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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

요약

외부 롬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MPU의 부담이 적으며 LCD 패널에 그래픽 이미지와 완성형 문자를 혼합하여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가 개시된다. 상기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
동 IC는, 문자 폰트 롬, 문자표시 데이터 램,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 프로퍼티 레지스터, 및 문자/그
래픽 혼합표시 제어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문자 폰트 롬은 완성형 문자들의 폰트 데
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문자표시 데이터 램은 상기 문자 폰트 롬에 저장된 폰트 데이터에 대응되는 어드
레스들을 저장하며,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은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한다. 특히 상기 프로
퍼티 레지스터는 그래픽 및 문자에 대한 선택정보를 저장한다. 상기 문자/그래픽 혼합표시 제어회로는, 
상기 문자 폰트 롬으로부터 출력되는 폰트 데이터와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으로부터 출력되는 그
래픽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의 출력에 응답하여 LCD 패널에 표시될 최종 데이터
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그래픽 형 LCD 구동 IC의 블락도

도 2는 종래의 문자형 LCD 구동 IC의 블락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의 블락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LCD 구동 IC에 관한 것으로, 특히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에 관한 것이다. 

표시장치(Display  Device)는  전기적인  신호를  시각영상으로  변환시키는  일종의 전자광학적(Electro-
optical) 소자로서 여러 가지 씨스템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들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LCD는 LCD
의 각 화소를 비트 단위로 표시하는 그래픽 형(Graphic type)과, 완성형 문자 형태로 LCD에 표시하는 문
자 형(Character type)이 있으며, 이들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구동 IC가 필요하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그래픽 형 LCD 구동 IC는 MPU(Microprocessor Unit) 인터페이스 회로(101)과, 
그래픽 데이터 램(RAM)(103)과, 커먼/세그먼트(Common/Segment) LCD 드라이버(105)를 구비한다.

상기 MPU 인터페이스 회로(101)은 외부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또는 마이크로 콘트롤러 유닛)와 연결
되어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상기 그래픽 데이터 램(103)은 LCD 화면의 화소수와 대응되는 크기를 가지며 
상기 MPU로부터 상기 MPU 인터페이스 회로(101)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커먼/세그먼트 
LCD 드라이버(105)는 상기 그래픽 데이터 램(103)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에 응답하여 커먼 레벨(CO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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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 레벨(SEG)를 출력하여 LCD를 구동한다.

특히 상기 MPU로부터 상기 그래픽 형 LCD 구동 IC로 전달되는 데이터는, LCD 화면에 표시될 이미지, 즉 
그림 및 문자가 매우 많으므로, 상기 MPU에 연결되는 외부롬(External ROM)에 저장된다. 즉 상기 MPU가 
상기 외부롬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상기 그래픽 형 LCD 구동 IC로 기입하면, 상기 그래픽 형 LCD 구동 
IC는 "1 및 0"의 데이터를 LCD 화면을 구동시킬 수 있는 커먼 레벨(COM)과 세그먼트 레벨(SEG)로 변환하
여 그래픽 형의 LCD 화면을 구동하게 된다.

그런데 상기 종래의 그래픽 형 LCD 구동 IC가 채용되는 씨스템 셋트에서는, 하나의 MPU만 존재할 경우에 
LCD의 표시를 변화시킬 때 마다 상기 하나의 MPU가 외부롬으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여 상기 그래픽 형 
LCD 구동 IC에 기입하여야 하므로, MPU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 외부롬이 반드시 함께 
채용되어야 하므로 원가가 높아진다.

도  2를  참조하면,  종래의  문자형  LCD  구동  IC는  MPU  인터페이스  회로(201)과,  문자표시  데이터 
램(203)과, 문자 폰트(Font) 롬(ROM)(205), 및 커먼/세그먼트(Common/Segment) LCD 드라이버(207)을 구비
한다.

상기 MPU 인터페이스 회로(201)은 외부의 MPU(또는 MCU)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상기 문자 폰
트 롬(205)는 5X8, 16X16등의 완성형 문자, 즉 한글, 한자, 영문자등의 폰트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문
자표시 데이터 램(203)은 상기 문자 폰트 롬(205)에 저장된 폰트 데이터에 대응되는 어드레스들을 저장하
며, 상기 어드레스들은 상기 외부의 MPU로부터 상기 MPU 인터페이스 회로(201)을 통해 전달된다. 상기 커
먼/세그먼트 LCD 드라이버(207)은 상기 문자 폰트 롬(205)로부터 출력되는 폰트 데이터를 받아 커먼 레벨
(COM)과 세그먼트 레벨(SEG)를 출력하고, 이에 따라 완성형 문자 형태가 LCD에 표시된다. 

좀더 설명하면, 상기 외부의 MPU가 LCD에 표시하고자 하는 문자 폰트의 어드레스를 상기 문자표시 데이터 
램(203)에 기입하면, 상기 문자 폰트 롬(205)로부터 상기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폰트 데이터가 출력되고 
이에 따라 상기 커먼/세그먼트 LCD 드라이버(207)이 상기 폰트 데이터의 완성형 문자 형태를 LCD에 표시
하게 된다. 

그런데 상기 종래의 문자형 LCD 구동 IC는, 문자 폰트 롬을 내장하고 있으므로 MPU의 부담이 적은 반면에 
상기 문자 폰트 롬에 저장된 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상기 종래의 그래픽 형 LCD 구동 IC와 상기 종래의 문자형 LCD 구동 IC는 각각 상술한 바와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는 휴대폰등과 같은 씨스템 셋트에서는 그림, 이미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완성
형 문자를 LCD에 동시에 표시하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외부 롬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MPU의 부담이 적으며 LCD 
패널에 그래픽 이미지와 완성형 문자를 혼합하여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는, 문자 폰트 롬, 
문자표시 데이터 램,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 프로퍼티 레지스터, 문자/그래픽 혼합표시 제어회로, 인
터페이스 회로, 및 커먼/세그먼트 LCD 드라이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문자 폰트 롬은 완성형 문자들의 폰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문자표시 데이터 램은 상기 문자 폰
트 롬에 저장된 폰트 데이터에 대응되는 어드레스들을 저장하며,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은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는 그래픽 및 문자에 대한 선택정보를 저장한다. 상기 
문자/그래픽 혼합표시 제어회로는, 상기 문자 폰트 롬으로부터 출력되는 폰트 데이터와 상기 그래픽 이미
지 데이터 램으로부터 출력되는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의 출력에 응답하
여 LCD 패널에 표시될 최종 데이터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회로는, 외부의 MPU 또는 MCU
로부터 상기 어드레스들,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상기 선택정보를 각각 받아 상기 문자표시 데이터 
램,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로 각각 전달한다. 상기 커먼/세그먼트 LCD 
드라이버는, 상기 문자/그래픽 혼합표시 제어회로의 출력에 응답하여 커먼 레벨과 세그먼트 레벨을 발생
하여 상기 LCD 패널을 구동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의 비트수는 상기 문자 폰트 롬에 저장되는 상기 폰트
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 상기 LCD 패널은 상기 폰트의 최대 크기로 등분된다.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
의 각 비트의 값이 "0"이면 상기 문자 폰트 롬에 저장된 문자가 상기 LCD 패널에 표시되고, 상기 프로퍼
티 레지스터의 각 비트의 값이 "1"이면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에 저장된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가 
상기 LCD 패널에 표시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의 구성 및 동작을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
명하겠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의 블락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는, MPU 인터페이스 회로(301)과, 문자표시 데이
터  램(303)과,  문자  폰트  롬(305)와,  프로퍼티(Property)  레지스터(307)과,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
(309)와, 문자/그래픽 혼합표시 제어회로(311), 및 커먼/세그먼트 LCD 드라이버(313)을 구비한다.

상기 문자 폰트 롬(305)는 완성형 문자들의 폰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문자표시 데이터 램(303)은 상
기 문자 폰트 롬(305)에 저장된 폰트 데이터에 대응되는 어드레스들을 저장하며,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
이터 램(309)는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307)은 그래픽 및 문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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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택정보를 저장한다. 상기 MPU 인터페이스 회로(301)은, 외부의 MPU(또는 MCU)로부터 상기 어드레스
들,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상기 선택정보를 각각 받아 상기 문자표시 데이터 램(303),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309),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307)로 각각 전달한다. 상기 문자/그래픽 혼합표시 제어
회로(311)은, 상기 문자 폰트 롬(305)로부터 출력되는 폰트 데이터와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30
9)로부터 출력되는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307)의 출력에 응답하여 LCD에 
표시될 최종 데이터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상기 커먼/세그먼트 LCD 드라이버(313)은 상기 문자/그래픽 혼
합표시 제어회로(311)의 출력에 응답하여 커먼 레벨(COM)과 세그먼트 레벨(SEG)를 발생하여 LCD를 구동한
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300)에서는, 프로퍼티 레지스터(307)에 저장되는 선택
정보에 따라 LCD 패널(Pannel)(500)에 그래픽을 표시할 것인지 문자를 표시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특히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307)의 비트수는 문자 폰트 롬(305)에 저장되는 폰트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LCD 패널(Pannel)(500)은 상기 폰트의 최대 크기로 등분된다. 예로서 도 4에서는 상기 문자 폰트 롬(30
5)에 저장되는 폰트의 최대 크기가 16X16이고, 이에 따라 상기 LCD 패널(500)이 16X16 크기로 8등분(511 
내지 514, 521 내지 524)되며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307)의 비트수가 8인 경우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307)은  상기  LCD  패널(500)의  8등분된  각  영역에  대한  선택정보들을  외부의 
MPU(400)으로부터 MPU 인터페이스 회로(301)을 통해 받아 저장한다.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307)의 제1 
내지 제4비트(3071 내지 3074)는 상기 LCD 패널(500)의 영역(511 내지 514)에 대응되고,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307)의 제5 내지 제8비트(3075 내지 3078)은 상기 LCD 패널(500)의 영역(521 내지 524)에 대응
된다.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307)의 각 비트의 값이 "0"이면 상기 문자 폰트 롬(305)에 저장된 문자가 
상기 LCD 패널(500)에 표시되고,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307)의 각 비트의 값이 "1"이면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309)에 저장된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가 상기 LCD 패널(500)에 표시된다. 따라서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307)의 각 비트의 값에 따라서, 8등분된 상기 LCD 패널(500)에 16X16 크기의 8자(4자 2줄)의 문
자들만이 표시될 수도 있고 또는 16X16 크기의 8개의 그래픽 이미지들만이 표시될수도 있으며 또는 문자
와 그래픽이 혼합되어 표시될 수도 있다.

상기 문자 폰트 롬(305)는 완성형 문자들의 폰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문자표시 데이터 램(303)은 상
기 문자 폰트 롬(305)에 저장된 폰트 데이터에 대응되는 어드레스들을 저장한다. 예로서 도 4에서는 상기 
문자 폰트 롬(305)의 어드레스 000 및 001에 "한글"이 저장되고 어드레스 002 및 003에 "漢字"가 저장되
어 있으며, 또한 상기 문자표시 데이터 램(303)에 상기 문자 폰트 롬(305)의 어드레스 000 내지 003이 저
장되어 있는 경우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309)는, 16X16 크기로 8등분된 상기 LCD 패널(500)의 32X64개의 그래픽 화
소들에 대응되는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한다. 예로서 도 4에서는 상기 LCD 패널(500)의 8등분된 영
역중 영역(511,521,514,524)의 그래픽 화소들에 대응되는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가 저장된 경우가 도시되
어 있다.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309)의 각 비트에 저장된 데이터의 값에 따라 상기 각 비트에 대
응되는 LCD 패널(500)의 각 화소가 "온/오프"된다. 즉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309)의 어느 비트의 
값이 "0"이면 이에 대응되는 화소는 "오프"되고 "1"이면 "온"된다. 

따라서 도 4에서와 같이,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307)의 제1 내지 제4비트(3071 내지 3074)가 (1001)이
고 제5 내지 제8비트(3075 내지 3078)이 (1001)일 때, 상기 문자/그래픽 혼합표시 제어회로(311)은 상기 
문자 폰트 롬(305)의 어드레스 000 및 001에 저장된 "한글"과 어드레스 002 및 003에 저장된 "漢字"를 선
택하여 출력하고 또한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309)에 저장되어 있는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
하여 출력한다. 이에 따라 상기 커먼/세그먼트 LCD 드라이버(313)은 상기 문자/그래픽 혼합표시 제어회로
(311)의 출력에 응답하여 커먼 레벨(COM)과 세그먼트 레벨(SEG)를 발생하고, 이에 따라 상기 LCD 패널
(500)의 영역(512,513)에 "한글"이 표시되고 상기 LCD  패널(500)의 영역(522,523)에 "漢字"가 표시되며 
또한 상기 LCD 패널(500)의 영역(511,514,521,524)에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가 표시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을 일실시예를 들어 한정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
의 범위 내에서 당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원 발명에 대한 각종 변형이 가능함은 자명
하다. 

    발명의 효과

결론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를 채용하면, 문자표시 데이터 램, 문자 폰
트 롬,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 및 프로퍼티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LCD 패널에 그래픽 이미지와 문자가 
혼합되어 표시될 수 있고, 또한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과 프로퍼티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LCD 패널중 특
정 영역에만 그래픽 이미지가 표시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화면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그
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를 채용하면, 외부 롬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MPU의 부담이 적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완성형 문자들의 폰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문자 폰트 롬;

상기 문자 폰트 롬에 저장된 폰트 데이터에 대응되는 어드레스들을 저장하는 문자표시 데이터 램;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

그래픽 및 문자에 대한 선택정보를 저장하는 프로퍼티 레지스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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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자 폰트 롬으로부터 출력되는 폰트 데이터와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으로부터 출력되는 그
래픽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의 출력에 응답하여 LCD 패널에 표시될 최종 데이터
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문자/그래픽 혼합표시 제어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래픽 및 문자 혼
용 LCD 구동 IC.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외부의 MPU 또는 MCU로부터 상기 어드레스들,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상기 선택정
보를 각각 받아 상기 문자표시 데이터 램,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 램,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로 각
각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회로와,

상기 문자/그래픽 혼합표시 제어회로의 출력에 응답하여 커먼 레벨과 세그먼트 레벨을 발생하여 LCD를 구
동하는 커먼/세그먼트 LCD 드라이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의 비트수는 상기 문자 폰트 롬에 저장되는 상기 폰트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 상기 LCD 패널은 상기 폰트의 최대 크기로 등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의 각 비트는 등분되는 상기 LCD 패널의 각 영역에 대한 선택정
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의 각 비트의 값이 "0"이면 상기 문자 폰트 롬에 저장된 문자가 
상기 LCD 패널에 표시되고, 상기 프로퍼티 레지스터의 각 비트의 값이 "1"이면 상기 그래픽 이미지 데이
터 램에 저장된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가 상기 LCD 패널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래픽 및 문자 
혼용 LCD 구동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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