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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선택시에 있어서의 주사선의 전압 레벨이 하나뿐이고, 표시 요소에 의한 표시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표시 요소에
대응하는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을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로 하는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이다. 표시 장치의 소비
전력을 삭감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474786

- 1 -



  또한, 전체 화면 중 최소한의 에어리어를 화상 표시에 사용하고, 다른 에어리어는 상술한 구동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 오
프 상태(표시 오프 모드)로 함으로써, 예를 들면, 대기 상태에 있어서의 표시 장치의 소비 전력의 삭감이 실현된다. 화상 표
시 에어리어와 표시 오프 상태의 에어리어는 각각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다.

  또한, 멀티라인 구동법과 상술한 구동법을 조합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 전력의 삭감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 표시 장치 및 전자 기기에 관한 것으로,특히 표시 장치의 소비 전력을 저감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는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에 비하여, 기판에 고가의 스위칭 소자를 사용할 필
요가 없어 저가이므로, 휴대형 컴퓨터의 모니터나 휴대용 전자 기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공지되어 있다.

  ① APT법(IEEE TRANSACTIONS OF ELECTRON DEVICE, VOL, ED-21, No2, FEBRUARY 1974 P146-155
"SCANNING LIMITATIONS OF LIQUID-CRYSTAL DISPLAYS" P.ALT, P.PLESHKO, ALT & PLESHKO
TECHNIC).

  ② Smart Addressing(LCD International'95, 일경 BP사 주최의 액정 디스플레이 세미나, C-4 강연 번호(1), 조취삼양
전기(鳥取三洋電氣), 송하씨(松下氏)).

  ③ 멀티라인 구동 방법(예를 들면, 일본국 특허 공보 평성4-84OO7호, 일본국 특허 공개 공보 평성5-46127호, 일본국
특허 공개 공보 평성6-13O91O호).

  근래, 휴대 전화나 페이저 등의 휴대용 전자 기기 분야에서는 소형화, 경량화 외에, 전지를 교환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는
시간의 연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휴대용 전자 기기에 탑재되는 표시 장치에는 저소비 전력인 것이 요구된다.

  본 발명자는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하여, 소비 전력 경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종래의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표시 오프 상태에 있어서도 주사선, 신호선 각각에 진폭 2OV 이
상의 교류 파형을 공급해야 하고, 그 교류 파형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전압원 회로에 있어서의 소비 전력이 크고, 또한 액정
을 통해 주사선과 데이터선 사이에 흐르는 전류도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이 이루어졌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 등의 표시장치의 소비 전력의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의 바람직한 형태는 비선택시에 있어서의 주사선의 전압 레벨이 하나뿐이고, 표시 요소
를 비표시 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 요소에 대응하는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을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로 한다
는 것이다.

  이 구동 방법에 의하면, 주사선에 인가하는 선택 전압의 극성을 주기적으로 반전시켜 화상의 표시를 행하는 구동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도, 주사선의 선택 전압의 극성에 관계없이, 비선택 전압 레벨은 항상 같다(하나이다). 따라서,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을 그 주사선의 비선택 전압 레벨로 함으로써, 용이하게 비표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비표시 상태라 함은 표시의 오프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표시 오프 상태의 화면은 표시 오프 모드의 화면이다.
표시 오프 모드는 매우 낮은 소비 전력을 실현하기 위한 모드이다. 이하 명세서의 기재에서는 주로, "표시 오프상태", "표시
오프 모드" 및 "표시 오프 모드의 화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본 발명에서는 주사선을 비선택 전압으로 하고, 데이터선을 같은 전압으로 하면, 양자간의 전압차가 없게 되어 표시 오프
상태(표시 오프 모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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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택 전압 레벨이 하나이므로, 그 비선택 전압을 발생하는 전압원 회로의 구성이 간소화되어, 그 전압원 회로에 있어서
의 소비 전력이 경감된다. 또한, 비선택 전압을 주기적으로 변동시키는 경우에 비하여, 데이터선 전압을 주사선 전압에 일
치시키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주사선과 데이터선간의 전위차에 기인하는 표시 패널에 있어서의 전력 소비도 경감된다. 따
라서, 표시 장치의 소비 전력이 저감된다.

  또한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을 주사선의 비선택 전압 레벨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사선에 선택 펄스를 입력하였다고 하더
라도, 표시 오프 상태는 유지된다. 선택 기간에 있어서 주사선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액정의 임계값을 넘지 않아,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하면, 데이터선에 주는 전압을 적합하게 제어함으로써, 하나의 화면에 있어서 일부 에어리어를 표시 오프 모드
로 하고, 다른 에어리어는 아이콘 등의 소정의 표시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데이터선을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IC 각각에 표시 제어 신호를 입력하고, 그 표시 제어
신호에 의해 각각의 IC의 데이터선 구동용 출력의 적어도 일부를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로 한다.

  데이터선 드라이버로서 복수의 IC를 준비하여 두고, 각 IC를 단위로 하여 데이터선 구동 출력을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
압 레벨로 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IC가 담당하는 에어리어를 표시 오프 상태(표시 오프 모드)로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데이터선 구동용 출력 중 적어도 일부를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로 하는 것
에 대응하여, 표시 데이터 또는 표시데이터의 전송용 클럭 중 적어도 하나의 상기 IC로의 공급도 정지한다.

  표시 오프 상태가 되는 에어리어(표시 오프 모드의 에어리어)의 표시 데이터나 그 표시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하는 고주파
클럭의 송신을 정지함으로써, 더욱 저소비 전력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데이터선의 구동 회로에 표시 제어신호를 입력하고, 그 표시 제어 신호에 의해 각
각의 데이터선 구동 출력을 개별적으로 제어하여, 원하는 구동 출력을 선택적으로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로 한다.

  이것에 의해, 표시 오프 상태로 하는 에어리어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데이터선의 구동 회로를 복수의 블럭으로 구성하고, 데이터선의 구동 회로에 표시
제어 신호를 입력하고, 그 표시 제어신호에 의해 블럭 단위로 데이터선 구동 출력을 제어하여, 해당하는 블럭의 데이터선
구동 출력을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로 한다.

  이것에 의해, 블럭 단위로, 표시 오프로 하는 에어리어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복수의 주사선 중 h개의 주사선(h는 2이상의 정수)을 동시에 선택하여, 그들 주사
선의 각각에 소정의 선택 전압 패턴에 기초하는 주사 전압을 인가함과 동시에, 상기 데이터선 각각에는 상기 선택 전압 패
턴과 상기 표시 요소의 표시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 데이터의 비교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전압을 인가하여 원하는 표시를 행
하고, 화상 표시를 행하지 않는 상태(화상 오프 모드의 화면)로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에 입력하는 표시 제어신
호에 의해, 데이터선 구동 출력 중 적어도 일부를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로 한다.

  상술한 표시 오프 상태(표시 오프 모드의 화면)를 실현하는 구동법을 소위 멀티라인 구동을 채용한 표시 장치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화상 표시시에는 주사선에 인가하는 선택 전압의 레벨을 저하시킬 수도 있는 멀티라인 구동법의 효과에 의해 저
소비 전력화가 가능하고, 표시 오프상태의 경우의 소비 전력 삭감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소비 전력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멀티라인 구동에 있어서의 동시 선택되는 주사선의 개수 h를 우수화한다.

  주사선의 동시 선택수가 "h"인 경우에,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 수는 반드시"h+l"이 된다. 그리고, h가 우수인 경우에는
"h+l"은 기수이고, 따라서,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은 "소정의 기준 전압 레벨"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正負) 양측에 대칭적인
우수 개의 전압 레벨이 반드시 설정된다. 이 "소정의 기준 전압 레벨"을 비선택시의 주사 전압 레벨에 일치시킬 수 있다.
즉, 주사선의 동시 선택 수가 우수인 경우에는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 중 중심에 위치하는 전압 레벨을 주사선의 비선택시
의 전압 레벨에 일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표시 오프 상태의 실현을 위해,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로서 새롭게 주사선의 비
선택시의 전압 레벨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설계가 용이하고, 회로가 복잡화하지 않으며, 저소비 전력화에 유리하
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멀티라인 구동에 있어서의 동시 선택되는 주사선의 개수 h는 2, 4, 6, 8 중 하나이
다.

  동시 선택하는 주사선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그 구동을 실현하기 위한 회로의 규모가 커져, 저소비 전력화의 요청에 반하
게 된다. 따라서, 동시 선택되는 주사선의 개수 h는 2, 4, 6, 8이 현실적이다.

  또한, 본 발명의 표시 장치에서는 상술한 구동 방법을 채용하고, 원하는 데이터선에 비선택시의 전압을 주고, 이것에 의
해 표시 오프 상태로 해야 할 에어리어(표시 오프 모드로 되어 있는 에어리어)를 자유롭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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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의 표시 장치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표시 제어 데이터와 표시데이터의 디코드에 의해 각 데이터선을 단위
로 하여 표시 오프 상태가 되는 에어리어를 지정하거나, 또는 복수의 표시 제어 신호의 조합에 의해, 예를 들면, 소정의 블
록 단위로 표시 오프 상태가 되는 에어리어를 지정한다.

  또한, 본 발명의 표시 장치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표시 가능한 에어리어의 사이즈를 표시 오프 상태의 에어리어(표시
오프 모드의 에어리어)의 사이즈보다도 작게 하여, 예를 들면, 대기시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억제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표시 장치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표시 장치는 화면의 적어도 일부를 덮는 부분을 갖고, 그 부분에 의해
덮인 에어리어가 표시 오프 상태로 되는 에어리어로 된다.

  표시 오프 상태의 에어리어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화면의 적어도 일부를 덮는 부분은 1 또는 복수의
가동 부재, 예를 들면, 슬라이드하는 커버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화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 상태에 따라 본체내에 수
납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전자 기기는 상술한 표시 오프 상태의 에어리어를 적합하게 지정 가능한 표시 장치를 탑재한 전자 기기
이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는 N개(N은 2 이상의 정수)의 주사선과, M개(M은 2 이상의 정수)의 데이터선과, 주사선
에 인가되는 전압 및 상기 데이터선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표시 상태가 제어되는 복수의 표시 요소와, 주사선의 구동회
로와, 데이터선의 구동 회로를 구비하는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주사선의 구동 회로에 표시 제어 신호를 입력하고, 그 표시 제어 신호에 의해, N개의 주사선 중 연속하는 K개(K는 N보다
도 적은 2 이상의 정수)의 주사선을 선택 대상에서 제외하여, (N-K)개의 주사선만을 선택 대상으로서 표시를 행하고, 또
한 그 (N-K)개의 주사선의 구동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N개의 주사선의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주사선의 선택시의
전압 레벨을 낮게 한다.

  표시 오프 상태로 하는 에어리어의 경계 위치를, 주사선의 배치 방향(Y 방향)에 있어서 적합하게 정하는 경우에, 표시를
행하는 에어리어를 담당하는 K개의 주사선에 대해서는 선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표시 장치의 구동에
있어서의 듀티(구동 주사선수)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표시를 행할 수 있는 주사선의 선택 전압 레벨도 낮게 된다.
선택 전압 레벨을 낮게 하는 만큼 전력 소비를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주사선의 선택시의 전압 레벨의 변경은 가변 전압원으로부터 주사선 구동 회로에 공급하는 전압 레벨을 표시 제어
신호에 의해 변경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가변 전압원은 부트스트랩 회로를 이용하여 구성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멀티라인 구동법을 사용한 화상 표시에 있어서, 표시 화상의 해상도 변환을 행한
다.

  해상도 변환은 해상도 변환 신호에 의해 해상도 1/Q(Q는 2 이상의 정수)이 지정된 경우에 연속하는 Q개의 주사선에 동
일 주사 전압을 인가하고, 이것에 의해 동시에 (Q× h)개의 주사선을 선택함으로써 행해진다. 해상도 1/Q은 표시 장치의
구동에 있어서의 듀티를 변화시키는 일없이, 화상 사이즈를 Q배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소비 전력은 거의 같으므
로, 화상이 확대되는 것에서 사용자의 시각에 호소하는 힘이 증대한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N개(N은 2이상의 정수)의 주사선과, M개(M 은 2 이상의 정수)의 데이터선과, 주
사선에 인가되는 전압 및 데이터선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표시 상태가 제어되는 복수의 표시 요소와, 주사선의 구동 회
로와, 데이터선의 구동 회로를 구비하는 표시 장치를 구동함에 있어서,

  비선택시에 있어서의 상기 주사선의 전압 레벨이 1뿐이고,

  주사선의 구동 회로에 표시 제어 신호를 입력하고, 그 표시 제어 신호에 의해 N개의 주사선 중 연속하는 K개(K는 N보다
도 적은 2이상의 정수)이 담당하는 에어리어를 표시가 행해지지 않는 에어리어로 하고, 그 밖의 주사선이 담당하는 에어리
어를 표기가 가능한 에어리어로 하며, K개의 주사선에 대해서는 선택 전압을 인가하는 일없이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로 유
지하여 두고, 또한 K개의 주사선이 본래 선택되어야 할 기간 중은 데이터선은 표시를 실행할 때에 인가해야 할 전압을 인
가한다.

  표시 오프 상태로 하는 에어리어의 경계 위치를 주사선의 배치 방향(Y 방향)에 있어서 적절하게 결정하는 경우에, 표시
오프 상태로 되는 에어리어를 담당하는 K개의 주사선에 대해서도 선택 대상으로서 구동 듀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의 한
쪽 데이터선에는 그의 표시 오프 상태로 되는 에어리어에 대응하는 기간 동안은,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이 아니고, 표
시를 행하는 경우의 전압 레벨을 공급하는 것이다. 구동 듀티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주사선의 선택 전압 레벨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전압원 회로의 구성이 복잡화하는 일도 없다. 복수의 주사선을 동시에 선택하는 구동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구동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표시 장치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상술한 여러 가지 구동법을 채용하여, 예를 들면, 대기 상태일 때에, 필
요 최소한의 표시 에어리어 이외의 에어리어를 표시 오프 상태의 에어리어(표시 오프 모드의 화면)로 하고, 소비 전력을 삭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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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의 표시 장치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주사선 또는 데이터선으로의 전압 인가 경로에 복수의 스위치 수단을
마련하고, 화상을 표시하지 않는 상태일 때에 그 스위치 수단을 열림 상태로 하여 주사선 또는 데이터선을 전위적으로 플
로팅 상태로 한다.

  이 경우, 주사선과, 주사선과 데이터선 사이에 존재하는 액정 등의 전기 광학 소자와, 데이터선을 연결하는 경로는 전압
원으로부터 완전히 절리된다. 따라서, 전기 광학 소자를 거쳐 불필요한 전류가 흐를 우려가 없게 된다. 단, 주사선과 데이
터선이 전위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전기 등에 기인하여 바라지 않는 화면이 형성되는 경우도 상정되므로, 커버 등으로 표시
패널의 전면을 덮어서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표시 장치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적어도 2개의 표시 패널을 갖고, 하나의 패널의 구동 듀티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주사선의 선택 전압 레벨과 데이터선에 인가하는 전압 레벨을 일치시킨다. 이것에 의해 전압원 회로의 구성이
간소화된다.

  또한, 본 발명의 표시 장치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표시 매트릭스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회로에 주사선을 구동하기 위한
기능과 데이터선을 구동하기 위한 기능을 겸비시켜 둔다.

  이 경우, 화상 표시 에어리어의 형상이나 사이즈에 따라 적절하게 그의 기능을 전환하여, 구동 듀티를 변화시킴으로써,
주사선 선택시의 전압을 저감할 수 있고, 화상 표시시의 소비 전력을 삭감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의 주사선 및 데이터선의전압 레벨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 1B는 주사선 및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의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A는 본 발명의 구동 방법을 채용한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 구성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도 3B는 도 3A의 장치의 표시 화면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 4A는 본 발명의 구동 방법을 채용한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 구성의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

  도 4B는 도 4A의 장치의 표시 화면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주사선을 한개한개 선택하여 가는 구동 방법(ATP 구동 방법)을 채용한 경우에, 본 발명에서의 주사선 및 데이터
선의 전압 레벨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액정 표시 장치의 인가 전압과 광투과율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도 7A는 본 발명의 구동 방법을 채용한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7B는 도 7A의 장치에서의 특징적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챠트.

  도 8A는 도 7A의 액정 표시 장치의 동작의 일례를 도시한 타이밍 챠트.

  도 8B는 다른 동작예를 도시한 타이밍 챠트.

  도 9는 본 발명의 구동 방법을 채용한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1OA는 도 9의 액정 표시 장치의 동작의 일 예를 도시한 타이밍 챠트.

  도 1OB는 다른 동작예를 도시한 타이밍 챠트.

  도 11은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12A 내지 도 12C는 각각 도 11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의 표시 제어의 양태를 도시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의 주요부 구성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의 주요부 구성의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5는 도 14에서의 데이터의 구체적 회로 구성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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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6A는 4개의 주사선을 동시에 선택하여 구동하는 경우의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을 도시한 도면.

  도 16B는 동시 선택수와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수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도 17은 멀티라인 구동법을 채용한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 구성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도 18은 멀티라인 구동법을 채용한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 구성의 다른예를 도시한 도면.

  도 19는 도 17 또는 도 18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의 주요부 구성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도 20은 멀티라인 구동법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1은 멀티라인 구동법의 동작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2는 멀티라인 구동법을 채용한 액정 표시 장치에서의 주사선, 데이터선 및 화소부의 전압의 변화예를 도시한 도면.

  도 23A 및 도 23B는 각각 멀티라인 구동법에서의 주사 전압 패턴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4A는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주사선의 배치 방향에 따라 화면제어를 행하는 경우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
한 도면.

  도 24B는 도 24A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의 표시 제어의 양태를 도시한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의 표시 제어의 구체예를 도시한 도면.

  도 26은 도 25에 도시된 가변 전압원의 구체적 구성의 일례(부트스트랩 회로)를 도시한 도면.

  도 27은 도 25에 도시된 표시 제어를 실현하기 위한 멀티라인 구동법을 채용한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28A는 화상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화면을 도시하는 도면.

  도 28B는 절반 화면에 화상을 표시한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28C는 도 28B의 표시 화상을 배각으로 표시한 상태(해상도 1/2의 표시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29는 도 28B 및 도 28C에 도시된 해상도 변환을 행하기 위한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OA 및 도 3OB는 각각 도 29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1은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멀티라인 구동법을 채용하는 장치)에 있어서의 표시 제어의 구체예를 도시한 도면.

  도 32는 도 31의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챠트.

  도 33은 도 31의 표시 제어를 실현하는 액정 표시 장치 구성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도 34A는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의 주요부 구성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34B는 도 34A의 구성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5는 도 34A 및 도 34B에 도시된 표시 제어를 멀티라인 구동법을 채용하는 액정 표시 장치에 적용한 경우의 주요부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6은 도 35의 구성의 보다 구체적인 회로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7은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38은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39A는 본 발명의 표시 장치를 탑재한 휴대 전화의 통상 사용할 때의 정면도.

  도 39B는 도 39A의 휴대 전화의 특수 사용할 때의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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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OA 및 도 4OB는 각각 본 발명의 표시 장치를 탑재한 휴대형 전자 사전의 사시도.

  도 41A 및 도 41B는 각각 본 발명의 표시 장치를 탑재한 전자 기기의 외형을 나타낸 도면.

  도 42A 및 도 42B는 각각 본 발명의 표시 장치를 탑재한 휴대형 전자 번역기를 나타낸 사시도.

  도 43은 표시 장치를 탑재한 휴대 전화의 외형을 도시한 도면.

  도 44는 통상의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의 주요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45는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법에서의 주사선 및 데이터선의 전압레벨을 도시한 도면.

  도 46은 통상의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챠트.

  도 47은 종래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의 문제점을 도시한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본 발명 전에 본 발명자에 의해 이루어진 종래 기술의 검토 내용에 대하여 설
명한다.

  (1) 본 발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검토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는 도 4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의 주사선 Y1 내지 Yn을 갖는 제 1 기판과 복수의 데이
터선 X1 내지 Xm을 갖는 제 2 기판 사이에 액정을 봉입하고, Y 드라이버(주사선 구동 회로)(4000) 및 X 드라이버(데이터
선 구동 회로)(5000)에 의해 각 주사선 및 데이터선을 구동하고,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점에 위치하는 화소(표시 요소)의
표시 상태를 제어하여 원하는 표시를 행한다.

  도 45에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의 주사선 및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을 도시한다.

  도 45의 좌측이 주사선의 전압 레벨이고, 우측이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이다.

  주사선의 선택시의 전압 레벨로서는 VA6, VA1의 정부(正負) 2개의 레벨이 준비되고, 비선택의 전압 레벨도 마찬가지로

VA5, VA2의 정부 2개의 레벨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에 관해서도 정측의 2개의 전압 레벨 VA4, VA6
과 부측의 2개의 전압 레벨 VA1, VA3이 준비되어 있다. 정측 및 부측의 전압 레벨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액정 표시 장치에

서는, 직류 전압 인가에 의한 액정 열화 방지 등을 위해, 주사선 또는 데이터선에 인가하는 전압의 극성을 주기적으로 반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파형을 도 46에 도시한다. 상측이 주사선의 구동 파형이고, 하측이 데이터선의
구동 파형이다. 시각 t1에서 시각 t2까지 및 시각 t4에서 시각 t5까지가 화소의 온 기간이고, 시각 t2에서 시각 t3까지와
시각 t5 이후는 화소의 오프 기간이다.

  화소의 오프 기간에 착안하면, 화상의 표시를 행하지 않는 상태를 실현하기위해서는, 주사선 및 신호선의 구동 전압을 주
기적으로 반전시켜야 하고, 그 진폭은 2OV 이상도 있다.

  예를 들면, 1주사선마다 구동 전압의 극성을 반전하는 구동법을 채용하고, 도 4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선 Y1과 주
사선 X1, X2, X3, X4로 특정되는 영역 "A"에 화상을 표시하고, 데이터선 Y2, Y3, Y4와 주사선 X1, X2, X3, X4로 특정되
는 영역 "B"를 화상을 표시하지 않는 상태로 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도 47 중 "+", "-"는 구동 펄스의 극성을 나타낸다.

  영역 "B"를 표시 오프 상태로 하는 데는 주사선의 구동 펄스의 극성에 대응시켜, 데이터선 Y2, Y3, Y4의 구동 펄스의 극
성을 1주사선마다 반전시켜야 하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구동 파형을 만들기 시작하는 전압원 회로의 구성이 복잡화하여
소비 전력이 크고 또한 데이터선 전압 및 주사선 전압이 항상 변동하고 있으므로, 주사선과 데이터선간의 전위차에 기인하
여 액정을 거쳐 흐르는 전류도 무시할 수 없어, 표시 패널에서의 전력 소비도 크다.

  (2) 제 1 실시예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구동 방법에서는 도 1A, 도 1B와 같은 주사선 및 데이터선의 구동 전압 레벨
을 준비하고, 그리고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표시 오프 상태(표시 오프 모드의 화면)로 하는 경우에는 주사선 및 데이터
선의 전압 레벨을 함께 Vc로 고정한다.

  주사선이나 데이터선의 구동 전압 극성에 관계없이, 표시 오프 상태(표시 오프 모드)에서는 주사선 및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은 항상 Vc로 고정되므로, 전압원회로의 구성이 간소화되어 소비 전력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논리적으로는 주사선
과 데이터선간에 전위차가 없으므로, 표시 패널에 있어서도 쓸데없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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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A 및 도 1B의 전압 레벨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1A는 한개한개 주사선을 선택하여 가는 통상의 구동 방법(ATP법)에 본 발명을 적용한 경우의 구동 전압 레벨을 나타
내고, 좌측이 주사선의 전압 레벨이고,우측이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이다.

  주사선의 선택시의 전압 레벨은 VMX1, -VMX1이고,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은 Vc하나뿐이다. 한편,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

은 VMY1, VMY2 및 Vc이다. Vc는 예를 들면 그라운드 레벨이다.

  도 1B는 복수 개의 주사선을 동시에 선택하는 소위 멀티라인 구동법(도 1B의 경우는 4개를 동시에 선택함)의 구동 전압
레벨을 나타내고, 좌측이 주사선의 전압레벨이고, 우측이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이다. 주사선 선택시의 전압 레벨은 VX1,-

VX1의 2개이고, 비선택시의 주사선의 전압 레벨은 Vc뿐이다. 한편,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은 VY1, VY2 ,VC, VY4, VY5의 5

개이다.

  다음에, 도 2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2에 있어서, X 드라이버(2)는 데이터선 D1, D2, D3, D4를 구동하고, Y 드라이버(4)는 주사선 S1, S2, S3을 구동한다.
주사선과 데이터선의 교점에 화소가 배치되어 액정 패널(6)이 구성된다.

  예를 들면, 액정 패널(6)을 휴대 전화에 사용하였다고 하고, 통화시만 액정패널(6)에 화상을 표시하고, 대기시에는 아무
런 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휴대 전화가 대기 모드에 있을 때, 표시 제어 신호 DOFF의 레벨을 액티브(예를 들면, L)
로 함으로써, X 드라이버(2) 및 Y 드라이버(4)의 구동 출력을 모두 Vc로 고정한다. 이것에 의해, 매우 낮은 소비 전력의 표
시 오프 상태가 실현된다.

  또한, Y 드라이버(4)는 통상적인 바와 같이, 주사선 1개마다 또는 복수 개마다 구동 펄스를 주어 주사선을 선택하도록 하
여도, Y 드라이버의 전체 출력을 Vc로 고정하고 있는 이상, 표시 오프 상태는 유지된다. 즉, 액정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소정의 임계값 전압(Vth)을 넘지 않는 한 투과율의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고, 선택시에 있어서 주사선에 선택 펄스를 입
력한 것만으로, 데이터선 전압이 Vc로 되어 있는 이상, 임계값 전압을 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용하면, 각 데이터선에 주는 전압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에 의해,도 2와 같이 액정 패널(6)의 전체 화면을 표
시 오프시킬 뿐만 아니라, 액정 패널 중 일부의 에어리어만을 표시 오프 상태로 하는 것(부분적인 표시 오프)도 가능하게
된다. 부분적인 표시 오프 상태의 실현에 대해서는 이하의 실시예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3) 제 2 실시예

  도 3A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도 3B는 도 3A의 장치에서의 표시 제어의 양
태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의 특징은 데이터선 X16O을 경계로 하여 화면을 세로로 분할하고,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영역(80)을 화상
표시 에어리어로 하고, 영역(90)을 화상 표시에 사용하지 않는 에어리어(표시 오프 상태의 에어리어)로 하는 것, 및 그 화
면의 분할을 데이터선 구동용의 복수의 IC의 출력 제어에 의해 실행한다는 것이다.

  도 2에서는 표시 패널의 전체 화면을 표시 오프 상태(표시 오프 화면)로 하였지만, 예를 들면, 휴대 전화의 대기시에 있어
서도 어느 정도 통화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표시나 스피커의 음량 등을 나타내는 최소한의 표시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
다. 이 경우, 최소한의 표시를 하는 에어리어만을 확보하고, 다른 에어리어를 표시 오프 모드(표시 오프 상태)로 하여 두면,
소비 전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도 3A에 있어서, 참조 번호 10, 20, 30, 40은 데이터선 구동용 IC이고, 각각 160개의 데이터선의 구동을 담당한다. 표시
제어 신호로서 DOFF(Display Off)1,DOFF2의 2개가 준비되고, DOFF1은 데이터선 구동용 IC(10)에 입력되고, DOFF2
는 데이터선 구동용 IC(20, 30, 40)에 공통으로 입력된다.

  표시 제어 신호 DOFF1, DOFF2는 함께 로우 레벨이 액티브 레벨이고, 이 때, 데이터선 구동용 IC의 구동 출력은 모두 도
1A, 도 1B에 도시한 전압 레벨 Vc(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로 고정된다. 또한, 참조 번호 50, 60은 주사선 구동용
IC이고, 각각 120개의 주사선 구동을 담당한다.

  DOFF1을 "H", DOFF2를 "L"로 하면, 데이터선 구동용 IC(20, 30, 40)의 구동출력(데이터선 X16O 내지 X64O의 구동 출
력)은 Vc로 고정된다. 이것에 의해, 도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 패널(70)의 화면 중 에어리어(90)는 표시 오프 상태(표
시·오프 모드)로 된다.

  한편, 데이터선 구동용 IC(10)는 데이터선 X1 내지 X16O에 대하여 원하는 화상 표시를 실행하기 위한 구동 출력을 송출
한다. 또한, 주사선 구동용 IC(50, 60)는 예를 들면, 주사선을 한개한개 순차로 선택하여 간다. 이것에 의해, 도 3B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액정 패널(70)의 에어리어(80)에 소정 표시가 이루어진다.

  한편, 에어리어(90)는 항시 표시 오프 상태로 되어 있고, 주사선이 선택되어 있을 때에는 선택 전압이 인가되고, 비선택인
때는 주사선 및 데이터선이 함께 Vc로 유지되므로, 액정을 거쳐 쓸데없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액정 패널(70) 자체의 소비
전력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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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 1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액정 구동의 극성에 대응시켜 표시 오프로 하기 위한 제어 전압의 극성을 전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제어 전압을 만드는 전압원 회로의 구성도 간소화되고, 전압원 회로에서의 소비 전력도 대폭적으로 경감된
다.

  또한, 표시 제어 신호 DOFF에 의해, 하나의 IC의 출력 중 일부만을 제어하도록 하여도 좋다.

  (4) 제 3 실시예

  도 4A에 도시된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액정 패널(70)의 데이터선 드라이버(X드라이버)로서 2개의 드라이버(100, 110)
를 마련하고 있다. 주사선 드라이버(Y 드라이버)(20)는, 예를 들면, 주사선을 한개한개 선택하여 가는 타입의 드라이버이
다. 또한, 도 4A의 참조 번호 130은 OR 게이트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4개의 표시 제어 신호 DOFFO, DOFF1, DOFF2, DOFF3을 준비하고, 각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제어
함으로써, 도 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표시오프 상태로 하는 에어리어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즉, 도 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 패널(70)의 전체 표시 에어리어를 "A"로 한 경우, DOFFO 만이 "L"인 때는 에어리어
"B'만이 표시 오프 상태로 된다. 또한, DOFFO, DOFFI의 2개가 "L"로 되면, 영역 "B" 및 영역 "C"가 표시 오프 상태로 되
고, DOFFO 내지 DOFF3이 "L"로 되면 영역 "B", 영역 "C" 및 영역 "D"가 표시 오프상태로 되며, DOFFO 내지 DOFF3이
모두 "L"로 되면 영역 "E"를 포함하는 액정 패널(70)의 전체 화면이 표시 오프 상태로 된다.

  (5) 제 4 실시예

  표시 패널의 일부 에어리어를 표시 오프 모드로 하는 것에 대응하여, 그 에어리어에 관한 표시 데이터(표시 오프를 나타
내는 화상 데이터)나 그 화상 데이터의 전송용 클럭도 정지하는 것에 의해, 또한 표시 장치의 소비 전력을 저감할 수 있다.
이하, 이와 같은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회로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7A에 액정 패널의 데이터선 구동 회로의 주요부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이 데이터선 구동 회로는 주사선을 1개씩 선
택하여 가는 타입의 구동 방법에 사용되는 것으로, 도 5(도 1A)의 우측에 도시된 바와 같은 3개의 전압 레벨(VMY1, Vc,

VMY2)을 데이터선에 출력한다.

  도 7A의 회로는 동작 타이밍 제어기(200)와 데이터선 구동용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데이터 시프트 레지스터
(210)와, 래치(220)와, 레벨 시프터(230)와, 3개의 전압 레벨 (VMY1, Vc, VMY2)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전압 셀렉터

(240)를 구비한다. 참조 번호 250은 액정 패널이다.

  도 7A에서, XSCL은 데이터선 구동용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클럭을 나타내고, LP는 선택 펄스에 상당하는 펄스이고,
YD는 1프레임 기간의 개시를 나타내는 신호이고, DATA는 데이터선 구동용 데이터이고, DOFF는 표시 제어 신호이다.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각 t1에 표시 제어 신호 DOFF가 "L"로 되면, 전압 셀렉터(240)의 출력이 Vc로 고정되어,
액정 패널(250)의 해당 에어리어는 표시 오프 모드로 된다.

  이 때 표시 오프 모드의 개시에 대응시켜, 도 7A의 동작 타이밍 제어기(200)에 공급하는 데이터선 구동용 데이터
(DATA) 및 전송용 클럭(XSCL)을 정지하면, 쓸데없는 전력 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와 클럭 중 어느 하나를
정지하는 것만으로도 소비 전력의 삭감 효과는 있다. 특히, 전송용 클럭은 고주파 신호이고, 이 클럭을 정지하는 것의 효과
는 크다.

  데이터나 전송용 클럭의 정지는, 예를 들면, 액정 표시 장치의 동작을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마이크로컴퓨터의 제어에 의
해 실행된다.

  도 8A는 표시 오프 모드의 개시에 대응시켜 데이터 및 클럭 쌍방을 정지시키는 경우의 동작을 도시한 타이밍 챠트이다.
도 8A에서는 도 3A의 예와 같이, 2개의 제어 신호(DOFF1, DOFF2)에 의해 액정 패널의 일부 에어리어를 부분적으로 표
시 오프 모드로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도 8A와 같이 DOFF1이 "H", DOFF2가 "L"인 경우에는, 전송 클럭 40개분의 데이터는 공급되지만, 그 이후의 데이터 전
송(및 클럭 공급)은 정지되어 있다.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이, DOFF1, DOFF2가 함께 "H"로 되면 부분적인 표시오프 모드는 해제되고, 이것에 따라 데이터
및 클럭의 정지도 해제된다.

  (6) 제 5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는 표시 오프 모드로 되는 에어리어의 개시 위치를 자유롭게 설정한다.

  도 9는 그와 같은 표시 제어를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선 드라이버(X 드라이버)의 주요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다. 회로 구성
은, 도 7A와 거의 같지만, 각 구동출력마다 표시 제어 데이터(DOFF)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구동 출력 수와 같은 단수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마련한 점, 및 앤드 게이트 AD1, AD2...ADm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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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 게이트 AD1, AD2...ADm는 각 구동 출력에 대응하여 마련되어 있고, 데이터선 구동 데이터(DATA)와 표시 제어 데
이터(DOFF)의 앤드를 취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갖는다.

  표시 제어 데이터(DOFF)가 "L"인 경우에는, 앤드 게이트의 출력은 소정 값으로 고정되고, 그 고정값의 데이터가 래치
(220)에 기억된다. 그 고정값의 데이터가 있으면, 전압 셀렉터(240)는 그 데이터에 대응하는 구동 출력 레벨을 상술한 Vc
로 고정한다. 이것에 의해, 구동 출력의 하나 하나를 단위로 하여, 표시 오프 모드로 되는 에어리어의 개시 위치를 자유롭
게 설정할 수 있다.

  도 1OA, 도 1OB는 표시 제어 신호 DOFF2의 레벨을 적절한 타이밍에서 변화시키고, 이에 대응하여 데이터 전송, 클럭
공급도 정지시켜, 표시 오프 모드의 에어리어를 자유롭게 설정하는 예의 타이밍 챠트를 도시한다.

  (7) 제 6 실시예

  표시 오프 모드로 되는 에어리어를 결정하는 다른 방법이 도 11 내지 도 15에 도시된다.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4개의 표시 제어 신호 DOFF1 내지 DOFF4의 전압레벨의 조합에 의해, 도 12A 내지 도 12C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표시 화면(270) 중에 표시 오프 모드로 되는 에어리어를 설정할 수 있다. 도 12A 내지 도
12 C중, 사선을 취한 에어리어가 표시 오프 모드로 되어 있는 에어리어이다.

  도 13은 도 11의 X 드라이버(280)의 구체적인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4개의 디코더(300, 310, 320, 330)가 마련되고, 표시 제어 신호 DOFF1 내지 DOFF4의 각각은 각 디코더에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도 14는 X드라이버의 구체적인 구성의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 예에서는 디코더(DOFF POSITION DECODER)(400)에 의해 표시 제어 신호DOFF1 내지 DOFF4를 디코드하여, 각
디코더(300, 310, 320, 330)의 제어 신호 DX1내지 DX4를 작성하고 있다.

  디코더(DOFF POSITION DECODER)(400)는 예를 들면,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은 2개의 오어(OR) 회로(410, 412)를
사용한 회로 구성으로 되어 있다.

  (8) 제 7 실시예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표시 오프 모드 화면의 작성법을 소위 멀티라인 구동법(MLS 구동법)에 적용하면, MLS 구동법
의 특징인 주사선에 인가하는 전압 레벨의 저하 효과와 대응하여, 액정 표시 장치의 저소비 전력화가 가능하다. 또한, 표시
품질도 향상된다.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표시 오프 모드 화면의 작성법을 소위 멀티라인 구동법(MLS 구동법)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시
선택되는 주사선의 개수 L을 우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L은 2, 4, 6, 8 중 어느 하나로 설정하는 것
이 좋다. 이하, 그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멀티라인 구동 방법의 개요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도 1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사선의 동시 선택수가 "L"인 경우에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수는 반드시 "L+l"로 된다. 그리
고 "L"이 우수인 경우에는 "L+l"은 기수이고, 따라서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은 "소정의 기준 전압 레벨"을 중심으로 하여 정
부 양측에 대칭적인 전압 레벨이 반드시 설정된다. 이 "소정의 기준 전압 레벨"을 비선택시의 주사선 전압 레벨에 일치시킬
수 있다.

  즉, 주사선의 동시 선택수가 우수인 경우에는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 중 중심으로 되는 전압 레벨이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에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시 오프 상태의 실현을 위해,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로서, 주사선의비선
택시의 전압 레벨과 같은 전압 레벨을 새로 추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설계가 용이화되고, 회로가 복잡화하지 않으며,
저소비 전력화에 유리하다.

  도 16A(도 1B)에, 4개의 주사선을 동시에 선택하는 구동 방법을 채용한 경우의 주사선 및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을 도시
한다. 도 16A에 있어서, 좌측이 주사선의 전압 레벨이고, 우측이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이다. L=4이므로,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로서는 VY1, VY2, Vc, VY4, VY5의 5개(L+l)의 전압 레벨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VY1, VY2와 VY4, VY5는 Vc를 기

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설정된 레벨이다. 그리고 Vc는 주사선의 비선택 전압 레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표시 오프
모드의 에어리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사선 및 데이터선의 전압을 Vc로 고정하면 좋다.

  또한, 주사선의 동시 선택수 "L"이 기수인 경우는,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 수는 우수로 되고, 각 전압 레벨의 중심에는 기
준으로 되는 전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표시 오프 모드를 실현하기 위한 전압 레벨로서, 상술한 Vc에
상당하는 레벨을 데이터선의 전압 레벨에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멀티라인 구동에서의 동시 선택되는 주사선의 개수 L은 2, 4, 6, 8의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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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동시 선택하는 주사선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그 구동을 실현하기 위한 회로의 규모가 크게 되고, 오히려 저소비
전력화의 요청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 선택되는 주사선의 개수 L은 2, 4, 6, 8이 현실적이다.

  (9) 제 8 실시예

  A. 장치 구성

  멀티라인 구동법을 채용하고 또한 표시 오프 모드로 되는 에어리어를 적합하게 설정할 수 있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예
를 도 17 및 도 18에 도시한다.

  먼저, 도 17에 도시한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모듈 제어기(2340) 내의 DMA 제어 회로(2344)는 마이크로프로세서(MPU)(2300)로부터의 지시를 받으면, 비디오
RAM(VRAM)(2320)에 액세스하고, 시스템 버스(2420)를 거쳐 1 프레임 분의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고, 그 화상 데이터
(DATA)를 클럭(XCLK)과 함께 데이터선 구동 회로에 보내는 기능을 한다.

  데이터선 구동 회로(도 17 중에서, 일점 쇄선으로 둘러싸서 도시하고 있음)는 제어 회로(2000), 입력 버퍼(2011), 프레임
메모리(252), 출력 시프트 레지스터(2021), 디코더(258), 전압 셀렉터(2100)를 구비한다.

  또한, 참조 번호 2400은 입력용 터치 센서이고, 참조 번호 2410은 터치 센서제어 회로이다. 입력용 터치 센서(2400) 및
터치 센서 제어 회로(2410)는 불필요한 경우에는 삭제해도 좋다.

  또한, 모듈 제어기(2340) 내의 제어 신호 발생 회로(2342)는 MPU(2300)로부터의 지령을 받아서 제 1 표시 제어 신호
(OFF)를 데이터선 구동 회로 내의 제어 회로(2000)에 출력한다. 그 제 1 표시 제어 신호(OFF)의 레벨에 따라, 제어 회로
(2000)는 전압 셀렉터(2100)에 공급하는 제 2 표시 제어 신호(DOFF)의 레벨을 변화시킨다. 이것에 의해, 해당하는 데이
터선의 구동 출력이 상술한 전압 레벨 Vc로 고정되고, 표시 오프 모드의 화면으로 된다.

  또한, 전원 회로(전압원 회로)(2420)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X 드라이버) 및 주사선 드라이버(Y 드라이버)(2200)에 소정
의 전압을 공급한다.

  다음에, 도 18의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7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모듈 제어기(2340)를 사용하여 멀티라인 구동(MLS 구동)의 제어를 실행하고 있지만, 도
18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데이터선구동 회로(도면 중, 일점 쇄선으로 둘러싸서 나타냄)를 마이크로컴퓨터의 시스템버스
(2420)에 직결시켜, MPU(2300)가 직접 MLS 구동의 제어를 행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데이터선 구동 회로는 인터페이
스 회로(2440), 제어 회로(2450), 발진회로(2430) 등을 구비하고 있다. 표시 제어 신호(DOFF)는 인터페이스 회로(2440)
를 거쳐 제어 회로(2450)로 공급되도록 되어 있다. 그 표시 제어 신호(DOFF)의 레벨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 오프 모드의
에어리어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도 17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도 17, 도 18에 도시한 전압 셀렉터(2100)의 구성예에 대하여 도 19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19의 전압 셀렉터는 도 9에 도시한 구성과 마찬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즉, 표시 제어 데이터(DOFF)를 일시적으
로 기억하는 시프트 레지스터(256)와, MLS 디코더(258)의 출력과 시프트 레지스터(256)의 기억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는
논리 게이트(404, 406, 408, 410, 412) 등을 갖는다. 그리고, 각 논리 게이트의 출력에 의해 스위치 SW1 내지 SW5의 개
폐가 제어되고, 원하는 전압이 액정 패널(2250)의 데이터선에 인가된다. 도 9의 표시 장치와 마찬가지로, 표시 제어 데이
터(DOFF)의 값에 의해, 표시 오프 모드로 하는 에어리어의 개시 위치를 데이터선 드라이버의 각 출력을 단위로 하여 자유
롭게 설정할 수 있다.

  B. MLS 구동법의 이점 및 특징

  이하, MLS 구동법의 이점이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한다. 하기의 특징을 갖는 MLS 구동법에,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표
시 오프 모드 화면의 작성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액정 표시 장치의 저소비 전력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표시 품질의 향
상을 도모한다.

  MLS 구동법은 STN(Super Twisted Nematic) 액정 패널 등의 단순 매트릭스 방식의 액정 패널에 있어서, 복수의 주사
선을 동시에 선택하는 기술이다. 이것에 의해, 주사선의 구동 전압을 낮게 할 수 있다.

  또한, 도 20의 상측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의 선순차 구동법에서는 선택펄스의 간격이 넓고, 액정 패널의 투과율이 시
간 경과와 함께 내려가므로, 화상 표시의 콘트라스트나 액정 패널의 투과 상태에 있어서의 휘도(투과율)가 저하하여 버린
다. 이것에 대하여, 도 20의 하측에 도시한 바와 같이, MLS 구동법에 의하면 선택 펄스의 간격을 좁힐 수 있으므로, 액정
패널의 투과율(휘도)의 저하가 작고, 평균 투과율이 상승한다. 따라서, 콘트라스트도 향상한다.

  C. MLS 구동법의 원리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2개의 주사선 X1, X2를 동시에 구동하고, 그들 주사선과 데이터선 Y1이 교차하는 위치의 화
소를 온/오프 시키는 경우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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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화소를 "-1"로 하고, 오프 화소를 "+l"로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이 온/오프를 나타내는 데이터는 프레임 메모리 내에
저장되어 있다. 또한, 선택 펄스는 "+1", "-1"의 2값으로 표기된다. 또한, 데이터선 Y1의 구동 전압은 "-V2", "+V2",
"V1"의 3값이다.

  데이터선 Y1에 "-V2", "+V2', "V1" 중 어느 전압을 주는 가 하는 것은 표시데이터 벡터 d와 선택 행렬 β의 적(積)에 의
해 결정된다.

  도 21의 (a)의 경우는 d·β=2이고, 도 21의 (b)의 경우는 d·β=+2이고, 도21의 (c)의 경우는 d·β=+2이고, 도 21의 (d)의
경우는 d·β=0이 된다.

  그리고, 표시 데이터 벡터 d와 선택 행렬 β의 적이 "-2"일 때에 데이터선 구동 전압으로서 "-V2"가 선택되고, "+2"인 때
에 "+V2"가 선택되고, "0"인 때에 "V1"이 선택된다.

  표시 데이터 벡터 d와 선택 행렬 β의 적의 연산을 전자 회로로 행하는 경우에는 표시 데이터 벡터 d와 선택 행렬 β의 대
응하는 데이터의 불일치 수를 판정하는 회로를 마련하면 좋다.

  즉, 불일치가 "2"인 경우에는 데이터선 구동 전압으로서 "-V2"를 선택한다. 불일치 수가 "0"인 경우에는 데이터선 구동
전압으로서 "+V2"를 선택한다. 또한, 불일치 수가 "1"인 경우에는 데이터선 구동 전압으로서 'Vl"을 선택한다. 2라인을 동
시에 선택하는 MLS 구동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하여 데이터선 구동 전압을 결정하고, 1프레임 기간 내에 2회의 선택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 화소의 온/오프를 표시한다. 선택 기간을 복수회 마련하고 있으므로, 비선택 기간에 있어서의 투과율
의 저하가 작게 되고, 액정 패널의 평균 투과율(휘도)이 향상한다. 따라서, 액정 패널의 콘트라스트도 향상한다.

  D. MLS 구동의 구체예

  이하, 도 22를 사용하여, 4라인의 주사선을 동시에 선택하여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하는 경우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주사선에는 미리 선택한 직교 함수계에 의해 정의되는 주사 전압 패턴에 따라 3개(+V1, 0, -V1)의 전압 레벨이 적절히
선택되고, 4개의 주사선에 각각 인가되도록 되어 있다. 주사 전압 패턴의 일 예를 도 23A, 도 23B에 도시한다.

  예를 들면, 도 22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4개의 주사선 X1 내지 X4가 동시에 선택된다.

  이 때, 주사 전압 패턴과 표시 데이터 패턴을 비교하고, 그 불일치 수에 의해 결정된 전압 레벨(-V3, -V2, 0, +V2, +V3
의 5개의 전압 레벨 중 어느 것)이 데이터선 구동 회로에 의해 각 데이터선에 인가된다. 이하에서 데이터선에 인가되는 전
압 레벨을 결정하는 순서를 설명한다.

  주사 전압 패턴은 선택 전압이 +V1인 경우(+), 선택 전압이 -V1인 경우(-),표시 패턴은 온 표시의 데이터인 경우(+),
오프 표시의 데이터인 경우(-)로 한다. 비선택 기간은 불일치 수의 고려는 하지 않는다.

  도 22에서는 1화면을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1프레임 기간(F)으로 하고, 모든 주사선을 1회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1필드 기간(f)으로 하고, 주사선을 1회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1선택 기간(H)으로 한다.

  여기서, 도 22의 "H1st"는 최초 선택 기간이고, "H2nd"는 2번째 선택 기간이다.

  또한, f1st는 최초 필드 기간이고, f2nd는 2번째 필드 기간이다. 또한, F1st,는 최초 프레임 기간이고, F2nd는 2번째 프레임

기간이다.

  도 22의 경우, 최초 필드 기간 f1st 중의 최초 선택 기간(H1st)에 있어서 선택되는 4라인(X1 내지 X4)의 주사 패턴은 사전

에 도 22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표시 화면의 상태에 의하지 않고 항상 (++-+)이다.

  여기서, 전체 화면 온 표시를 실행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화소(X1, Y1), 화소(X2, Y1), 화소(X3, Y1), 화소(X4, Y1))에
대응하는 1열째의 표시 패턴은 (++++)이다. 양 패턴을 순번으로 비교하면, 1번째, 2번째 및 4번째는 극성이 일치하고, 3
번째는 극성이 상이하다. 즉, 불일치 수는 "1"이다. 불일치 수가 "1"인 경우, 5레벨(+V3, +V2, 0, -V2, -V3)인 전압 레벨
중 -V2를 선택한다. 그러면, +V1을 선택하고 있는 주사선 X1, X2 및 X4의 경우에는 -V2의 선택에 의해 액정 소자에 인
가되는 전압은 높게 되는 한편, -V1을 선택하고 있는 주사선 X3의 경우에는 -V2의 선택에 의해 액정 소자에 인가되는 전
압은 낮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데이터선에 인가되는 전압은 직교 변환시의 "벡터의 가중치"에 상당하고, 4회의 주사 패턴에 대하여 모
든 가중치를 더하면 진짜 표시 패턴을 재생할 수 있도록 전압 레벨이 설정된다.

  마찬가지로, 불일치가 "0"인 경우는 -V3, 불일치 수가 "2"인 경우는 0 레벨,불일치 수가 "3"인 경우는 +V2, 불일치 수가
"4"인 경우는 +V3을 선택한다. V2와 V3은 그의 전압비가 (V2 : V3 = 1 : 2)로 되도록 설정한다.

  마찬가지 순서로 X1 내지 X4의 4라인의 주사선에 대하여, Y2에서 Ym까지의 데이터선의 열의 불일치 수를 결정하고, 얻
어진 선택 전압의 데이터를 데이터선 구동 회로에 전송하고, 최초 선택 기간에 상기 순서에 의해 정해진 전압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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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모든 주사선(X1 내지 Xn)에 대하여, 이상의 순서를 반복하면, 최초의 필드 기간(f1st)에 있어서의 동작이 종

료한다.

  마찬가지로, 2번째 이후의 필드 기간에 대해서도 모든 주사선에 대하여 상기순서를 반복하면 하나의 프레임(F1st,)이 끝

나고, 이것에 의해 하나의 화면의 표시가 행해진다.

  상기 순서에 따라, 전체 화면 온인 경우의 데이터선(X1)에 인가하는 전압 파형을 구하면, 도 22의 (b)와 같이 되고, 화소
(X1, Y1)에 인가되는 전압 파형은 도22의 (c)와 같이 된다.

  이상이 MLS 구동법의 구체예의 설명이다.

  (10) 제 9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는 화상 표시에 사용하지 않는 화면과 표시를 행하는 화면의 경계 위치를 표시 패널의 Y측(주사선측)에서
제어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즉, 도 24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표시 제어 신호 DOFF3, DOFF4를 주사선 구동 회로(50, 60)에도 입력하고, 예를 들면,
도 2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 패널(70)의 화면을 화상 표시에 사용하는 에어리어(82)와 화상 표시에 사용하지 않는 에
어 리어(84)로 구획한다.

  이와 같은 표시 제어는, 예를 들면, 도 25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동을 행하는 것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즉, 도 25에 도시
된 구동법에서는 화상 표시에 사용하는 에어리어(502)를 담당하는 주사선만을 선택 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에어리어
(504)를 주사선을 선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에 의해, 실질적으로 표시 패널의 사이즈가 변경되게 되어, 구동 듀티가 "N"에서 "N/2"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그 듀
티 변화에 대응시켜, 제어 신호 VCCN에 의해 가변 전압원(510)이 주사선 구동 회로에 공급하는 전압을 변화시킨다.

  도 25의 예에서는 구동의 듀티는 1/2로 되어 있으므로, 가변 전압원(510)이주사선 구동 회로에 공급하는 전압도 약 절반
만으로도 좋게 된다.

  한편, 화상 표시에 사용하지 않는 에어리어(504)는 표시 화면으로서 전혀 기능하지 않는 에어리어로 된다.

  가변 전압원(26)은, 예를 들면, 도 26에 도시한 바와 같은 부트스트랩 회로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도 26의 부트스트랩 회로는 이하와 같이 동작한다.

  트랜지스터 Q2의 게이트 전압 Vg가 "H"로 되어 트랜지스터 Q2가 온 하면, 전류 i1이 흘러서 콘덴서 Co를 충전한다. 이
것에 의해, 콘덴서 Co 양단의 전압은 V1이 된다.

  다음에 트랜지스터 Q2를 오프시키면, 전류 i2가 흘러서 트랜지스터 Q1이 온하고, A1점의 전위는 Vs와 같게 된다.

  이 때, B1점의 전위는 Vs+Vl로 상승된다. 따라서, V1 및 Vs를 적절하게 설정하면 여러 가지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실시예의 구동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MLS 구동법을 채용한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이 도 27에 도시되어 있다. MLS 제
어기(2340)가 표시 제어 신호 DOFF3, DOFF4에 의한 표시 제어에 대응시켜, 제어 신호 VCON에 의해 가변 전압원(510)

의 출력 전압을 변화시키도록 되어 있다.

  (11) 제 10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는 구동의 듀티를 변화시키는 일없이 화상의 사이즈를 확대한다. 즉, 화상의 해상도를 변환하는 처리를 행
한다. 이하, 이 처리에 대하여 도28A내지 도 28C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28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표시 패널이 2개의 표시 에어리어 "A" 및 "B"를 갖고, 표시 에어리어 "A"에 있어서의 주사선
의 구동은 Y 드라이버(520)가 담당하고, 표시 에어리어 "B"에 있어서의 주사선의 구동은 Y 드라이버(530)가 담당하는 것
으로 한다.

  그리고, 도 25를 사용하여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 28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에어리어 "A"에만 화상을 표시한다. 이
때, 에어리어 "B"는 어떠한 표시에도 기여하지 않는 에어리어로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는 표시 패널의 상반분 밖에 화상
표시에 사용되지 않아, 화상을 보는 자에 대한 임팩트가 약하다.

  그래서, 도 28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방향에 있어서 인접하는 2개의 화소에 같은 화상을 표시시키고, 이것에 의해 화상
사이즈를 종방향으로 2배로 확대한다. 이 경우, 화상 사이즈는 2배로 되었지만, 같은 화상을 2개의 화소로 표시시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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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동의 듀티는 도 28B와 같다. 따라서, 소비 전력은 그 정도 변화하지 않는다. 단, 화상의 해상도는 1/
2로 되어 표시 화상의 품질은 저하한다. 그러나, 화상의 사이즈가 2배로 된 것에 의해, 보는 자에게 주는 임팩트가 강하게
되어, 그만큼 표시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게 된다.

  이상 설명한 구동의 듀티를 변화시키는 일없이 화상 사이즈를 2배(해상도는 1/2)로 하는 처리를 실현하기 위한 MLS 구
동을 사용한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의 주사선 구동 회로의 주요 구성의 일예를 도 29에 도시한다. 또한, 도 3OA, 도 3OB
에는 각각 도 28b에 도시한 바와 같은 표시를 행하는 경우와, 도 28C에 도시한 배각 표시를 행하는 경우의 각부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도 29에 도시된 회로(600)는 1A, 2A,....,8A의 입력 단자와, 1B, 2B,....,8B의 각 입력 단자를 갖는다. 그리고, 각 입력 단
자에는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DO,D1, D2, D3 중 어느 하나가 입력되어 있다. 데이터 DO, D1, D2, D3은 주사선에 주는
전압을 결정하는 데이터이다.

  그리고, 제어 신호 BO가 "L"인 때는 1A, 2A,....,8A의 각 단자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출력 단자 1Y, 2Y,....,8Y에 출
력한다. 한편, 제어 신호 BO가 "H"인 때는 1B, 2B,....,8B의 각 단자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출력 단자 1Y, 2Y,....,8Y에
출력한다.

  한편, 회로(600)의 각 출력 단자 1Y, 2Y,....,8Y에는 2입력 앤드 게이트(610 내지 617)의 한쪽 입력 단자가 접속되어 있
다. 또한, 2입력 앤드 게이트(610 내지 613)의 다른 쪽 입력 단자에는 인에이블 제어 신호 EN1이 입력되고, 2입력 앤드 게
이트(614 내지 617)의 다른 쪽 입력 단자에는 인에이블 제어 신호 EN2가 입력되어 있다.

  도 28B와 같은 표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도 3O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어 신호 BO를 "L"로 하고, 인에이블 제어 신호
EN1을 "H"로 하고, 인에이블 제어 신호EN2를 "L"로 한다. 이것에 의해 도 29의 2입력 앤드 게이트(610 내지 614)의 출력
단자 OUT1 내지 OUT4에 각각 데이터 DO, D1, D2, D3이 출력되고, 각 데이터에 기초하여 4개의 주사선의 전압이 결정
된다.

  한편, 도 28과 같은 배각 표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도 3O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어 신호 BO를 "H"로 하고, 인에이블 제
어 신호 EN1을 "H"로 하고, 인에이블제어 신호 EN2도 "H"로 한다. 이것에 의해 도 29의 2입력 앤드 게이트(610 내지
617)의 출력 단자 OUT1 내지 OUT8에는 각각 데이터 DO, DO, D1, D1, D2, D2, D3, D3이 출력되고, 각 데이터에 기초하
여 8개의 주사선의 전압이 결정된다. 즉, 인접하는 주사선에는 같은 주사선 구동 전압이 부여된다. 이것에 의해 화상 사이
즈가 2배로 된다.

  이상의 예에서는 화상 사이즈를 2배로 하였지만, 마찬가지 수법을 사용하면 화상 사이즈를 4배, 8배 등으로 하는 것도 가
능하다. 어느 경우라도 1화면 중 일부의 에어리어를 부분적으로 표시 오프 상태로 한 경우와 동등한 낮은 소비 전력으로
서, 액정 패널의 사용자에 대한 아이콘 표시 등의 임팩트를 증대시켜, 표시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12) 제 11 실시예

  제 9 실시예에서는 도 24나 도 25를 사용하여, 화상 표시에 사용하지 않는 화면과 표시를 행하는 화면의 경계 위치를 표
시 패널의 Y측(주사선측)에서 제어하는 경우의 표시 제어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구동의 듀티
가 변화하므로, 가변 전압원이 필요하였다.

  본 실시예에서는 구동의 듀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마찬가지의 표시 제어를 행한다.

  도 3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구동의 듀티 "N"을 변화시키지 않고, 주사선 S1 내지 S6까지를 전부 선택한
다.

  또한, 표시 패널(500)의 화면 중, 주사선 S1 내지 S3이 담당하는 에어리어(502)가 화상 표시에 사용되는 에어리어이고,
주사선 S4 내지 S6이 담당하는 에어리어(504)가 화상 표시에 사용되지 않는 에어리어이다.

  지금, 데이터선 L1에 따라 6개의 화소 M1 내지 M6을 고려하고, 화소 M1 내지M3을 온 시키고, 화소 M4 내지 M6을 온
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화소 M4 내지 M6을 단지 오프 시키는 것만으로, 주사선 S4 내지 S6의 선택시에 데이터선 L1의 전
압 레벨을 상술한 Vc(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로 고정하면 좋지만, 이것에서는 화소 M1 내지 M3의 표시가 매우 어둡게
되어 버리고, 적정한 표시는 행해지지 않는다. 이것은, 표시 장치에서는 데이터선 L1에 소정의 표시를 행하기 위한 전압
(온/오프표시를 행하기 위한 전압)이 항상 인가되는 것을 전제로 회로가 설계되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선 L1에,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 Vc를 계속해서 인가하는 것은 규격 외의 구동법 등이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서는 주사선 S4, S5, S6을 선택해야 할 타이밍에서, 주사선에는 비선택시의 전압 Vc를 인가하고, 한
편, 데이터선 L1에는 통상의 온/오프표시를 행하는 경우에 인가해야 할 전압 중 하나를 인가한다. 이것에 의해, 화소M1,
M2, M3에 의한 표시를 적정히 유지하면, 화소 M4, M5, M6에 대해서는 표시 오프 상태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 표시 오프 상태로 되어 있는 에어리어(504)에 대해서는 주사선의 전압 레벨이 Vc로 고정되어, 극성 반전을 행하지 않
으므로, 데이터선에 표시를 행하는 경우의 전압이 인가된다고 하였어도, 소비 전력이 경감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구동의 듀티가 변화하지 않으므로 가변 전압원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전압원 회로의 구성이 간단
하고, 따라서 소비 전력을 저감시킬 수 있다.

  도 32는 4라인 동시 선택의 MLS 구동법에 본 실시예의 구동법을 적용한 경우의 동작을 도시한 타이밍 챠트이다. 도 32
에서는 편의상 제 1 및 제 2 필드 기간의 신호 파형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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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2에서, 시각 t1 내지 t2까지의 기간 및 시각 t3 내지 t4까지의 기간이 적정하게 화상 표시를 이루는 기간이고, 시각
t2 내지 t3까지의 기간이 표시 오프로 하는 기간이다. 시각 t2 내지 t3까지의 기간에서는 해당하는 주사선 Y101 내지
Y2OO에 대해서는 비선택 전압 레벨 Vc로 유지되고, 한편, 데이터선에는 "Vc"가 아니라, "VY4"가 인가되는 것을 알았다.

  도 32에 도시한 동작을 실행하는 MLS 구동법을 채용한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을 도 33에 도시한다. 도 27의 표시 장치와
는 달리, 고정 전압원(512)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MLS 제어기(2340)가 표시 제어 신호 DOFF3, DOFF4를 송출하여, 주
사선 구동 출력을 Vc로 고정시킴과 동시에, 이것에 맞춰서 제어 신호 VXC를 송출하여, X 드라이버(520, 530)의 출력을 소

정의 전압(예를 들면, 도 32에 도시한 VY4)으로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다.

  (13) 제 12 실시예

  도 34A, 도 34B에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도시한다. 본 실시예의 특징은 표시 오프 상태의 화면
으로 할 때, 주사선 또는 데이터선 중 적어도 하나를 전위적으로 플로팅 상태(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액정 패널에서의 쓸데없는 소비 전력을 저감할 수 있다.

  도 3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 패널은 도체층(800, 820) 사이에 액정(810)을 봉입하고, 전압원(700)으로부터 소정의
전압을 발생시켜 액정을 구동하고, 소정의 표시를 실행한다. 또한, 도체층(800, 820)은 주사선 및 데이터선의 구성 재료이
다.

  도체층(800, 820)에 같은 전압을 인가하여 표시 오프 상태로 하여도,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각 도체층의 전위에는 미소
한 차가 생긴다. 그래서, 액정(810)과 전압원(700)을 연결하는 경로가 구성되어 있으면, 도체층(800)과 도체층(820)의 전
위차에 기인하여, 도체층(800) 또는 도체층(820)으로부터 액정(810)으로의 전하 주입이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 이 전류는
쓸데없는 전류이다.

  그래서, 도 3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체층(800, 820)으로의 전압 인가 경로에 스위치(711, 726)를 마련하여, 하이 임
피던스 모드의 경우에는 스위치(711, 726) 중 적어도 하나를 열림 상태로 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전류 경로가 차단되
고, 쓸데없는 전류는 일절 흐르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 소비 전력을 삭감할 수 있다.

  단, 주사선 또는 데이터선이 전위적으로 플로팅 상태로 되어 불안정하므로, 정전기 등에 기인하여 바라지 않는 모양 등이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도 상정된다. 그래서, 주사선 또는 데이터선 중 적어도 하나를 플로팅 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화면을
커버로 덮어서, 액정 패널의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34A의 액정 패널에서는 스위치 수단(710) 내의 스위치(711 내지 716) 및 스위치 수단(720) 내의 스위치(721 내지
726)가 모두 열림 상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주사선 L1 내지 L6 및 데이터선 S1 내지 S6은 모두 전위적으로 플로팅 상태
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화면 위를 커버(750)가 덮고 있다.

  MLS 구동법을 채용한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데이터선의 전위를 플로팅 상태로서 표시를 금지하는 모드(하이 임피던
스 모드)를 실현하기 위한 구성을 도35 및 도 36에 도시한다.

  즉, 도 3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멀티라인 디코더(860)에 하이 임피던스 모드를 지시하는 제어 신호 Hi-Z를 입력한다. 멀
티라인 디코더(860)에는 상술한 표시 오프 상태를 지시하는 표시 제어 신호 DOFF도 입력되고 있다.

  멀티라인 디코더(860) 및 전압 셀렉터(870)의 구체적 구성의 일 예가 도 36에 도시된다.

  멀티라인 디코더(860)는 화상 데이터(DATA)와 표시 제어 신호 DOFF를 디코드하기 위한 논리 게이트 NA1 내지 NA5
와, 제어 신호 Hi-Z와 논리 게이트 NA1 내지NA5의 각 출력을 디코드하기 위한 앤드 게이트 NB1 내지 NB5를 갖고 있다.

  제어 신호 Hi-Z가 "L"로 되면, 앤드 게이트 NB1 내지 NB5의 출력은 강제적으로 "L"로 고정된다. 이것에 의해, 전압 셀렉
터(870) 내의 스위치 SW1 내지 SW5는 어느 것이라도 열림 상태로 되어, 데이터선은 전위적으로 플로팅 상태로 된다. 이
것에 의해, 표시 화면은 하이 임피던스 모드로 된다.

  (14) 제 13 실시예

  도 37은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의 특징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는 제 1 표시 패널(910)과 제 2 표시 패널(920)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제 1 표시 패널(910)의 주사선수(구동 듀티)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에 의해, 전압원(930)이 주사선 드라이버
(Y1)(960)에 공급하는 전압 VX1 과, 데이터선 드라이버(X1)(940)에 공급하는 전압 VY5를 같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전압원

(930)은 공통 전압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 좋고, 전원 회로(930)의 구성이 간소화되고, 이것에 의해 소비 전력의 삭감이
도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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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패널(910, 920)은 함께 MLS 구동법으로서 화상을 표시한다. 도 37에 있어서, X 드라이버(X1)(940), X 드라이버
(X2)(942) 및 Y 드라이버(Y1)(960)는 제1 표시 패널(910)을 구동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다. 또한, X 드라이버(X3)(944),
X드라이버(X4)(946), 및 Y 드라이버(Y2)(962) 및 Y 드라이버(Y3)(964)는 제 2 표시패널을 구동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
다.

  제 1표시 패널(910)은, 예를 들면, 간단한 아이콘 표시를 행하기 위한 전용패널이고, 제 2 패널(920)은 그 밖의 여러 가지
표시를 행하기 위한 범용 패널이다. 그리고, 제 1 패널(910)의 주사선수는 제 2 패널(920)의 주사선수보다도 매우작게 되
어 있다.

  이것은 제 1 표시 패널(910)은 아이콘만을 표시하면 좋고, 따라서, 가늘고 긴 작은 표시 에어리어라도 문제가 없는 것에
착안하여, 제 1 표시 패널(910)의 구동 듀티를 작게 하여, X 드라이버(940)에 공급되는 전압의 레벨과 Y 드라이버(960)에
공급되는 전압의 레벨이 일치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 1B의 우측에 도시한 바와 같이, MLS 구동법을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사선의 선택 전압 레벨 VX1(-VX1)과

데이터선의 선택 전압 레벨 VY5(VY1)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주사선의 동시 선택수 h=4, 액

정의 임계값 전압 Vth = 2.OV인 경우에, 제 1 표시 패널(910)의 주사선수를 16개로 하면, VX1, VY5 각각의 레벨이 3.27V

로 되어 일치한다.

  이와 같이, 주사선 수를 적절히 조정(구동의 듀티를 조정함)함으로써, 주사선의 선택 전압 레벨과 데이터선의 선택 전압
레벨을 일치시킬 수 있다. 도 37의 표시 장치에서는, 이것을 이용하여, 전압원(930)의 구성을 간소화하여 소비 전력의 삭
감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아이콘을 저소비 전력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된다.

  또한, 제 2 표시 패널(920)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다채로운 표시를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15) 제 14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는 표시 매트릭스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회로에 주사선을 구동하기 위한 기능과 데이터선을 구동하기 위한
기능을 겸비시켜 둔다.

  그리고, 화상 표시 에어리어의 형상이나 사이즈에 따라 적절히 그 기능을 전환하여, 구동 듀티를 변화시킴으로써, 주사선
의 선택시의 전압을 저감하고, 화상표시시의 소비 전력을 삭감한다.

  도 38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38에 있어서, 에어리어(912)는 화상 표시에 사용되는 에어리어(표시 에어리
어)이고, 에어리어(922)가 화상 표시에 사용되지 않는 에어리어(표시 오프 모드의 에어리어)이다.

  현재는 드라이버(941)가 데이터선 드라이버(X 드라이버)로서 기능하고 있고, 드라이버(961) 및 드라이버(963)가 주사선
드라이버(Y 드라이버)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표시 에어리어(912)의 형상에 착안한다. 표시 에어리어(912)는 세로로 가늘고 긴 형상을 하고 있다 즉,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다. 그래서, 이와같은 경우는, 드라이버(941)를 주사선 드라이버(Y 드라이버)로서 기능시키고, 드라이버
(961) 및 드라이버(963)를 데이터선 드라이버(X 드라이버)로서 기능시킨다. 그러면, 주사선수(구동 듀티)가 감소하고, 듀
티가 적게 된 만큼 주사선의 선택 전압 레벨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것에 의해 표시 장치의 소비 전력을 삭감할 수 있다.

  (16) 제 15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표시 장치를 탑재한 전자 기기에 대하여 도 39 내지 도 4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9A는 휴대 전화의 통상 사용할 때의 외관을 도시하고, 도 39B는 휴대 전화를 휴대용 단말로서 사용하는 경우의 외관
을 도시한다.

  휴대 전화는 화면(1000) 및 화면(1010)과, 안테나(1100)와, 터치 키(1200)와, 마이크(1300)와, 패널(1400)을 갖는다.
화면(1000) 및 화면(1010)은 하나의 액정 표시 패널을 구성한다.

  도 39A, 도 39B에서 명확한 바와 같이, 통상의 사용시에는, 화면(1010)은 패널(1400) 아래에 숨어 있다. 따라서, 통상의
사용시에 있어서는, 화면(1010)은 표시 오프 모드 또는 하이 임피던스 모드로 되어 있다.

  그리고, 휴대용 단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 39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패널(1400)이 하측으로 구부러지고, 화면
(1010)이 나타난다. 이 상태에서는 화면(1010)에 대해서 표시 오프 모드 또는 하이 임피던스 모드는 해제되어 있고, 따라
서, 화면(1000) 및 화면(1010)을 사용한 다채로운 화상 표시가 가능하다.

  도 4OA, 도 4OB는 휴대용 전자 사전의 사용 양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휴대용 전자 사전(1500)은 통상은 도 4OA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이 때는 화면(1510)을 사용하여 원하는 표시가 이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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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화면(1510)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때에는, 도 4O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면(1520)이 상측으로 밀어내어져서,
화상 표시 에어리어가 확대된다. 도 4OA의 상태에서는, 화면(1520)은 본체 내부에 숨어서 보이지 않으므로, 표시 오프 모
드 또는 하이 임피던스 모드로 되어 있다.

  도 41A, 도 41B는 각각 휴대용 전자 기기의 외관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1의 휴대용 전자 기기는 케이스(1600)와, 표시 패널(1620)과, 커버(1610)를 갖는다. 커버(1610)는 좌우로 슬라이드
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 표시 에어리어의 사이즈를 적절히 변화시키거나 표시 화면을 분할하거나 할 수 있다. 표시 패널
중, 커버(1610) 아래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에어리어는 표시 오프 모드 또는 하이 임피던스 모드로 되어 있다.

  또한, 도 41B에서는 2개의 커버(1612, 1614)를 마련하고 있다. 각 커버는 좌우로 슬라이드할 수 있고, 표시 에어리어의
사이즈를 적절히 변화시킬 수 있다. 표시 패널(1622) 중, 커버(1612, 1614) 아래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에어리어는 표시
오프 모드 또는 하이 임피던스 모드로 되어 있다.

  도 42A, 도 42B는 휴대형 전자 번역기의 사용 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휴대형 전자 번역기(1700)의 화면(1710)에는, 도 4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번역해야 할 영어 단어가 표시되어 있다. 그
리고, 도 4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커버(1720)를 슬라이드시키면, 그 영어 단어의 일본어역이 화면(1730)에 표시된다.

  표시 패널 중 커버(1612, 1614) 아래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화면은 표시 오프 모드 또는 하이 임피던스 모드로 되어 있
다.

  도 43의 휴대 전화에서는, 대기시에 있어서, 표시 패널의 표시 화면을 에어리어 "A"와 에어리어 "B"로 구분하고, 에어리
어 "A"에 아이콘 등의 간단한 화상을 표시하고, 에어리어 "B"는 표시 오프 모드 또는 하이 임피던스 모드로 한다.

  이상의 전자 기기에서는, 표시에 기여하지 않는 에어리어를 부분적으로 표시오프 모드 또는 하이 임피던스 모드로 함으
로써, 매우 낮은 소비 전력으로도 원하는 화상 표시를 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주사선에 인가되는 전압 및 상기 데이터선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표시가 제
어되는 복수의 표시 요소와, 상기 복수의 주사선을 구동하기 위한 주사선 구동 회로와,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을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선 구동 회로는, 표시 제어 신호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제 1 일시 기억 회로와, 표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
억하는 제 2 일시 기억 회로와, 상기 제 1 및 제 2 일시 기억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표시 제어 신호와 상기 표시 데이터
를 디코드하여, 상기 데이터선 구동 회로의 각 출력마다 구동 전압을 결정하는 디코드 회로를 갖고,

  상기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이 하나뿐이고, 상기 표시 제어 신호에 의해, 상기 데이터선 구동 회로의 상기 복수
의 주사선에 대응한 복수의 출력 중 적어도 일부를 강제적으로 상기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로 유지하고, 그들의
데이터선에 대응하는 에어리어를 비표시 상태의 에어리어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의 표시 제어 신호의 조합에 의해, 상기 비표시 상태로 되는 에어리어를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선 구동 회로는 복수 개의 상기 주사선을 동시에 선택하여 소정의 선택 전압 패턴에 기초하는 주사 전압을 각각
의 주사선에 인가하고,

  상기 데이터선 구동 회로는 상기 선택 전압 패턴과 상기 표시 요소의 표시상태를 나타내는 표시 데이터의 비교에 기초하
여 상기 데이터선에 인가할 전압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전압을 상기 데이터선 각각에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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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하나의 화면 중에 비표시 상태로 되어 있는 에어리어와 화상 표시가 가능한 에어리어가 존재하고, 상기 화상 표시가 가능
한 에어리어의 사이즈는 상기 비표시상태로 되어 있는 에어리어의 사이즈보다도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장치는 화면의 적어도 일부를 덮는 부분을 갖고, 그 부분에 의해 덮여진 에어리어가 상기 비표시 상태의 에어
리어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화면의 적어도 일부를 덮는 부분은 1 또는 복수의 가동(可動) 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화면의 일부가 본체 내부에 수납되는 것에 의해, 그 본체 내부에 수납된 부분이 비표시 상태의 에어리어로 되고, 상기 본
체 내부에 수납되어 있던 부분이 본체의 외부로 나오는 것에 의해 그 부분도 표시 가능한 에어리어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8.

  청구항 1에 청구된 표시 장치를 탑재한, 전자 기기.

청구항 9.

  N개(N은 2 이상의 정수)의 주사선과, M개(M은 2 이상의 정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주사선에 인가되는 전압 및 상기 데
이터선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표시 상태가 제어되는 복수의 표시 요소와, 상기 주사선의 구동 회로와, 상기 데이터선의
구동 회로를 구비하는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으로서,

  상기 주사선의 구동 회로에 표시 제어 신호를 입력하고, 그 표시 제어 신호에 의해, 상기 N개의 주사선 중 연속하는 K개
(K는 N보다도 작은 2 이상의 정수)의 주사선을 선택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N-K)개의 주사선만을 선택의 대상으로
하여 표시를 행하고, 또한 그 (N-K)개의 주사선의 구동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N개의 주사선의 구동을 행하는 경우에 비해
주사선의 선택시의 전압 레벨을 낮게 하고,

  상기 주사선의 선택시의 전압 레벨 변경은 가변 전압원으로부터 상기 주사선구동 회로에 공급하는 전압 레벨을 상기 표
시 제어 신호에 의해 변경하여 행하고,

  상기 가변 전압원은 부트스트랩 회로를 구비하고, 그 부트스트랩 회로는 콘덴서에 축적하는 전하량 또는 상기 콘덴서의
극성 반전 후에 있어서의 저레벨측의 극의 전위 중 적어도 한쪽을 변화시킴으로써, 레벨이 다른 복수의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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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개(h는 2 이상의 정수)의 상기 주사선을 동시에 선택하여, 그들 주사선의 각각에 소정의 선택 전압 패턴에 기초하는 주
사 전압을 인가하여 표시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1.

  N개(N은 2 이상의 정수)의 주사선과, M개(M은 2 이상의 정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주사선에 인가되는 전압 및 상기 데
이터선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표시 상태가 제어되는 복수의 표시 요소와, 상기 주사선의 구동 회로와, 상기 데이터선의
구동 회로를 구비하는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으로서,

  비선택시에 있어서의 상기 주사선의 전압 레벨이 하나뿐이고,

  상기 주사선의 구동 회로에 표시 제어 신호를 입력하고, 그 표시 제어 신호에 의해 상기 N개의 주사선 중 연속하는 K개
(K는 N보다도 작은 2 이상의 정수)가 담당하는 에어리어를 비표시 상태의 에어리어로 하고, 다른 주사선이 담당하는 에어
리어를 화상 표시가 가능한 에어리어로 하고,

  상기 K개의 주사선에 대해서는 선택 전압을 인가하지 않고 상기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로 유지하여 두고, 또한 상기 K개
의 주사선이 본래 선택되어야 할 기간 중에는, 상기 데이터선에는 상기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 이외의 표시를 행할 때에 인
가해야 할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화상 표시가 가능한 에어리어를 담당하는 주사선에 대해서는 h개(h는 2 이상의 정수)의 상기 주사선을 동시에 선택하여,
그들 주사선 각각에 소정의 선택 전압패턴에 기초하는 주사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3.

  청구항 9에 청구된 구동 방법을 채용한, 표시 장치.

청구항 14.

  청구항 11에 청구된 구동 방법을 채용한, 표시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장치는 화면의 적어도 일부를 덮는 부분을 갖고, 그 부분에 의해 덮여진 에어리어가 상기 비표시 상태의 에어
리어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화면의 적어도 일부를 덮는 부분은 1 또는 복수의 가동 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화면의 일부가 본체의 내부에 수납되는 것에 의해, 그 본체 내부에 수납된 부분이 비표시 상태의 에어리어로 되고, 상기
본체 내부에 수납되어 있던 부분이 본체의 외부로 나오는 것에 의해 그 부분도 표시 가능한 에어리어로 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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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청구항 14에 청구된된 표시 장치를 탑재한, 전자 기기.

청구항 19.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주사선에 인가되는 전압 및 상기 데이터선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표시가 제
어되는 복수의 표시 요소와, 상기 복수의 주사선을 구동하기 위한 주사선 구동 회로와,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을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이 하나뿐이고,

  상기 데이터선 구동 회로는, 데이터선 구동용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데이터 시프트 레지스터와, 각 구동 출력마
다의 표시 제어 신호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시프트 레지스터와, 상기 데이터선 구동용 데이터와 상기 표시 제어 신호의
논리 합 데이터를 기억하는 래치와, 상기 래치의 출력에 의해 상기 각 데이터선에 출력할 전압을 선택하는 전압 셀렉터를
갖고, 상기 전압 셀렉터는 상기 표시 제어신호가 표시 오프를 나타낸 구동 출력에 대해서는 상기 주사선의 상기 비선택시
의 전압 레벨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20.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주사선에 인가되는 전압 및 상기 데이터선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표시가 제
어되는 복수의 표시 요소와, 상기 복수의 주사선을 구동하기 위한 주사선 구동 회로와, 상기 복수의 데이터선을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주사선의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이 하나뿐이고,

  상기 데이터선 구동 회로는, 데이터선 구동용 데이터를 디코드하여 상기 데이터선 구동 회로의 각 출력마다 구동 전압을
결정하는 디코더와, 각 구동 출력마다의 표시 제어 신호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시프트 레지스터와, 상기 디코더의 출력과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의 기억 데이터를 입력하는 논리 게이트와, 상기 논리게이트의 출력에 의해 상기 각 데이터선에 출력
할 전압을 선택하는 전압 셀렉터를 갖고, 상기 전압 셀렉터는 상기 표시 제어 신호가 표시 오프를 나타낸 구동 출력에 대해
서는 상기 주사선의 상기 비선택시의 전압 레벨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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