 전압 레벨은, 백 표시 전압을 인가하기 때문에, 미리 고전위 
전압 레벨(VcomLB)로 보정해 놓는다. 그 후, 소스 전압 Vs는 드레인 전압 Vd의 전위까지 천이한다. 그 후, 'T3' 기간
에서 대향 전극 전압 Vcom1, Vcom2가 정규의 대향 전극 전압 레벨로 천이하기(저전압 레벨측으로 시프트) 때문에, 
소스 전극 전압 Vs는 일단, 저전위측으로 천이한다. 그 후, 대향 전극 전압 Vcom1, Vcom2가 안정되면, 다시 소스 전
압 Vs는 입력되는 드레인 전압 VdBL까지 천이한다. 그리고, 'T4' 기간에서는, 대향 전극 전압 Vcom2 및 소스 전압 V
s는 원하는 전압 레벨로 천이하게 된다. 이 때의 액정(119)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는 VrmsBH3으로 된다. 또한, 주사
선에 비선택 전압이 인가되고, TFT(118)가 '오프' 상태로 천이하면, 앞에서 기재한 기생 용량(122)에서 전압 변동 현
상이 발생한다. 이 변동 전압 레벨은, ΔVgsBL로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액정(119)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는 Vr
msBH4(=VrmsBH3-ΔVgsBH)로 된다. 이 실효 전압치는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액정 패널(106) 내부의 대향 전
극 전압 Vcom2와 원하는 대향 전극 전압 Vcom1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실효 전압치이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기재하는 정극성(고전위)의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위로 볼록한 보정 전압을 인가하여도, 기록 
전압량이 적기 때문에, 전압 실효치에 대한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에 기재하는 대향 전극 전압에 보정 전압을 가함으로써, 대향 전극 전압의 파형 왜곡을 보정할 
수 있고, 표시 데이타에 의존하지 않고, 양호한 표시 화면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일단 최종 목적의 대향 전극 전압 레벨보다도 고전위의 대향 전극 전압을 인가할 때
의, 고전위의 대향 전극 전압을 인가하는 시간과 휘도 변화량의 관계를 도 14에 기재하고, 최종 목적의 대향 전극 전압 
레벨과 일단 고전위 전압으로 한 대향 전극 전압 레벨의 전위차와, 휘도 변화량의 관계를 도 19에 기재한다.

도 19에 있어서, 종축은 스미어 레벨이고, 종래예의 도 6에서 기재한 'A' 영역의 백 표시 구형의 좌우의 배경 표시 휘도 '
BA' 와 'B' 영역의 배경 표시 휘도 'BB'와의 휘도차로부터 이하과 같이 구해진다.

수학식 2
ΔB=｜(BB-BA) /BB｜

    
따라서, 본 종래예과 같이, 'A' 영역의 백 표시 구형의 좌우의 배경 표시 휘도 'BA'가 'B' 영역의 배경 표시 휘도 'BB' 
보다도 어두워지는 경우, 플러스의 값이 절대치 환산된다. 또한, 이 스미어 레벨은 3% 이내가 사람의 눈에 휘도차로서 
보이지 않는 레벨이다. 또한, 횡축은, 1수평 기간 중, 최종 목적의 대향 전극 전압 레벨보다도 고전위 전압으로 한 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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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 전압을 인가하고 있는 시간의 비율이며, 예를 들면, 수평 해상도 1024도트, 수직 라인수 768라인의 액정 패널에
서는, 1수평 시간은 약 16㎲이기 때문에, 50%는 약 8㎲로 된다. 또한, 이 때의 최종 목적의 대향 전극 전압 레벨과 일
단 고전위 전압으로 한 대향 전극 전압 레벨의 전위차는 1.5V로서 기재하고 있다. 도 19로부터 말하면, 보정 전압을 약 
50%(8㎲)로부터 75%(12㎲)의 기간 인가함으로써, 스미어 레벨은 3%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보정 전압 인가 기간이 짧으면, 보정 전압을 인가하는 효과가 없고, 또한, 보정 전압 인가 기간이 길면 대향 전극 전압이 
최종 원하는 대향 전극 전압 레벨로 도달하지않는 것을 의미한다.
    

    
도 20에 있어서, 종축은 스미어 레벨이고, 횡축은 최종 목적의 대향 전극 전압 레벨과 일단 고전위 전압으로 한 대향 전
극 전압 레벨의 전위차이고, 보정 전압 인가 기간을 10㎲로 한 경우의 예이다. 도 20으로부터 말하면, 보정 전압을 1V
로부터 2V 인가함으로써, 스미어 레벨은 3%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보정 전압의 전압 레벨이 
낮으면, 보정 전압을 인가하는 효과가 없고, 또한, 보정 전압의 전압 레벨이 높으면 대향 전극 전압이 최종 목적의 대향 
전극 전압 레벨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설명에 있어서, 정극성(고전위)의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일단 최종 목적의 대
향 전극 전압 레벨보다도 고전위의 대향 전극 전압을 인가하는 것과, 부극성(마이너스 전위)의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일단 최종 목적의 대향 전극 전압 레벨보다도 고전위의 대향 전극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종래에 문제로 되어 있는 횡 스
미어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이지만, 본 발명이 가장 효과를 나타내는 예로서 예를 들면, 액정 용량이 작은 
TFT 액정 패널이다. 즉, 액정 용량이 작으면 소스 게이트 간 기생 용량에 변동되는 변동 전압량 ΔVgs가 증가하고, 도 
12b에 기재한 부극성(저전위)의 대향 전극 전압으로 천이할 때에 소스 전극 전압 레벨의 기록 마진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액정 재료 용량이 작은 방식으로서, 동일 기판 상에 구성한 2개의 전극 사이의 기판면에 거의 평행한 전계에 의
해 액정을 동작시키고, 2개의 전극의 간극으로부터 액정에 입사한 광을 변조하여 표시하는 방식인 횡 전계 방식의 액정
을 채용한 TFT 액정 디스플레이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의 다른 실시 형태를 도 1 및 도 21, 도 22, 도 23, 도 2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1은, 인터페이스 회로 내의 전압 보정량을 계산하는 회로도이다. 도 22는 본 실시형태의 인터페이스 회로내의 표
시 데이타에 따라, 1수평 기간 내에서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에 보정을 행하는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보정 기간 제어 신
호를 생성하기 위한 회로도이다. 도 23은, 도 22에서 생성된 보정 기간 제어 신호를 이용한 본 실시 형태의 전원 회로 
내의 대향 전극 전압 보정 회로도이다. 도 24는 본 실시 형태의 구동 파형도이다.

도 21에 도시된 보정량 데이타 생성 회로에서, 참조 번호(701, 702, 703)는 로드 기능이 부가된 카운터이고, 참조 번
호(704, 705, 706)는 각각 카운터(701, 702, 703)가 출력하는 데이타 버스이고, 참조 번호(707, 708, 709)는 래치 
회로이고, 참조 번호(710, 711, 712)는 각각 래치 회로(707, 708, 709)가 출력하는 데이타 버스이고, 참조 번호(71
3)는 가산 회로이다.

RD[7:0]는 적색 표시 데이타이고, GD[7:0]는 녹색 표시 데이타이고, BD[7:0]는 청색 표시 데이타이고, DCLK는 앞
의 각 표시 데이타에 동기한 클럭이고, HSYNC는 수평 동기 신호이고, VSYNC는 수직 동기 신호이고, 이들 모든 신호
도 도 1에 도시된 인터페이스 신호(101)에 포함되어 시스템(도시하지 않음)으로부터 전송된다.

    
도 22에 도시된 보정 기간 제어 신호 생성 회로에서, 참조 번호(801)는 래치 회로이고, 참조 번호(802)는 래치 회로(
801)의 출력 데이타 버스이고, 참조 번호(803)는 로드 기능이 부가된 카운터 회로이고, 참조 번호(804)는 카운터 회
로(803)의 출력 데이타 버스이고, 참조 번호(805)는 래치 회로(801)로부터 출력되는 표시 데이타량을 대향 전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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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치에 보정을 행하는 기간에 대응한 카운트치에 데이타를 변환하는 디코더 회로로 이루어지는 데이타 변환 회로이고, 
참조 번호(806)는 디코더 회로로 이루어지는 데이타 변환 회로(805)의 출력 데이타 버스이고, 참조 번호(807)는 일
치 회로이고, 참조 번호(808)는 일치 회로(807)의 출력 신호선이고, 참조 번호(809)는 JK 플립플롭이다. DCLK, H
SYNC, VSYNC는 도 7에 도시된 신호와 동일하다.
    

    
도 23에 도시된 대향 전극 전압 보정 회로에서, 참조 번호(901, 902)는 전압 분할용의 저항이고, 참조 번호(903)는 
대향 전극 전압의 보정 전압선이고, 참조 번호(904, 905, 906)는 전압 분할용의 저항이고, 참조 번호(907)는 정극성
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선이고, 참조 번호(908)는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선이고, 참조 번호(909)는 아날로그 
전압 가산 회로이고, 참조 번호(910)는 아날로그 전압 감산 회로이고, 참조 번호(911, 912)는 각각 아날로그 전압 가
산 회로(909), 아날로그 전압 감산 회로(910)의 출력 전압선이고, 참조 번호(913, 914)는 각각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이고, 참조 번호(915, 916)는 각각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913, 914)의 출력 전압선이고, 참조 번호(917)는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이고, 참조 번호(918)는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917)의 출력 전압선이고, 참조 번호(919)
는 전류 증폭 회로이다.
    

    
도 24에 있어서, CL1는 수평 동기 신호이고, 1수평 기간에 1회의 비율로 유효해지고, 1수평 라인분의 계조 표시 데이
타를 계조 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타이밍 신호가 된다. M은 액정 교류화 신호이고, '로우' 레벨시, 대향 전극 전압 
Vcom을 부극성으로 하고, '하이' 레벨시, 대향 전극 전압 Vcom을 정극성으로 하는 제어를 행한다. Vdc는 tH1, tH2, 
tH5에서 회색 표시를 행하는 계조 전압을, tH3, tH4의 기간에서 백색 표시를 행하는 계조 전압을, tH5, tH6에 의해 
밝은 회색 표시를 행하는 계조 전압을, tH7, tH8로 밝은 회색 표시를 행하는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신호선의 계조 전압 
파형이다. Vdd는 tH1, tH2, tH3, tH4, tH5, tH6, tH7, tH8, tH9의 모두 회색 표시를 행하는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신호선의 계조 전압 파형이다.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대해, 실선(VcomC)은, 도 1에 도시된 전원 회로(106)의 출력
단의 대향 전극선(113)의 파형도이고, 파선(VcomD)은, 액정 패널(105) 내부의 파형도이다.
    

    
도 21에 도시된 보정량 데이타 생성 회로는 인터페이스 회로(102) 내에 배치되고, 전압 보정 데이타를 나타내는 제어 
신호(110)를 출력한다. 본 보정량 데이타 생성 회로에서, 적색 표시 데이타 RD[7:0] 중 최상위 비트 RD7, 녹색 표시 
데이타 GD[7:0]중 최상위 비트 GD7, 청색 표시 데이타 BD[7:0] 중 최상위 비트 BD7이 유효해지면, 각각의 카운터(
701, 702, 703)는 도트 클럭 DCLK에 동기하여, 카운트 업해 간다. 각 표시 데이타가 유효가 아닌 경우에는, 카운트업 
동작을 하지 않는다.
    

수평 동기 신호 HSYNC가 유효해지면 각 카운터(701, 702, 703)에서 카운트한 값이, 각각의 래치 회로(707, 708, 7
09)로 유지된다. 이 때 각 카운터(701, 702, 703)는 카운트 데이타가 수평 동기 신호 HSYNC에 의해 클리어된다. 그
리고, 래치 회로(707, 708, 709)로 기억한 적색 표시 데이타, 녹색 표시 데이타, 청색 표시 데이타는 가산 회로(713)
로 가산함으로써, 1수평 기간의 데이타량을 검출한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백색 표시 데이타가 많은 경우, 보정량 데이타치가 많아지 도록 제어한다.

    
인터페이스 회로(102)에 포함된, 도 22에 도시된 보정 기간 제어 신호 생성 회로에서는, 표시 데이타에 따라, 1수평 
기간 내에서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에 보정을 행하는 기간을 제어하기 위한 보정 기간 제어 신호(111)를 출력한다. 본 
보정 기간 제어 신호 생성 회로에서, 도 21에 도시된 보정량 데이타 생성 회로에서 전송된 보정 데이타는 래치 회로(8
01)로 유지된다. 그리고, 보정 데이타는 디코더 회로로 이루어지는 데이타 변환 회로(805)로, 1수평 기간의 클럭수이
하의 범위의 값을 갖는 디지탈데이타로 변환된다. 따라서, 디코더 회로로 이루어지는 데이타 변환 회로(805)는 보정 
데이타에 따라 보정 기간에 대응하는 디지탈 데이타가 증가/감소하도록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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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 형태에서는, 예를 들면 백색 표시 데이타가 많은 경우, 보정 전압을 인가한 대향 전극 전압의 선택 시간이 길어
지도록, 클럭수가 증가하도록 보정 기간에 대응한 디지탈 데이타를 제어한다.

한편, 카운터 회로(803)는 도트 클럭에 동기하고, 항상 카운트업 동작으로 하여 행한다다. 카운터(803)의 카운터 데이
타는 수평 동기 신호 HSYNC에 의해 클리어된다. 카운터(803)의 카운터 데이타는 참조 번호(804)의 데이타 버스로 
일치 회로(807)에 전송된다.

일치 회로(807)에서, 상기된 보정 데이타량에 따라 변환된 보정 기간에 대응하는 디지탈 데이타(806)와, 카운터(803)
의 출력인 카운터 데이타(804)가 일치한 경우, 참조 번호(808)에 신호가 출력된다.

JK 플립플롭(809)에서는 일치 회로(807)의 출력 신호(808)와, 수평 동기 신호 HSYNC가 입력되고,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수직 상승으로부터 일치 회로(867)의 출력 신호(808)의 수직 상승까지의 기간 '하이' 레벨을, 참조 번호(8
07)의 출력 신호(808)의 수직상승으로부터, 1수평 기간의 끝까지의 기간 '로우' 레벨이 되는 보정 기간 제어 신호가, 
신호선(111)으로부터 출력된다.

    
도 21에서 산출된 보정 데이타량은 제어 신호(110)로, 도 22에서 생성된 보정 기간 제어 신호(111)는 전원 회로(10
6)에 포함되는 대향 전극 전압 보정 회로(도 23)로 전송된다. 도 9에 도시된 대향 전극 전압 보정 회로에서, 전압 분할
용 저항(901, 902)에 의해 생성된 대향 전극 전압 보정용의 전압은, 참조 번호(903)에 의해 전송되고, 아날로그 전압 
가산 회로(909)와, 아날로그 전압 감산 회로(910)에 입력된다. 또한, 전압 분할용 저항(904, 905, 906)에 의해 생성
되는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907)이, 아날로그 전압 가산 회로(909)에 입력되고,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
압(908)이, 아날로그 전압 감산 회로(910)에 입력된다.
    

아날로그 전압 가산 회로(909)에서는 상기 대향 전극 전압 보정용의 전압과, 상기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이 가
산 출력되고, 아날로그 전압 감산 회로(910)에서는, 상기 대향 전극 전압 보정용의 전압과, 상기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이 감산 출력된다.

    
아날로그 전압 가산 회로(909)의 출력과, 상기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은,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913)에 입
력되고, 인터페이스 회로 내의 도 8에 도시된 표시 데이타에 따라, 1수평 기간 내에서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에 보정을 
행하는 기간을 제어하기 위한 보정 기간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에서 전송되는 제어 신호(111)에 의해,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수직상승으로부터, 보정 데이타량에 따라 변화하는 보정 기간에 대응한 도트 클럭수의 기간은, 아날로
그 전압 가산 회로(909)의 출력이 선택되고, 1수평 기간의 남는 기간은, 상기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이 선택되
고,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917)로 출력된다.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전압 감산 회로(910)의 출력과, 상기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은,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
(914)에 입력되고, 상기 대향 전극 전압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신호(111)에 의해,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수직상승
으로부터, 보정 데이타량에 따라 변화하는 보정 기간에 대응한 도트 클럭수의 기간은, 아날로그 전압 감산 회로(910)
의 출력이 선택되고, 1수평 기간의 나머지 기간은, 상기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이 선택되고,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917)에 출력된다.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913, 914)로부터 출력되는 전압은,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917)에 입력하고, 액정 교류화 
신호(109) 'M'의 극성에 따라 선택되고, 전류 증폭 회로(919)를 통해, 대향 전극(114)에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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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백색 표시 데이타가 많은 경우에는, 도 22에 도시된 보정 기간 제어 신호 생성 회로에서 생성된 보정 기간을 제
어하기 위한 보정 기간 제어 신호(111)와, 도 23에 도시된 대향 전압 보정 회로에 따라, 도 24에 도시된 tH3, tH5, t
H7 기간의 VcomC의 전압 파형과 같이, 보정 데이타량에 따라 각각 조정된 기간 Δt1, Δt2, Δt3 동안,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에 대향 전극 전압 보정용 전압 ΔVcom을 가산하고, 전압 레벨을 상승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도 2
4에 도시된 tH4, tH6, tH8 기간의 VcomC의 전압 파형과 마찬가지로, 보정 데이타량에 따라 각각의 수평 기간으로 조
정된 Δt1, Δt2, Δt3의 기간만,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에 대향 전극 전압 보정용 전압 ΔVcom을 감산하고, 전
압 레벨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액정 패널(105) 내부의 대향 전압은, VcomD와 같이, 원래 이면 백색 표시 데이타량이 많고, 도 12에 도시된 
액정 패널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파형 VcomB와같이 기간 tH3, tH4와 기간 tH5, tH6과 기간 tH7, tH8으로, ΔVco
m1, ΔVcom2, ΔVcom3만 Vcom 전압이 증가/감소하는 경우라도, 대향 전극 전압 보정용 전압 ΔVcom을, 보정 데이
타량에 따라 변화하는 Δt의 기간만 가산/감산시킴에 따라, 실제로 액정(120)에 인가되는 전압 실효치 Vdrms는 일정
해진다.
    

이에 따라, 종래 액정 디스플레이로 발생하는 화질 열화를 저감하고, 고화질 표시를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본 실시 형태에서는, 적색 표시 데이타 RD[7:0] 중 최상위 비트 RD7, 녹색 표시 데이타 GD [7: 0] 중 최상위 
비트 GD7, 청색 표시 데이타 BD [7: 0] 중 최상위 비트 BD7만을 표시 데이타로부터 추출하고, 실질적으로는 256계조
의 표시 데이타 중 상위(128) 계조 중 어느 하나가 입력되면 표시 데이타 있고, 하위 128계조 중 어느 하나가 입력되
면 표시 데이타 없음으로 하고, 각 카운터(701, 702, 703)를 카운트업시키지만, 256계조를 3분할, 4분할 등하여, 각 
분할 영역에 웨이티드하여 보정 데이타를 결정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어서,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또 다른 실시형태를 도 25, 도 26, 도 27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5는 대향 전극 전압에, 1수평 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만 보정을 행하기 위한 보정 기간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
이다. 도 26은, 본 실시 형태의 전원 회로 내의 대향 전극 전압 보정 회로도이다. 도 27은, 본 실시 형태의 액정 디스플
레이의 구동 파형도이다.

도 25에서, 참조 번호(1101)는 로드 기능이 부가된 카운터 회로이고, 참조 번호(1102)는 카운터 회로(1101)의 출력 
데이타 버스이고, 참조 번호(1103)는 보정 기간에 대응한 클럭수의 데이타(고정치)이고, 참조 번호(1104)는 일치 회
로이고, 참조 번호(1105)는 일치 회로(1104)의 출력선이고, 참조 번호(1106)는 JK 플립플롭이다.

DCLK, HSYNC는 상술된 제1 실시 형태에서 설명한 도 7에 도시된 신호와 동일하다.

    
도 26에서, 참조 번호(1201, 1202)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회로이고, 참조 번호(1203, 1204)는 각각 디지탈/아날
로그 변환 회로(1201, 1202)가 출력하는 보정 전압이고, 참조 번호(1205, 1206, 1207)는 전압 분할용의 저항이고, 
참조 번호(1208)는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이고, 참조 번호(1209)는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이고, 참조 
번호(1210)는 아날로그 가산 회로이고, 참조 번호(1211)는 아날로그 감산 회로이고, 참조 번호(1212)는 아날로그 가
산 회로(1210)의 출력 전압이고, 참조 번호(1213)는 아날로그 감산 회로(1211)의 출력 전압이고, 참조 번호(1214, 
1215, 1216)는 전압 선택 회로이고, 참조 번호(1217)는 전압 선택 회로(1214)의 출력 전압이고, 참조 번호(1218)
는 전압 선택 회로(1215)의 출력 전압이고, 참조 번호(1219)는 전압 선택 회로(1216)의 출력 전압이고, 참조 번호(
1220)는 전류 증폭 회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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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에서 CL, M은 상기 도 24에 도시된 실시 형태와 동일하다.

    
Vde는 tH1, tH2, tH5에서 회색 표시를 행하는 계조 전압을, tH3, tH4의 기간에서 백색 표시를 행하는 계조 표시를 행
하는 계조 전압을, tH5, tH6에서 보다 밝은 회색 표시를 행하는 계조 전압을, tH7, tH8에서 밝은 회색 표시를 행하는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신호선의 계조 전압 파형이다. Vdf는 tH1, tH3, tH4, tH5, tH6, tH7, tH8, tH9의 모두를 회색 
표시를 출력하는 신호선의 계조 전압 파형이다.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대해, 실선(VcomE)은, 도 1에 도시된 전원 회
로(106)의 출력단의 대향 전극선(113)의 파형도이고, 파선(VcomF)은 액정 패널(105) 내부의 파형도이다.
    

본 실시 형태에서, 보정 데이타의 생성에 대해서는, 상기 도 24의 실시 형태에서 설명한 상기 도 21에 도시된 보정량 
데이타 생성 회로를 이용한다. 이하에서는 상기 도 24의 실시 형태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인터페이스 회로(102) 내에 포함되는 도 25에 도시된 1수평 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만 보정을 행
하기 위한 보정 기간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에서, 카운터 회로(1101)가 도트 클럭 DCLK에 동기하고, 카운트업 동
작을 행한다. 카운터 회로(1101)로부터 출력된 카운터 데이타는 출력 버스(1102)에 의해 일치 회로(1104)로 입력된
다.

일치 회로(1104)에는, 1수평 기간 내에 보정을 행하는 기간에 대응한 고정의 카운트수 데이타(1103)가 입력되어 있
고, 일치 회로(1104)는 카운터 회로의 출력(1102)과, 고정의 카운트수 데이타(1103)가 일치한 경우에 참조 번호(1
105)의 출력 신호선에 신호가 출력된다.

JK 플립플롭(1106)에서는, 일치 회로(1104)의 출력(1105)과 수평 동기 신호 HSYNC가 입력되고,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수직상승으로부터 일치 회로(1104)의 출력 신호(1105)의 수직상승까지의 기간 '하이' 레벨을, 일치 회로(
1104)의 출력 신호(105)의 수직상승으로부터, 1수평 기간의 끝까지의 기간 '로우' 레벨이 되는 보정 기간 제어 신호가, 
신호선(111)으로부터 출력된다.

본 실시 형태에서, 인터페이스 회로(102)(도 1)에 포함되는 상기 도 21의 보정량 데이타 생성 회로로부터 전송된 보
정량 데이타는, 제어 신호(110)로 전원 회로(106) 내에 포함된, 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대향 전극 전
압 보정 회로로 전송된다.

도 26의 대향 전극 전압 보정 회로에 입력되는 보정량 데이타(110)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회로(1201, 12020)에서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된다. 도 26에 도시된 tH3, tH4기간의 보정 전압량 ΔVcom11과, tH5, tH6기간의 보정 전압
량 ΔVcom21과, tH7, tH8기간의 보정 전압량 ΔVcom31과 마찬가지로, 백색 표시 데이타의 데이타량에 의존하여 보
정 전압량이 생성된다.

따라서,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회로(1201, 1202)에서는, 보정량 데이타치에 따라 그 전압 레벨이 증가/감소하도록 동
작한다.

전압 분할용의 저항(1205, 1206, 1207)으로 분할된 전압에서,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1208)은, 도 13에 도
시된 tH1기간의 VcomE의 피크치의 전압 레벨이고,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1209)은, 도 27에 도시된 tH2 기
간의 VcomF의 피크치의 전압 레벨이다.

    
또한,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1208) 및 아날로그 가산 회로(1210)의 출력(1212)은,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
(1214)에 입력된다. 인터페이스 회로(102)로부터 출력되는 1수평 기간 내의 일정 기간만 보정을 행하기 위한 보정 기
간 제어 신호(111)에 따라,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1214)로부터, 1수평 라인 기간보다도 짧은 일정한 기간 Δt 동
안에는, 아날로그 가산 회로(1210)의 출력(1212)이 선택 출력되고, 그 외의 기간에서는,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
압(1208)이 선택 출력되게 이루어진다.
    

 - 22 -



등록특허 10-0349429

 
    
마찬가지로,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1209) 및 아날로그 감산 회로(1211)의 출력(1213)은, 아날로그 전압 선
택 회로(1215)에 입력된다. 인터페이스 회로(102)로부터 출력되는 1수평 기간 내의 일정 기간만 보정을 행하기 위한 
보정 기간 제어 신호(111)에 따라,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1215)로부터, 1수평 라인 기간보다도 짧은 일정한 기간 
Δt의 기간중, 아날로그 감산 회로(1211)의 출력(1213)이 선택 출력되고, 그 외의 기간,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
압(1209)이 선택 출력된다.
    

이 전압 선택 회로(1214, 1215)로부터 출력되는 전압(1217, 1218)은, 전압 선택 회로(1216)에서 액정 교류화 신호
(109) 'M'의 극성에 따라 선택되고, 전류 증폭 회로(1220)를 통해, 대향 전극(114)에 출력된다.

    
여기서, 백색 표시 데이타가 많은 경우는, 그 백색 표시 데이타량에 따라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회로(1203, 1204) 및 
아날로그 가산 회로(1210), 아날로그 감산 회로(1211) 및 전압 선택 회로(1214, 1215)에 의해, 도 27에 도시된 tH
3, tH5, tH7 기간의 VcomE의 전압 파형과 마찬가지로, 백색 표시 데이타량에 따른 보정 전압량 ΔVcom11, ΔVcom
21, ΔVcom31을, 1수평 라인 기간보다도 짧은 일정 기간 Δt만큼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에 가산함으로써, 액
정 패널(105)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 VcomF의 전압 레벨을, tH3, tH5, tH7의 각 기간에서, ΔVcom1, ΔVcom2, Δ
Vcom3만 각각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 27 기재의 tH4, tH6, tH8기간의 VcomE의 전압 파형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간에서 백색 표시 데이타량에 
따른 보정 전압량 ΔVcoml1, ΔVcom21, ΔVcom31를, 1수평 라인 기간보다도 짧은 일정 기간 Δt만큼 부극성의 대
향 전극 기준 전압으로부터 감산함으로써, 액정 패널(105) 내부의 대향 전압 VcomF의 전압 레벨을, 각기간으로 ΔV
com1, ΔVcom2, ΔVcom3만큼 각각 저하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액정 패널(105) 내부의 대향 전압은, 1수평 기간보다도 짧은 일정 기간 Δt 동안, 백색 표시 데이타량에 따른 
보정 전압량을 가산/감산함으로써, 도 27에 도시된 VcomF와 마찬가지로, 감쇠하지 않고, 정극성 및 부극성의 대향 전
극 기준 전압의 값으로 안정적으로, 실제로 액정(120)에 인가되는 전압 실효치 Vdrms는 표시 데이타량에 상관없이, 
일정해져, 종래 액정 디스플레이로 발생한 화질 열화를 저감시키고, 고화질 표시를 실현할 수 있다.

이어서,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다른 실시형태를 도 28과 도 29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8은 본 실시 형태의 전원 회로(106) 내에 배치되는 대향 전극 전압 보정 회로도이다. 도 29는 본 실시 형태의 구
동 파형도이다.

    
도 28에서, 참조 번호(1401, 1402)는 각각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회로이고, 참조 번호(1403, 1404)는 디지탈/아날
로그 변환 회로(1401, 1402)의 출력 전압선이고, 참조 번호(1405, 1406, 1407)는 각각 전압 분할용의 저항이고, 참
조 번호(1408)는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이고, 참조 번호(1409)는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이고, 참조 번
호(1410)는 아날로그 전압 가산 회로이고, 참조 번호(1411)는 아날로그 전압 감산 회로이고, 참조 번호(1412)는 아
날로그 전압 가산 회로(1410)의 출력 전압선이고, 참조 번호(1413)는 아날로그 전압 감산 회로(1413)의 출력 전압선
이고, 참조 번호(1414, 1415)는 각각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이고, 참조 번호(1416, 1417)는 각각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1414, 1415)의 출력 전압선이고, 참조 번호(1418)는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이고, 참조 번호(1419)는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1418)의 출력 전압선이고, 참조 번호(1420)는 전류 증폭 회로이다.
    

    
도 29에서, CL1, M은 도 24에 도시된 제1 실시 형태와 마찬가지로, Vdg는 tH1, tH2, tH9 기간에서 회색 표시에 대응
하는 계조 전압을 출력하고, tH3, tH4 기간에서 백색 표시 데이타에 대응하는 계조 전압을 출력하고, tH5, tH6의 기간
에서 보다 밝은 회색 표시에 대응하는 계조 전압을 출력하고, tH7, tH8의 기간에서 밝은 회색 표시에 대응하는 계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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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을 출력하는 신호선의 계조 전압 파형이다. Vdh는 tH1, tH2, tH3, tH4, tH5, tH6, tH7, tH8, tH9의 모든 회색에 
대응하는 신호선의 계조 전압 파형이다. 대향 전극 전압 Vcom에 대하여, 실선으로 도시하고 있는 VcomG는 도 1에 도
시된 전원 회로(106)의 출력단의 대향 전극선(114)의 전압 파형도이고, 파선으로 도시하고 있는 VcomH는 액정 패널
(105) 내부의 전압 파형도이다.
    

도 28의 실시 형태에서, 보정 데이타의 생성에 대해서는 상기 도 7에 도시된 보정량 데이타 생성 회로를 이용하여, 또
한 검출된 표시 데이타량에 따라 1수평 기간 내에서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에 보정을 행하는 기간동안 제어하기 위한 
보정 기간 제어 신호의 생성에 대해서는, 상기 도 22에 도시된 보정 기간 제어 신호 생성 회로를 이용한다. 이하에서는, 
상기 실시 형태와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한다.

우선, 도 28에 도시된 대향 전극 전압 보정 회로에서, 도 21에 도시된 보정량 데이타 회로에서 전송된 보정 데이타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회로(1401, 1402)에 입력된다. 입력되는 보정 데이타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회로(1401, 14
02)에서, 각각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보정 데이타치에 따라,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회로(1401, 1402)
에서 생성되는 아날로그 전압의 전압 레벨이 증가/감소하도록 동작한다.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회로(1401)에서 생성된 아날로그 전압치는 전압 분할용의 저항(1405, 1406 및 1407)으로 생
성되는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1408)과 같이 아날로그 전압 가산 회로(1410)에 입력되고, 가산된 아날로그 전
압은, 다시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과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1414)에 입력된다.

마찬가지로,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회로(1402)로 생성된 아날로그 전압은, 전압 분할용의 저항(1405, 1406 및 1407)
으로 생성되는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1409)과 같이 아날로그 전압 감산 회로(1411)에 입력되고, 감산된 아날
로그 전압은, 다시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와 같이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1415)에 입력된다.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1414)는 도 22에 도시된 인터페이스 회로 내의 보정 기간 제어 신호 생성 회로에서 생성되는 
제어 신호(111)에 의해, 1수평 기간중에,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수직상승으로부터, 보정 데이타량에 따라 변화하
는 제어 신호(111)의 수직상승까지의 Δt의 기간, 아날로그 전압 가산 회로(1410)의 출력 전압을 선택하고, 1수평 기
간중의 나머지 기간,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을 선택하여 출력하고 있다.

    
동시에,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1415)는 보정 기간 제어 신호(111)에 의해, 1수평 기간 내에, 수평동기 신호 HSY
NC의 수직상승으로부터, 보정 데이타량에 따라 조정되는 보정 기간 제어 신호의 수직상승까지의 Δt의 기간, 아날로그 
전압 감산 회로(1411)의 출력 전압을 선택하고, 1수평 기간중의 나머지 기간,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을 선택하
여 출력한다.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1414, 1415)로부터 출력된 아날로그 전압은, 아날로그 전압 선택 회로(1418)
에 입력하고, 액정 교류화 신호(109) 'M'의 극성에 따라 선택되고, 전류 증폭 회로(1420)를 통해 대향 전극(114)에 
출력된다.
    

    
여기서, 백색 표시 데이타가 많은 경우는 상기 도 21에 도시된 보정 데이타량 생성 회로에서 생성되는 표시 데이타량(
110)과, 상기 도 22에 도시된 보정 기간 제어 신호 생성 회로에서 출력되는 보정 기간 제어 신호(111)와, 상기 도 28
에 기재되어 있는 대향 전극 전압 보정 회로에서, 도 29에 도시된 tH3, th5, tH7의 기간의 VcomG의 전압 파형과 마찬
가지로, 각각의 수평 기간의 보정 데이타량에 따라 조정된 Δt11, Δt21, Δt31의 기간, 각각 보정 데이타량에 따라 조
정된 대향 전극 보정 전압 ΔVcom12, ΔVcom22, ΔVcom32가 정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에 가산 출력되고, 전압 
레벨을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마찬가지로 도 29에 도시된 tH4, tH6, tH8 기간의 VcomG의 전압 파형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수평 기간의 보정 
데이타량에 따라 조정된 Δtl1, Δt21, Δt31의 기간, 각각의 수평 기간의 보정 데이타량에 따라 조정된 대향 전극 보정 
전압ΔVcom12, ΔVcom22, ΔVcom32분이 부극성의 대향 전극 기준 전압으로부터 감산 출력되고, 전압 레벨을 감소
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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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액정 패널(105) 내부의 대향 전압은, VcomH와 마찬가지로, 원래 이면 백색 표시 데이타량이 많고, 예를 들면 
도 6에 도시된 VcomB와 마찬가지로, 기간 tH3, tH4, tH5, tH6, tH7, tH8에서 ΔVcom1, ΔVcom2, ΔVcom3의 전
압만큼 Vcom 전압이 증가/감소하는 경우라도, 보정 데이타량에 따라 조정된 대향 전극 보정 전압 ΔVcom을, 마찬가지
로 보정 데이타량에 따라 조정된 Δt의 기간만큼 가산/감산함으로써, 액정(120)에 인가되는 전압 실효치 Vdrms는 일
정해진다. 따라서, 종래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하는 화질 열화는 저감하여, 고화질 표시를 실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축전계 방식의 액정을 이용한 TFT 액정 디스플레이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 30은, 본 발명의 액티브·매트릭스 방식 컬러 액정 표시 장치의 일화소와 그 주변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30에 도
시한 바와 같이, 각 화소는 스캐닝 신호선(게이트 신호선 또는 수평 신호선) GL과, 대향 전압 신호선(대향 전극 배선) 
CL과, 인접하는 2개의 영상 신호선(드레인 신호선 또는 수직 신호선) DL과의 교차 영역 내(4개의 신호선으로 둘러싸
인 영역 내)에 배치되어 있다. 각 화소는 박막 트랜지스터 TFT, 축적 용량 Cstg, 화소 전극 PX 및 대향 전극 CT를 포
함한다. 스캐닝 신호선 GL, 대향 전압 신호선 CL은 도면에서는 좌우 방향으로 연장하고, 상하 방향으로 복수 라인 배치
되어 있다. 영상 신호선 DL은 상하 방향으로 연장하고, 좌우 방향으로 복수 라인 배치되어 있다. 화소 전극 PX는 박막 
트랜지스터 TFT와 접속되고, 대향 전극 CT는 대향 전압 신호선 CL과 일체로 되어 있다.
    

화소 전극 PX와 대향 전극 CT는 상호 대향하고, 각 화소 전극 PX와 대향 전극 CT 사이의 전계에 의해 액정 LC의 광학
적인 상태를 제어하여, 표시를 제어한다. 화소전극 PX와 대향 전극 CT는 빗살형으로 구성되고, 각각, 도면의 상하 방
향으로 길고 가는 전극으로 되어 있다.

    
도 31은 도 30의 3-3 절단선에 있어서서의 단면을 나타낸 도면, 도 32는 도 30의 4-4 절단선에 있어서의 박막 트랜
지스터 TFT의 단면도, 도 33은 도 30의 5-5 절단선에 있어서의 축적 용량 CStg의 단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1로
부터 도 3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층 LC를 기준으로 하여 하부 투명 유리 기판 SUB1측에는 박막 트랜지스터 TFT, 
축적 용량 Cstg 및 전극군이 형성되고, 상부 투명 유리 기판 SUB2측에는 컬러필터 FIL, 차광용 블랙 매트릭스 패턴 B
M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투명 유리 기판 SUB1, SUB2의 각각의 내측(액정 LC측)의 표면에는, 액정의 초기 배향을 제어하는 배향막 OR
I1, ORI2가 설치되어 있고, 투명 유리 기판 SUB1, SUB2의 각각의 외측의 표면에는, 편광축이 직교하여 배치된 (크로
스 니콜 배치) 편광판이 설치된다.

이 도 30으로부터 도 33의 구조에 의해, 동일 기판 상에 구성한 2개의 전극 사이의 기판면에 거의 평행한 전계에 의해 
액정을 동작시키고, 2개의 전극의 간극에서 액정에 입사한 광을 변조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을 적용하는 TFT 액정 패널도 모듈 구조도를 기재한다.

    
도 34는 액정 표시 모듈 MDL의 각 구성 부품을 나타낸 분해 사시도이다. SHD는 금속판으로 이루어지는 프레임형의 
실드 케이스(메탈프레임), LCW 그 표시창, PNL은 액정 표시 패널이고, PCB1은 신호 구동 회로, PCB2는 주사 구동 
회로, MCA는 중간 케이스, SPB는 광 확산판, LCB는 도광체, BL1, BL2는 백 라이트 형광관, LCA는 백 라이트 케이스, 
IFPCB는 인터페이스 회로 기판이고,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하의 배치 관계로 각 부재가 중첩되어 모듈 MDL이 조
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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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MDL은, 실드케이스 SHD에 설치된 갈고리와 훅에 의해 전체가 고정되도록 되어 있다. 백 라이트 케이스 LCA는 
백 라이트 형광관 BL, 광 확산판 SPB, 도광체 LCB를 수납하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 도광체 LCB의 측면에 배치된 백 
라이트 형광관 BL의 광을, 도광체 LCB, 반사판 RM, 광확산판 SPB에 의해 표시면에서 똑같은 백 라이트로 하고, 액정 
표시 패널 PNL 측으로 출사한다. IFPCB에 본 발명의 도 1에 도시된 인터페이스 회로(102), 전원 회로(105)가 탑재
된다.

그 소자를 도 35의 액정 모듈 MDL의 후측으로부터 본 예를 기재한다.

이와 같이, IFPCB에 본 발명의 도 1에 도시된 인터페이스 회로(102), 전원 회로(10)가 탑재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실시예에 따르면, 이하의 효과를 발휘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대향 전극 전압이, 정극성(고전위)의 대
향 전극 전압으로 천이할 때에, 위로 볼록한 보정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액정 패널 내부의 대향 전극 전압의 전압 레벨
을 규정시간 내에 정규의 전압 레벨로 천이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부극성(저전위)의 대향 전극 전압으로 천이할 
때에, 위로 볼록한 보정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소스 전압을 드레인 전압 레벨로 고속으로 천이시킴으로써, 액정 패널 내
부의 대향 전극 전압의 전압 레벨을 규정 시간 내에 정규의 전압 레벨로 천이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표시 
데이타에 의존하지 않고 액정에 인가하는 전압 실효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저전압 구동 대응의 신호 구
동 회로를 이용하여도 고화질 표시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보정 전압을 인가하는 기간을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고, 가변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하가 다른 액정 패널
에도 용이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각종 사양의 액정 패널을 고화질 표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버퍼 증폭기의 피드백계를 구성하는 전류 인입용의 저항치를 변화시킴으로써, 대향 
전극 전압의 보정 전압 레벨을 용이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부하가 다른 액정 패널에도 용이하게 대응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각종 사양의 액정 패널을 고화질 표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 따르면, 표시되어야하는 데이타의 량을 검출하고, 어떤 고정의 대향 전극 보정 전압을 대향 
전극 기준 전압에 가산/감산하는 기간을 검출한 표시 데이타량에 따라 1수평 기간 내의 범위 내에서 조정함으로써, 표
시 데이타량에 의존한 대향 전극 전압의 보정을 가능하게 하고, 액정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저 
전압 구동 대응의 신호 구동 회로를 이용해도 고화질 표시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형태에 따르면, 표시 데이타량을 검출하고, 어떤 일정한 기간 중, 표시 데이타량에 따른 대향 
전극 보정 전압을 대향 전극 기준 전압에 가산/감산함으로써, 표시 데이타량에 의존한 대향 전극 전압 레벨의 보정을 가
능하게 하고, 액정에 인가되는 실효 전압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저 전압 구동 대응의 신호 구동 회로를 이용해도 고화
질 표시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표시 데이타량을 검출하고, 그 표시 데이타량에 따른 대향 전극 보정 전압을, 
그 표시 데이타량에 따라, 1수평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향 전극 기준 전압에 가산/감산하는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표시 
데이타량에 의존한 대향 전극 전압의 보정을 가능하게 하고, 액정에 인가되는 실효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저 전압 구
동 대응의 신호 구동 회로를 이용해도 고화질 표시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는, 대향 전극 보정 전압을 대향 전극 기준 전압에 가산/감산하는 기간을 1수평 기간의 
범위 내에서 표시 데이타량에 의존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액정 패널의 주사선의 총수의 증감에 따른 1수
평 기간의 장단의 변화에 따르지 않고, 액정에 인가되는 실효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저 전압 구동 대응의 신호 회로를 
이용해도 고화질 표시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서는, 저 전압 구동 대응의 신호 구동 회로를 이용함으로써, 저소비 전력화가 실현되는 효과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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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서는, 저 전압 구동 대응의 신호 구동 회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저가격의 범용의 
LSI 프로세스로 신호 구동 회로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액정 디스플레이 전체의 저가격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저전압 구동 대응의 신호 구동 회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저가격인 범용
의 LSI 프로세스로 신호 구동 회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액정 디스플레이 전체를 저가격으로 구성할 수 있는 효과
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저가격인 범용의 LSI 프로세스로 신호 구동 회로가 구성할 수 있고, 이 신호 구동 회
로는 소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액정 디스플레이의 액자를 좁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저전압 구동 대응의 신호 구동 회로를 이용하여도 고화질 표시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위칭 소자와 액정을 구비한 화소부를 수평 방향으로 M개, 수직 방향으로 N 개를 갖는 액정 패널과; 표시 데이타를 
입력하고, 상기 입력된 표시 데이타에 따른 계조 전압을 생성하고, 이 계조 전압을 상기 표시 데이타의 대응하는 수평 
방향의 상기 화소부에 인가하는 신호 구동 회로와; 상기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 중 어느 하나를 차례로 선택하고, 
선택된 상기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에는, 선택 전압을 인가하고, 또한 선택되지 않은 상기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에는 비선택 전압을 인가하는 주사 구동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액정은 한쪽에 상기 각 화소에 공통인 대향 전극
을 갖고, 상기 화소부의 상기 스위칭 소자에, 상기 주사 구동 회로가 출력하는 선택 전압이 인가되면, 상기 대향 전극으
로부터 상기 신호 구동 회로가 생성하는 계조 전압을 상기 액정에 인가하고, 상기 대향 전극에 대한 상기 계조 전압의 
실효 전압치로 표시 휘도를 제어하는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대향 전극에 인가되는 대향 전압의 교류화를 나타내는 교류화 신호와, 상기 대향 전극에 인가되는 대향 전압에 보
정 전압을 인가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보정 기간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와,

상기 교류화 신호와 보정 기간 신호에 의해, 대향 전극에 인가되는 교류화된 대향 전극 전압 -상기 대향 전극 전압이 
정극성 전압인 경우, 위로 볼록한 보정 전압을 가(加)하고, 상기 대항 전극 전압이 부극성인 경우, 위로 볼록한 보정 전
압을 감(減)함- 을 생성하는 대향 전극 전압 생성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 전극에 인가하는 대향 전극 전압에 보정 전압을 인가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보정 기간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
는 카운터에서 1수평 기간을 카운트한 카운트치와 보정 기간을 나타내는 설정치를 비교하여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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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교류화 신호와 보정 기간 신호에 의해, 대향 전극에 인가하는 교류화한 대향 전극 전압 -상기 대향 전극 전압이 
정극성인 경우, 위로 볼록한 보정 전압이 가해지고, 상기 대향 전극 전압이 부극성 전압인 경우, 위로 볼록한 보정 전압
이 감해짐- 을 생성하는 대향 전극 전압 생성 회로는 상기 대향 전극 전압을 상기 보정 기간 신호가 유효한 때에 정규
의 대향 전극 전압보다도 고전위 전압으로 레벨 시프트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기간 신호는 1수평 기간의 전반에서 유효하고, 그 유효 기간 동안 보정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기간 신호 생성 회로는 액정 패널의 특성에 따라 보정 전압을 인가하는 기간을 가변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 전극 전압 생성 회로는 상기 교류화 신호를 증폭시키는 버퍼 회로와 저항을 이용한 피드백 회로와, 상기 피드
백 회로에 스위치 회로와 저항을 구비하고,

상기 보정 기간 신호가 유효한 상태에서, 스위치 회로를 동작시켜 피드백 회로의 전류량을 제어함으로써, 상기 보정 전
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기간 신호는 정극성의 대향 전극 전압과, 상기 정극성 대향 전극 전압보다 저전위인 부극성의 대향 전극 전압
에서 그 보정 기간이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전압은, 상기 정극성의 대향 전극 전압 인가시의 보정 전압 레벨과, 상기 부극성의 대향 전극 전압 인가시의 
보정 전압 레벨이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 전극 전압 생성 회로는 상기 교류화 신호가 인가된 기간에 있어서, 상기 대향 전극 전압이 정극성 전압인 경
우, 정극측의 값이 더욱 커지도록 보정 전압을 가하고, 대향 전극 전압이 부극성인 경우, 부극측의 값이 작아지도록 보
정 전압을 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 28 -



등록특허 10-0349429

 
청구항 10.

    
스위칭 소자와 액정을 구비한 화소부를 수평 방향으로 M개, 수직 방향으로 N 개를 갖는 액정 패널과; 표시 데이타를 
입력하고, 상기 입력된 표시 데이타에 따른 계조 전압을 생성하고, 이 계조 전압을 상기 표시 데이타의 대응하는 수평 
방향의 상기 화소부에 인가하는 신호 구동 회로와; 상기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 중 어느 하나를 차례로 선택하고, 
선택된 상기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에는, 선택 전압을 인가하고, 또한 선택되지 않은 상기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에는 비선택 전압을 인가하는 주사 구동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액정은 한쪽에 상기 각 화소에 공통인 대향 전극
을 갖고, 상기 화소부의 상기 스위칭 소자에, 상기 주사 구동 회로가 출력하는 선택 전압이 인가되면, 상기 대향 전극으
로부터 상기 신호 구동 회로가 생성하는 계조 전압을 상기 액정에 인가하고, 상기 대향 전극에 대한 상기 계조 전압의 
실효 전압치로 표시 휘도를 제어하는 액정 표시 회로에 있어서,
    

상기 대향 전극에 인가되는 대향 전압에 보정 전압을 인가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보정 기간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와,

상기 교류화 신호가 인가된 기간에 있어서, 상기 대향 전극 전압이 정극성 전압인 경우, 정극측의 값이 더욱 커지도록 
보정 전압을 가하고, 대향 전극 전압이 부극성 전압인 경우, 부극측의 값이 작아지도록 보정 전압을 감하는 대향 전극 
전압 생성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회로.

청구항 11.

    
스위칭 소자와 액정을 구비한 화소부를 수평 방향으로 M개, 수직 방향으로 N 개를 갖는 액정 패널과; 표시 데이타를 
입력하고, 상기 입력된 표시 데이타에 따른 계조 전압을 생성하고, 이 계조 전압을 상기 표시 데이타의 대응하는 수평 
방향의 상기 화소부에 인가하는 신호 구동 회로와; 상기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중 어느 하나를 차례로 선택하고, 
선택된 상기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에는, 선택 전압을 인가하고, 또한 선택되지 않은 상기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에는 비선택 전압을 인가하는 주사 구동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액정은 한쪽에 상기 각 화소에 공통인 대향 전극
을 갖고, 상기 화소부의 상기 스위칭 소자에, 상기 주사 구동 회로가 출력하는 선택 전압이 인가되면, 상기 대향 전극으
로부터 상기 신호 구동 회로가 생성하는 계조 전압을 상기 액정에 인가하고, 상기 대향 전극에 대한 상기 계조 전압의 
실효 전압치로 표시 휘도를 제어하는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된 표시 데이타의 데이타량을 검출하는 표시 데이타량 검출 수단과,

상기 검출된 표시 데이타량에 따라, 각 수평 기간마다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 및 그 전압 인가 기간 중 적어도 한쪽을 
보정하는 전압 보정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보정 수단은,

상기 검출된 표시 데이타량에 따라, 각 수평 기간마다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에 보정을 행하는 기간을 제어하기 위한 보
정 기간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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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성된 보정 기간 제어 신호에 따라, 해당하는 수평 기간 내에서 상기검출된 표시 데이타량에 따른 기간만큼,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에 미리 정해진 보정 전압치를 가산 또는 감산 제어하는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수단은,

상기 대향 전극 전압에, 각 수평 기간 내에서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만큼 보정을 하기 위한 보정 기간 제어 신호를 생
성하는 회로와,

상기 생성된 보정 기간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에, 각 수평 기간 내의 미리 정해진 기간만큼, 상기 검
출한 표시 데이타량에 따른 보정 전압치를 가산 또는 감산 제어하는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보정 수단은,

상기 검출된 표시 데이타에 따라, 각 수평 기간마다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에 보정을 행하는 기간을 제어하기 위한 보정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와,

상기 생성된 보정 기간 제어 신호에 따른 기간만큼,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에 상기 표시 데이타량에 따른 보정 전압치를 
가산 또는 감산 제어하는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15.

    
스위칭 소자와 액정을 구비한 화소부를 수평 방향으로 M개, 수직 방향으로 N 개를 갖는 액정 패널과; 표시 데이타를 
입력하고, 상기 입력된 표시 데이타에 따른 계조 전압을 생성하고, 이 계조 전압을 상기 표시 데이타의 대응하는 수평 
방향의 상기 화소부에 인가하는 신호 구동 회로와; 상기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 중 어느 하나를 차례로 선택하고, 
선택된 상기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에는, 선택 전압을 인가하고, 또한 선택되지 않은 상기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부에는 비선택 전압을 인가하는 주사 구동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액정은 한쪽에 상기 각 화소에 공통인 대향 전극
을 갖고, 상기 화소부의 상기 스위칭 소자에, 상기 주사 구동 회로가 출력하는 선택 전압이 인가되면, 상기 대향 전극으
로부터 상기 신호 구동 회로가 생성하는 계조 전압을 상기 액정에 인가하고, 상기 대향 전극에 대한 상기 계조 전압의 
실효 전압치로 표시 휘도를 제어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된 표시 데이타의 데이타량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표시 데이타량에 따라, 각 수평 기간마다 상기 대향 전극 전압치 및 그 전압 인가 기간 중 적어도 한쪽을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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