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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저전력 고효율의 액정표시장치 구동 전압 발생 회로 및 그방법

요약

저전력, 고효율의 액정표시장치 구동 전압 발생 회로 및 그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LCD 구동 전압 발생회로는 D

C-DC 컨버터, 전압 제어 발진기 및 제어 전압 발생기를 구비한다. DC-DC 컨버터는 소정 주파수의 클럭 신호에 응답

하여 입력 전압을 승압하여 제1 구동 전압을 출력한다. 전압 제어 발진기는 제어 전압의 레벨에 따라 가변되는 주파수

를 가지는 클럭 신호를 발생한다. 그리고, 제어 전압 발생기는 소정의 기준 전압과 제1 구동 전압을 반영하는 피드백 

전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제어 전압을 발생한다. 따라서, 피드백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낮을수록 DC-DC 컨버터로 입

력되는 클럭 신호의 주파수는 증가된다. 피드백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낮다는 것은 제1 구동 전압의 레벨이 소정의 목

표치보다 낮다는 것으로, 이는 LCD 패널의 전류소모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LCD 패널의 전류

소모량에 따라 DC-DC 컨버터의 승압 동작에 이용되는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변경함으로써, 전력소모를 줄이고, 승

압 효율은 높인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상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LCD 드라이버 IC의 구동 전압 발생회로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클럭 신호의 주파수에 따른 LCD 패널의 전류소모량 대비 부스팅 효

율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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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적인 LCD 패널의 전류소모량 대비 제1 구동 전압 레벨을 보여

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LCD 구동 전압 발생회로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동 전압 발생 회로를 상세히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DC-DC 컨버터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도 7은 도 4에 도시된 전압 제어 발진기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이 다.

도 8은 도 5에 도시된 전압 증폭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도 4에 도시된 전압 제어 발진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도 4에 도시된 구동 전압 발생 회로에서의 클럭 신호의 주파수 대비 부스팅 효율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표시 장치(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LCD라 함)를 구동하기 위한 집적 회로에 관한 것으로, LCD 

구동용 집적회로(이하 LCD 드라이버 IC라 함)에서 구동 전압을 발생하는 회로에 관한 것이다.

LCD는 휴대용 컴퓨터(Hand Held PC)나 피디에이(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같은 휴대용 통신 제품이나 

일반 가전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액정 패널(panel)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의 세기에 따라 광 투

과율이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한다. LCD에는 크게 STN(Super Twisted Nematic)-LCD 와

TFT(Thin Film Transistor)-LCD 가 있다. STN-LCD 인지 TFT-LCD 인지에 따라 LCD의 구동 방법도 달라진다.

LCD 드라이버 IC는 LCD의 액정 패널에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구동 전압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IC이

다.

액정 패널의 양단에는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극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쪽 단의 전극을 공통(common) 전극, 다

른 쪽 단의 전극을 세그먼트(segment) 전극이라 한다. 그리고, 공통 전극에 입력되는 전압을 공통 전압이라 한고, 세

그먼트 전극에 입력되는 전압을 세그먼트 전압이라 한다.

LCD 드라이버 IC는 LCD 화면에 표시될 문자 및/또는 영상을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수신하여 액정을 구동시킬 수

있는 세그먼트 전압 및 공통 전압으로 변환하여 액정 패널에 인가함으로써 문자 및/또는 영상의 디스플레이가 가능토

록 한다.

LCD 패널의 공통 전극 및 세그먼트 전극에 입력되는 구동 전압은 일반적으로 6 가지 레벨의 전압이다. 구동 전압 발

생 회로는 상기 6 레벨의 구동 전압을 생성하는 회로로서, 상기 구동 전압들을 적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효율적으로 생

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LCD 드라이버 IC의 구동 전압 발생회로를 나타내는 블록도로서, 도 1에 도시된 회로는 종

래의 STN-LCD 드라이버 IC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로이다.

종래 기술에 따른 LCD 구동 전압 발생 회로(100)는 DC-DC 컨버터(110), 전압 분배기(120), 발진기(oscillator)(130

)를 구비한다.

DC-DC 컨버터(110)는 전압 부스터(booster)라고도 불리우는 회로로서, 수신되는 입력 전압(VCI)를 소정 배수 정도

로 승압하여 제1 구동 전압(V0)을 발생한다. 제1 구동 전압(V0)은 LCD 패널(130)의 구동에 필요한 고전압이다.

DC-DC 컨버터(110)의 승압은, 기본적으로 스위칭을 통하여 커패시터에 전하를 충전(charging)하고 이를 펌핑(pum

ping)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스위칭 동작에 필 요한 스위칭 신호로서는 일정 주기의 클럭 신호(CK)가 사용된다.

클럭 신호(CK)는 발진기(130)에서 생성된다.

DC-DC 컨버터(110)에서 생성된 제1 구동 전압(V0)은 전압 분배기(120)에서 분배(dividing)되어 제2 내지 제5 구동

전압(V1~V4)으로 출력된다. 제2 내지 제5 구동 전압(V1~V4)은 제1 구동 전압(V0) 및 접지 전압(VSS)과 함께 LCD

패널(130)을 구동하기 위한 전압으로 사용된다.

LCD 패널(130)이 구동되면, 패널에서 소모되는 전력(또는 전류) 때문에 제1 구동 전압(V0)의 레벨이 디스플레이 패

턴에 따라 달라진다. 즉, 패널에서 소모되는 전류량이 적으면 제1 구동 전압(V0)의 레벨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

되지만, 패널에서 소모되는 전류량이 많으면 제1 구동 전압(V0)의 레벨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상기와 같이, 디스플레이 패턴에 따라 전류소모량이 달라지고 전류소모량에 따라 제1 구동 전압(V0) 레벨이 달라지

면, 디스플레이 패턴에 따라 화면의 밝기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1 구동 전압(V0)에서 제2 내지 제5 구동 전압(V1~V4)도 생성되므로 제1 구동 전압(V0)을 일정한 레벨로 승압시

켜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종래 기술에 따른 구동 전압 발생 회로(100)와 같이, DC-DC 컨버터(110)가 고정된 주파수의 클럭 신호(CK)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승압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다. 승압 동작의 효율성은 크게 전력소모량과 부스팅 효

율이 좌우한다. 즉, 전력소모량이 적으면서 부스팅 효율은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부스팅 효율이란 제1 구동전압(V0)의 목표치 대비 실제 제1 구동전압(V0)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즉, 원하

는 제1 구동전압(V0)의 목표치가 10V 이고, LCD 패널의 부하로 인해 실제 제1 구동전압(V0)의 레벨이 8V로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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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부스팅 효율은 80%인 것이다. 따라서, LCD 패널(130)의 부하에 무관하게 제1 구동전압(V0)을 원하는 레벨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부스팅 효율이 개선된다.

LCD 패널(130)의 전류소모량이 작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주파수의 클럭 신호(CK)를 이용하여서도 충분

한 부스팅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반면, LCD 패널(130)의 전류소모량이 증가할수록 클럭 신호(CK)의 주파수를 증가시

켜야 부스팅 효율이 개선된다.

그런데, 종래 기술에 따른 구동 전압 발생 회로(100)는 고정 주파수의 클럭 신호(CK)를 이용함으로써, LCD 패널(130

)의 전류소모량이 적은 경우에는 DC-DC 컨버터(110)에서의 불필요한 전류 소모를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클럭 신

호(CK)의 주파수가 높으면 DC-DC 컨버터(110) 자체에서 소모되는 전류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LCD 패널(130)의 전류소모량이 매우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주파수의 클럭 신호(CK)가 필요하나 종래 

기술에 따른 구동 전압 발생 회로(100)는 고정된 주파수의 클럭 신호(CK)로 부스팅함으로써, 제1 구동 전압(V0) 레

벨의 강하(drop)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디스플레이의 질(display quality)을 떨어뜨리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전력 사용을 줄이고 부스팅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LCD 패널의 전류

소모량이 증가하여도 디스플레이 화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LCD 구동 전압 발생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LCD 구동 전압 발생 회로에 적용되는 LCD 구동 전압 발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면은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전압을 발생하는 회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구동 전압 발생회로는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 전압을 승압하여 제1 구동 전

압을 출력하는 DC-DC 컨버터; 소정의 제어 전압의 레벨에 따라 가변되는 주파수를 가지는 상기 클럭 신호를 발생하

는 전압 제어 발진기; 및 소정의 기준 전압과 상기 제1 구동 전압을 반영하는 피드백 전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제

어 전압을 발생하는 제어 전압 발생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구동 전압 발생 회로는 상기 제1 구동 전압을 분배하여 상기 피드백 전압을 발생하는 피드백 

전압 분배기를 더 구비한다.

또한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구동 전압 발생 회로는, 상기 피드백 전압과 상기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비교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DC-DC 컨버터는 상기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일면도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전압을 발생하는 회

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일면에 따른 구동 전압 발생회로는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 전압을 승압하여 제

1 구동 전압을 출력하는 DC-DC 컨버터; 상기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발진기; 및 상기 제1 구동 전압을 분배하여, 상

기 제1 구동 전압에 비해 낮은 레벨을 가지며 상기 제1 구동 전압과 함께 상기 액정표시 장치를 구동하는 다수의 분배

구동 전압들을 출력하는 구동 전압 분배기를 구비하며, 상기 클럭 신호의 주파수는 상기 액정 표시 장치의 부하량에 

따라 가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클럭 신호의 주파수는 상기 액정 표시 장치의 부하량이 클수록 증가한다.

또한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구동 전압 발생 회로는 소정의 기준 전압과 상기 제1 구동 전압을 분배한 피드백 전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액정 표시 장치의 부하량을 반영하는 제어 전압을 발생하는 제어 전압 발생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발진기는 상기 제어 전압에 따라 주파수가 가변되는 상기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전압 제어 발진기이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면은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전압을 발생하는 방

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구동 전압 발생 방법은 클럭 신호를 이용하여, 입력 전압을 승압하여 제1 구

동 전압을 출력하는 단계; 상기 제1 구동 전압을 분배하여, 상기 제1 구동 전압에 비해 낮은 레벨을 가지며 상기 제1 

구동 전압과 함께 상기 액정표시 장치를 구동하는 다수의 분배 구동 전압들을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액정 표시 장치

의 부하량에 따라 상기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변경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

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

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전에, 전압의 부스팅에 사용되는 클럭 신호의 주파수 대비 부스팅 효

율의 관계를 고찰한다.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부스팅 주파수라고도 한다.

도 2는 클럭 신호의 주파수(FCK)에 따른 LCD 패널의 전류소모량(ILOAD) 대비 부스팅 효율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

이다. 도 2를 참조하면, 클럭 신호의 주파수(FCK)가 어떤 값을 가질지라도, 전류소모량(ILOAD)이 증가하면 부스팅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나, 클럭 신호의 주파수(FCK)가 390KHz 일 때 전류 소모량(ILOAD)의 증가에 따른 부스팅 효

율의 감소는, 클럭 신호의 주파수(FCK)가 230KHz 일 때 전류 소모량(ILOAD)의 증가에 따른 부스팅 효율의 감소에 

비하여 훨씬 적다. 즉, 클럭 신호의 주파수(FCK)가 230KHz 일 때는 전류 소모량(ILOAD)의 증가에 따라 제1 구동 전

압(V0)의 레벨이 많이 떨어지는데 반하여, 클럭 신호의 주파수(FCK)가 390KHz 일 때는 전류 소모량(ILOAD)의 증

가에 따라 제1 구동 전압(V0)의 레벨이 비교적 적게 떨어진다. 즉, LCD 패널의 전류소모량(ILOAD)이 많은 경우에는

부스팅 주파수(FCK)가 높아야 부스팅 효율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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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LCD 패널의 전류소모량(ILOAD)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부스팅 효율은 부스팅 주파수(FCK)에 크게 영향을 받

지 않는다.

도 2에 도시된 실험 결과로부터, LCD 패널의 전류소모량(ILOAD)에 따라 부스팅 주파수(FCK)를 가변시키는 것이 부

스팅 효율면과 전력소모면에서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LCD 패널의 부하가 변하여도 구동 전압의 레벨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LCD 패널의 부하(즉, 전

류소모량)에 따라 부스팅 주파수(FCK)를 최적으로 변경한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류 소모량(ILOAD)이 변하여도 부스팅 효율의 특성 저하가 나타나

지 않고, 제1 구동 전압(V0)의 레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LCD 구동 전압 발생회로(200)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동 전압 발생회로(200)는 DC-DC 컨버터(210), 구동 전압 분배기(2

20), 피드백 전압 분배기(230), 기준 전압 발생기(240), 비교기(250), 제어 전압 발생기(260) 및 전압 제어 발진기(vo

ltage controlled oscillator)(270)를 구비한다.

DC-DC 컨버터(210)는 입력 전압(VCI)을 수신하고 승압하여, 제1 구동 전압(V0)을 발생한다. DC-DC 컨버터(210)

는 인에이블 신호(EN)에 의해 인에이블되어야 승압 동작을 수행하는데, 클럭 신호(CK)에 응답하여 전하를 펌핑함으

로써 입 력 전압(VCI)을 승압한다. DC-DC 컨버터(210)는 입력전압(VCI)을 소정 배수(이하, 부스팅 배수라 함)만큼

의 전압으로 승압할 수 있도록 구현된다.

예를 들어, 입력 전압이 3V이고, 부스팅 배수가 4가 되도록 DC-DC 컨버터(210)가 구현되면, DC-DC 컨버터(210)는

최대 12V의 제1 구동 전압(V0)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LCD 패널에서 필요로 하는 제1 구동 전압(V0)이 상

기 최대 전압인 12V 보다 낮은 9V라고 가정하면, LCD 패널 구동에 필요한 고전압은 9V이므로, 12V까지 승압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가져온다.

따라서,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제1 구동 전압(V0)이 목표치인 9V가 되면 승압 동작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이, 필요시, 즉 제1 구동 전압(V0)이 목표치보다 낮은 경우에만 승압 동작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DC-DC 

컨버터(210)는 인에이블 신호(EN)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동작하도록 구현된다.

비교기(250)는 피드백 전압(VFB)과 기준 전압(VREF)을 비교하여 DC-DC 컨버터(210)의 승압 동작 여부를 제어하

는 인에이블 신호(EN)를 발생한다. 비교기(250)는 제1 구동전압(V0)을 반영하는 피드백 전압(VFB)이 기준 전압(VR

EF)에 비하여 적을 때 활성화되는 인에이블 신호(EN)를 발생하고, 인에이블 신호(EN)는 DC-DC 컨버터(210)로 입

력되어 DC-DC 컨버터(210)의 동작 여부를 제어한다. 피드백 전압(VFB)은 제1 구동전압(V0)을 분배하여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C-DC 컨버터(210)의 승압 동작에 필요한 클럭 신호(CK)는 전압 제어 발진기(270)에서 출력된다.

전압 제어 발진기(270)는 제어 전압(VCON)의 레벨에 따라 가변되는 주파수를 가지는 클럭 신호(CK)를 발생한다. 제

어 전압(VCON)은 제어 전압 발생기(260)에서 발생된다. 제어 전압(VCON)의 레벨은 제1 구동전압(V0)을 반영하는 

피드백 전압(VFB)과 기준 전압(VREF)의 차에 따라 달라진다.

제1 구동 전압(V0)을 분배하여 피드백 전압(VFB)을 발생하는 역할은 피드백 전압 분배기(230)에 의해 수행된다. 즉,

피드백 전압 분배기(230)는 제1 구동 전압(V0)을 분배하여 피드백 전압(VFB)을 생성하고, 이를 비교기(250) 및 제어

전압 발생기(260)로 제공한다.

기준 전압 발생기(240)는 비교기(250) 및 제어 전압 발생기(260)로 입력되는 기준 전압(VREF)을 발생한다. 기준 전

압 발생기(240)는 전원 전압 및 온도 등에 둔감하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동 전압 분배기(220)는 제1 구동 전압(V0)을 수신하고, 분배하여 제2 내지 제5 구동 전압(V1~V4)을 출력한다. 제

1 내지 제5 구동 전압(V0~V4) 및 접지 전압(VSS)은 액정 패널로 입력된다. 상기와 같이 6 종류의 전압(V0~V4, VS

S)이 액정 패널을 구동하는데 사용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동 전압 발생 회로(200)를 상세히 도시하는 도면이다.

DC-DC 컨버터(210)의 상세한 구성은 도 6에 도시된다.

먼저 도 5를 참조하면, 구동 전압 분배기(220)는 제1 내지 제5 분배 저항(R1~R5) 및 제1 내지 제4 전압 폴로어(volt

age follower)(221~224)를 포함한 다. 제1 내지 제5 분배 저항(R1~R5)은 제1 구동 전압(V0)과 접지 전압(VSS) 사

이에 직렬로 연결된다. 제1 분배 저항(R1)은 제1 구동 전압(V0)과 제1 노드(N1) 사이에, 제2 분배 저항(R2)은 제1 노

드(N1)와 제2 노드(N2) 사이에, 제3 분배 저항(R3)은 제2 노드(N2)와 제3 노드(N3) 사이에, 제4 분배 저항(R4)은 제

3 노드(N3)와 제4 노드(N4) 사이에, 그리고, 제5 분배 저항(R5)은 제4 노드(N4)와 접지 전압(VSS) 사이에 위치된다.

각 노드(N1~N4)의 전압은 해당 전압 폴로어(221~224)를 통하여 각각 제2, 제3, 제4 및 제5 구동 전압(V1~V4)으로

출력된다.

따라서, 제2 내지 제5 구동 전압(V1~V4)은 제1 구동 전압(V0) 및 접지 전압 (VSS) 사이의 레벨을 가지는 전압이 된

다.

피드백 전압 분배기(230)는 두 개의 분배 저항들(Ra, Rb)을 포함한다. 피드백 전압 분배기(230)에서 발생되는 피드백

전압(VFB)은 제1 구동 전압(V0), 분배 저항 값들(Ra, Rb)의 비에 따라 결정된다.

분배 저항 값들(Ra, Rb)은 제1 구동 전압(V0)이 소정의 목표치일 때 피드백 전압(VFB)과 기준 전압(VREF)이 같도록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 전압 발생기(240)는 정단자(+)로 바이어스 전압(VBIAS)을 수신하고, 부단자(-)로는 출력 전압인 기준 전압(VR

EF)이 두 개의 저항(R6, R7)에 의해 분배된 전압을 수신하는 연산 증폭기(241)를 이용하여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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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250)는 정단자(+)로는 피드백 전압(VFB)을 부단자(-)로는 기준 전압(VREF)을 각각 수신하여, 피드백 전압(

VFB)이 기준 전압(VREF)보다 클 때는 하이레벨의 인에이블 신호(EN)를 피드백 전압(VFB)이 기준 전압(VREF)보다

작을 때는 로우레벨의 인에이블 신호(EN)를 출력한다. DC-DC 컨버터(210)는 로우레벨의 인에이블 신호(EN)에 응

답하여 승압 동작을 수행한다.

따라서, 비교기(250)는 피드백 전압(VFB)이 기준 전압(VREF)에 비하여 낮을 때, DC-DC 컨버터(210)를 인에이블하

는 인에이블 신호(EN)를 발생한다. 피드백 전압(VFB)이 기준 전압(VREF)보다 낮다는 것은 제1 구동 전압(V0)이 원

하는 목표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1 구동전압(V0)이 목표치보다 낮을 때는 인에이블 신호(EN)가 

로우레벨로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DC-DC 컨버터(210)가 승압 동작을 수행하여, 제1 구동 전압(V0)을 증가시킨다. 

DC-DC 컨버터(210)의 승압 동작에 의해 제1 구동전압(V0)이 목표치보다 높아지면, 피드백 전압(VFB)이 기준 전압

(VREF)보다 커지고, 이에 따라 인에이블 신호(EN)가 비활성화되어 DC-DC 컨버터(210)의 승압 동작이 중단된다.

제어 전압 발생기(260)는 전압 증폭기(261)), 두 개의 버퍼들(262a, 262b)을 포함한다. 버퍼들(262a, 262b)은 피드

백 전압(VFB)과 기준 전압(VREF)을 각각 버퍼링한다. 전압 증폭기(261)는 기준 전압(VREF)과 피드백 전압(VFB)의

차이에 비례하는 전압을 발생한다. 따라서, 피드백 전압(VFB)이 기준 전압(VREF)에 비하여 낮을수록 높은 레벨의 

제어 전압(VCON)이 발생된다. 피드백 전압(VFB)이 기준 전압(VREF)보다 낮다는 것은 제1 구동 전압(V0)이 목표치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1 구동 전압(V0)이 목표치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LCD 패널의 부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압 증폭기(261)는 정단자(+)로는 기준 전압(VREF)을 수신하고 부단자(-)로 는 피드백 전압(VFB)을 수신하는 연

산 증폭기로 구현될 수 있다.

전압 증폭기(261)에서 출력된 제어 전압(VCON)은 전압 제어 발진기(270)에 입력된다.

전압 제어 발진기(270)는 입력되는 제어 전압(VCON)의 레벨에 따라 가변되는 주파수를 가지는 클럭 신호(CK)를 발

생한다. 즉, 제어 전압(VCON)의 레벨이 높을수록 큰 주파수의 클럭 신호(CK)가, 제어 전압(VCON)의 레벨이 낮을수

록 적은 주파수의 클럭 신호(CK)가 생성되어 출력된다. 전압 제어 발진기(270)의 상세한 구성은 도 7에 도시된다.

먼저, 도 6을 참조하여 DC-DC 컨버터(210)의 상세한 구성을 살펴본다. 도 6에 도시된 DC-DC 컨버터(210)는 일 구

현예로서, 본 발명의 DC-DC 컨버터(210)의 구성이 도 6에 도시된 예에 한정되지 않음은 자명하다.

DC-DC 컨버터(210)는 하나 이상의 스위치 및 커패시터를 포함한다. 도 6에 도시된 DC-DC 컨버터(210)는 4개의 

스위치 및 4개의 커패시터를 포함한다. 설명의 편의상, DC-DC 컨버터(210)에 포함되는 4개의 스위치를 제1 내지 제

4 스위치(S1~S4), 4개의 커패시터를 제1 내지 제4 커패시터(CC1~CC4)라 한다.

제1 내지 제4 스위치(S1~S4)는 게이트로 스위칭 신호를 수신하는 모오스 트랜지스터(MOS transistor)인 것이 바람

직한데, 여기서는 피모스 트랜지스터(PMOS transistor)로 구현된다.

제1 내지 제4 스위치(S1~S4)는 입력 전압(VCI) 단자와 출력 전압(즉, 제1 구동 전압(V0)) 단자 사이에 직렬로 연결

된다. 그리고, 제1 내지 제4 스위치(S1~S4) 의 일 단자에는 제1 내지 제4 커패시터(CC1~CC4)가 각각 연결된다.

제1 및 제3 스위치(S1, S3)의 스위칭 신호로서 클럭 신호(CK)가 입력되고, 제2 및 제4 스위치(S2, S4)의 스위칭 신호

로서 반전 클럭 신호(CKB)가 입력된다. 그리고, 제1 및 제3 커패시터(CC1, CC3)의 일 단자로는 클럭 신호(CK)가 입

력되고, 제2 및 제4 커패시터(CC2, CC4)의 일 단자로는 반전 클럭 신호(CKB)가 입력된다.

그리고, 클럭 신호(CK)는 접지 전압(VSS)과 입력 전압(VCI) 레벨 간을 스윙하는 신호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DC-DC 컨버터(210)를 구성함으로써, 제1 스위칭 노드(211)의 전압 레벨은 입력 전압(VCI) 레벨에서 

입력 전압 레벨의 2배(2VCI) 사이를 스윙하고, 제2 스위칭 노드(212)의 전압 레벨은 2*입력 전압 레벨(2VCI)과 3*입

력 전압 레벨(3VCI)을 스윙하며, 제3 스위칭 노드(213)의 전압 레벨은 3*입력 전압 레벨(3VCI)과 4*입력 전압 레벨(

4VCI)을 스윙하게 된다. 제3 스위칭 노드(213)의 교류 전압은 제4 커패시터(CC4)에 의해 직류 전압으로 변환되어 제

1 구동 전압(V0)으로 출력된다. 따라서, 제1 구동 전압(V0) 레벨은 입력 전압(VCI) 레벨에 비하여 약 3배 정도가 된

다. 즉, 도 6에 도시된 DC-DC 컨버터(210)는 부스팅 배수가 약 3배가 되도록 설계된 회로이다.

부스팅 배수는 단(stage) 수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여기서, 단 수란 클럭 신호(CK) 또는 반전 클럭 신호(CKB)에 연

결되는 커패시터의 수라고 할 수 있으며, 도 6에서의 단수는 3이다.

도 7은 도 4에 도시된 전압 제어 발진기(270)의 일 구현예를 도시하는 회로 도이다. 전압 제어 발진기를 구현하는 방

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전압에 따라 값이 변하는 저항을 이용하여, 인버터 체인의 출력 노

드에서의 유효 커패시턴스 값을 가변하는 링 발진기 형태의 전압 제어 발진기(270)가 사용된다.

도 7을 참조하면, 전압 제어 발진기(270)는 다수(여기서는 3개)의 인버터들(271, 272, 273)이 직렬로 연결되는 인버

터 체인과 각 인버터의 출력 노드에 연결되는 다수(여기서는 3)의 저항들(RM1, RM2, RM3) 및 각 저항(RM1, RM2, 

RM3)과 접지 전압 사이에 형성되는 다수(여기서는 3)의 커패시터들(CP1, CP2, CP3)을 포함한다.

인버터 체인의 출력이 부스팅 주파수(FCK)를 가지는 클럭 신호(CK)이다. 인버터 체인의 출력은 다시 인버터 체인의 

입력이 된다. 그리고, 저항들(RM1, RM2, RM3)은 그 게이트로는 제어 전압(VCON)이 그 드레인은 인버터의 출력 노

드에, 그 소오스는 커패시터들(CP1, CP2, CP3)의 일 단자에 각각 연결되는 엔모스 트랜지스터(NMOS transistor)인 

것이 바람직하다. 엔모스 트랜지스터들 각각은 게이트에 인가되는 제어 전압(VCON)의 레벨이 클수록 저항값이 적고,

제어 전압(VCON)의 레벨이 적을수록 저항값이 크다. 제어 전압(VCON)의 레벨이 변함에 따라 인버터 출력 노드에서

유효 커패시턴스도 변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제어 전압(VCON)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고 유효 커패시턴스가 달라짐에 따라, 인버터의 입력 신호 대

비 출력 신호의 지연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인버터 체인에서 출력되는 클럭 신호(CK)의 주파수가 가변된다.

제어 전압(VCON)이 높으면 저항값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지연시간이 감소되므로, 클럭 신호(CK)의 주파수는 증가

된다. 반면, 제어 전압(VCON)이 낮으면, 저항값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지연시간이 증가하여 클럭 신호(CK)의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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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감소된다.

도 8은 도 5에 도시된 제어 전압 발생기(260)의 전압 증폭기(261)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를 참조하면, 전압 

증폭기(261)는 기준 전압(VREF)과 피드백 전압(VFB)의 차 전압(VD)에 비례하여 레벨이 증가하는 제어 전압(VCON

)을 발생하는데, 그 기울기를 전압 이득(Av)이라 한다.

도 9는 도 4에 도시된 전압 제어 발진기(270)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를 참조하면, 전압 제어 발진기(270)에

서 출력되는 클럭 신호의 주파수(FCK)는 입력되는 제어 전압(VCON)에 비례한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전압-주파수 

감도(Kv)라 한다.

제어 전압 발생기(260)의 전압 증폭기(261)의 전압 이득(Av)과 전압 제어 발진기(270)의 전압-주파수 감도(Kv)에 

의해 클럭 신호의 주파수(FCK)의 가변 범위가 결정된다. 부스팅 주파수(FCK)의 가변 범위를 작게 하고 싶을 경우 제

어 전압 발생기(260)의 전압 증폭기의 전압 이득(Av)을 작게 설정하면 되고, 특정의 경우 감쇄기(attenuator)로 사용

될 수도 있다.

도 10은 클럭 신호의 주파수(FCK) 대비 부스팅 효율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어느 정도의 주파

수(여기서는 F2)까지는 클럭 신호의 주파수(FCK)가 증가할수록 부스팅 효율이 개선된다. 부스팅 효율이란 상술한 바

와 같 이, 제1 구동전압(V0)의 목표치 대비 실제 제1 구동전압(V0)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클럭 신호의 주파수(FCK)가 소정의 임계치를 초과하면 부스팅 주파수(FCK)가 증가하여도 부스팅

효율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진다. 이는 클럭 신호의 주파수(FCK)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DC-D

C 컨버터(210)의 승압 효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부스팅 주파수(FCK)가 증가함에 따라 DC-DC 컨버

터(210)에서 소모하는 자체 전류도 함께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효율저하가 더 지배적(dominant)으로 나타나게 되어 

부스팅 주파수(FCK)를 증가시켜도 더 이상 효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임계값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클럭 신호의 주파수(FCK)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형 범위(F1~F2) 내에서 조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클럭 신호(CK)의 주파수 범위는 상술한 바와 같이, 도 8 및 도 9에 도시된 전압 이득(Av) 및/또는 전압-주파수 감도

(Kv)를 조정함으로써 조절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

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문자만의 디스플레이와 같이 LCD 패널의 전류소모량이 적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정 부스팅 주파수

와 달리 매우 낮은 부스팅 주파수로 DC-DC 컨버터를 동작시킴으로써 DC-DC 컨버터 자체에서 소모되는 전류 손실

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영상, 특히 동영상의 디스플레이와 같이 LCD 패널의 전류소모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스팅 주

파수를 증가시켜 구동 전압의 레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스팅 효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전력 사용이 줄어들고 부스팅 효율이 개선되어 LCD 패널의 전류소모량이 증가하여도 디

스플레이 화면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전압을 발생하는 회로에 있어서,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 전압을 승압하여 제1 구동 전압을 출력하는 DC-DC 컨버터;

소정의 제어 전압의 레벨에 따라 가변되는 주파수를 가지는 상기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전압 제어 발진기; 및

소정의 기준 전압과 상기 제1 구동 전압을 반영하는 피드백 전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제어 전압을 발생하는 제어

전압 발생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전압 발생 회로는

상기 제1 구동 전압을 분배하여 상기 피드백 전압을 발생하는 피드백 전압 분배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전압 발생 회로는, 상기 피드백 전압과 상기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비교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DC-DC 컨버터는 상기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

생 회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전압 발생기는

상기 기준 전압과 상기 피드백 전압의 차이를 증폭하는 전압 증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의 구동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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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전압 발생 회로는

상기 제1 구동 전압을 분배하여, 상기 제1 구동 전압 및 접지 전압과 함께 액정표시장치로 입력되는 제2 내지 제5 구

동 전압을 출력하는 구동 전압 분배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DC-DC 컨버터는

제1 스위칭 신호에 응답하여 개폐되는 하나 이상의 제1 스위치;

제1 스위칭 신호의 반전 신호를 반영하는 제2 스위칭 신호에 응답하여 개폐 되는 하나 이상의 제2 스위치;

상기 제1 스위치 및 상기 클럭 신호의 단자 사이에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제1 커패시터; 및

상기 제2 스위치 및 상기 클럭 신호의 반전 신호를 반영하는 신호의 단자 사이에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제2 커패시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제어 발진기는

다수의 인버터들이 직렬로 연결되는 인버터 체인;

상기 다수의 인버터들의 각 출력 단자에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제어 전압에 따라 그 저항값이 가변되는 다

수의 저항들; 및

상기 다수의 저항들과 접지 전압 사이에 각각 형성되는 다수의 커패시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저항들 각각은

그 게이트로 상기 제어 전압이 인가되는 모오스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9.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전압을 발생하는 회로에 있어서,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 전압을 승압하여 제1 구동 전압을 출력하는 DC- DC 컨버터;

상기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발진기; 및

상기 제1 구동 전압을 분배하여, 상기 제1 구동 전압에 비해 낮은 레벨을 가지며 상기 제1 구동 전압과 함께 상기 액

정표시 장치를 구동하는 다수의 분배 구동 전압들을 출력하는 구동 전압 분배기를 구비하며,

상기 클럭 신호의 주파수는 상기 액정 표시 장치의 부하량에 따라 가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

동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신호의 주파수는

상기 액정 표시 장치의 부하량이 클수록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전압 발생 회로는

소정의 기준 전압과 상기 제1 구동 전압을 분배한 피드백 전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액정 표시 장치의 부하량을 

반영하는 제어 전압을 발생하는 제어 전압 발생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

생 회로.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기는

상기 제어 전압에 따라 주파수가 가변되는 상기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전압 제어 발진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전압은

상기 기준 전압에서 상기 피드백 전압을 뺀 차이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DC-DC 컨버터는

소정의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전압 발생 회로는

상기 피드백 전압이 상기 기준 전압보다 낮은 경우, 상기 인에이블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

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16.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전압을 발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클럭 신호를 이용하여, 입력 전압을 승압하여 제1 구동 전압을 출력하는 단계;

상기 제1 구동 전압을 분배하여, 상기 제1 구동 전압에 비해 낮은 레벨을 가지며 상기 제1 구동 전압과 함께 상기 액

정표시 장치를 구동하는 다수의 분배 구동 전압들을 출력하는 단계; 및



등록특허  10-0438786

- 8 -

상기 액정 표시 장치의 부하량에 따라 상기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변경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

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생 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신호의 주파수는

상기 액정 표시 장치의 부하량이 클수록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생 방법.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변경하는 단계는

상기 제1 구동 전압을 분배하여 피드백 전압을 발생하는 단계;

소정의 기준 전압과 상기 피드백 전압의 차를 이용하여, 상기 액정 표시 장치의 부하량을 반영하는 제어 전압을 발생

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 전압에 따라 상기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전압 발생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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