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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패널의 소스 드라이버의 입력단자수를 감소시켜 아날로그 스위치의 수를 감소
시킨다.

합계 4개의 기준전압 V0, V2, V5, V7을 2개씩 조합시켜 합계 3개의 조합 (V0, V2), (V2, V5) (V5, V7)을 
3개의 각 시간 W1a, W1b, W1c마다, 2개의 기준전압라인 (23, 24)에 출력하고, 각 기준전압라인에는 전압
생성용 아날로그 스위치 ASW0, ASW2를 개재시켜, 이들 아날로그 스위치를 8계조의 3비트 표시데이타 D0, 
D1, D2에 기초하여 시간 W1a, W1b, W1c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그 시간 W1a, W1b, W1c 미만의 시간 W2, W3
으로 온/오프 제어하여, 소스라인에 진동전압을 제공하고, 소스라인의 용량 및 저항에 기인한 로우패스필
터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평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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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표시장치의 구동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도는 본 발명의 1 실시형태에 의한 전체 구성을 보인 블록도.

제 2도는 제 1도에 보인 소스 드라이버(17)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블록도

제 3도는 본 실시형태의 1수평주사기간 WH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 4도는 본 실시형태의 1수직주사기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 5도는 각 화소 P에 대응하는 구동전압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 6도는 하나의 소스라인 Oi에 대응하는 데이타메모리 DMi와 데이타래치회로 DLi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
인 블록도.

제 7도는 하나의 소스라인 Oi에 대응하는 데이타메모리 DMi와 전압생성용스위칭회로(28)의 구체적인 구성
을 보인 블록도.

제 8도는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28)에 포함된 아날로그 스위치 ASW0, ASW2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전기
회로도.

제 9도는 듀티펄스발생회로 DU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블록도.

제 10도는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85)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블록도.

제 11도는 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22)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전기회로도

제 12도는 본 발명의 1 실시형태의 계조표시에 대응한 구동전압을 하나의 소스라인 Oi에 제공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 13도는 기준전압라인(23, 24)에 제공하는 기준전압 V0, V2, V5, V7의 각 제 1 시간 W1a, W1b, W1c마다
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 14도는 본 발명에 의한 실시형태의 진동전압에 의한 화소전극 P에 제공되는 전압을 설명하기 위한 등
가회로도.

제 15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의한 소스 드라이버(17a)의 전체구성을 보인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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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107)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전기회로도.

제 17도는 제 16도에 보인 실시형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 18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130)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전기회로도.

제 19도는 제 18도에 보인 실시형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 20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124)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전기회로
도.

제 21도는 제 20도에 보인 실시형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 22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129)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전기회로
도.

제 23도는 제 22도에 보인 실시형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 24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전기회로도.

제 25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일부의 구성을 보인 전기회로도

제 26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블록도.

제 27도는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 28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a)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블록도.

제 29도는 선행기술에 의한 표시장치의 구동장치의 전체 구성을 간략화하여 보인 블록도.

제 30도는 제 29도에 보인 선행기술에 있어서의 소스 드라이버(12)의 일부의 구체적인 구성을 간략화하여 
보인 블록도.

제 31도는 다른 선행기술에 의한 소스 드라이버(12a)의 일부의 구체적 구성을 보인 전기회로도.

제 32도는 제 31도에 보인 선행기술에서 기준전압 V2, V5를 사용하는 진동전압에 의해 평균화된 전압 V3
를 발생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6 :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패널           17 : 소스드라이버

18 : 게이트드라이버                                  19 : 표시제어회로

21 : 기준전압원                                         22 : 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

23, 24 : 기준전압라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예컨대,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 등의 표시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인 선행기술을 제 29도에 도시했다.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 등을 구성하는 표시패널(11)에
는, 행열상으로 소스라인 O1∼ON과 게이트라인 L1∼LM이 형성되고, 그의 교차위치에 박막트랜지스터가 각
각 배치되며, 화소전극 P에 소스라인 O1∼ON의 전압이 트랜지스터T를 통해 선택적으로 제공된다. 소스라
인 O1∼ON은, 반도체집적회로에 의해 구성되는 소스 드라이버(12)에 접속된다. 소스 드라이버(12)는, 각 
소스라인 Ok(k=1∼N)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3비트로 이루어지는 표시데이타 D0∼D2에 따라, 합계 8종류
의 전압 V0∼V7중 하나를 기준전압원(13)에서 선택하여 소스라인 O1∼ON에 제공한다. 반도체집적회로로 
이루어지는 게이트 드라이버(14)는, 게이트라인 L1∼LM에, 게이트신호 G1∼GM을 출력한다. 소스 드라이버
(12)는, 각 게이트신호 Gj(j=1∼M)가 제공되어 있는 1수평 주사기간중에 있어서 각 화소전극 P의 계조에 
대응한 전압을 소스라인 Ok에 각각 제공한다.

제 30도는 제 29도에 보인 선행기술의 소스 드라이버(12)의 일부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인 블록도이다. 소
스 드라이버(12)는 각 소스라인 O1∼ON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디코더회로 FRk(k=1∼N)를 구비하며, 계
조표시데이타 D0∼D2에 각각 대응하는 데이타 d0∼d2에 응답하고, 기준전압원(13)으로 부터의 8종류의 전
압 V0∼V7을, 신호 S0∼S7이 각각 제공하는 아날로그 스위치 ASW0∼ASW7을통해, 택일적으로 소스라인 0k
에 제공하여 8계조의 표시를 행한다.

이와 같은 제 29도 및 30도에 보인 선행기술에서는, 소스 드라이버(12)에 있어서 기준전압원(13)으로 부
터 각 계조에 대응한 개별적인 전압 V0∼V7이 제공된다. 따라서, 계조전압 V0∼V7이 제공되기 위한 입력
용 접속단자수를 필요로하고, 또한 각 계조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아날로그 스위치 ASW0∼ASW7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입력용 접속단자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아날로그 스위치 ASW0∼ASW7의 수
를 감소시켜 반도체집적회로로 이루어지는 소스 드라이버(12)의 칩사이즈를 소형화하여 코스트절감을 꾀
하는 것이 요망된다.

소스 드라이버(12)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스위치 ASW0∼ASW7는, 그 소스드라이버(12)의 외부에 접속되는 
표시패널(11)의 소스라인 O1∼ON에, 선택된 기준전압 V0∼V7의 레벨을 정확히 기입하기 위해, 그의 ON저
항을 충분히 낮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 스위치 ASW0∼ASW7의 반도체칩내에 점하는 면적은 그 
소스 드라이버(12)내의 논리연산을 위해 온/오프 제어되는 논리회로소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십수배∼수
십배정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아날로그스위치 ASW0∼ASW7이 소스 드라이버(12)의 반도체칩의 
면적전체에 대해 점하는 비율은 크다. 따라서, 다계조화에 의한 아날로그 스위치 ASW0∼ASW7의 수의 증가
는, 그대로 반도체칩 사이즈의 증가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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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도 및 26도에 보인 선행기술에서는, 예컨대 4비트의 표시데이타를 사용하여 16계조 표시를 행하는 
경우, 16종류의 기준전압을 위한 입력용 접속단자를 필요로 하고, 또한 각 기준전압에 대응하는 합계 16
개의 아날로그 스위치를 필요로 한다.

기준전압의 접속단자수를 감소시키고, 또한 아날로그 스위치수를 감소시켜 반도체칩을 소형화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다른 선행기술은 본건 출원인에 의해 일본 특개평 6-27900호에 제안되어 있다. 이 선행기술
의 기본적인 구성은 제29도와 유사하며, 그 소스 드라이버(12)의 일부의 구성을 제 31도에 도시했다. 이 
선행기술에서는, 기준전압원(13)에 있어서 합계 4종류의 기준전압 V0, V2, V5, V7이 발생되어 소스 드라
이버(12a)에 제공된다. 소스 드라이버(12a)에서는, 기준전압 V0, V2, V5, V7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합계 
4개의 아날로그 스위치 ASW0, ASW2, ASW5, ASW7로부터 소스라인 Oh(h=1∼N)에, 기준전압 V0, V2, V5, V7
을 그대로 도출하는 이외에, 그들 사이의 기준전압간의 소위 진동에 의해 전압 V1, V3, V4, V6을 생성함
으로써 8계조의 각 계조에 대응하는 합계 8종류의 전압 V0, V1, V2, V3, V4, V5, V6, V7을 출력한다. 이 
때문에, 디코더회로 GRh는 8계조표시의 데이타 D0∼D2에 대응하는 데이타 d0∼d2에 응답하고, 기준전압 
V0, V2, V5, V7중 선택된 하나의 전압을 소스라인 Oh에 출력하며, 또한 이들의 중간전압 V1, V3, V4, V6
을 기준전압 V0, V2, V5, V7의 선택된 두개의 전압을 사용하여 시분할하여 교대로 소스라인 Oh에 출력한
다. 여기에서, 예컨대, 기준전압 V0보다 기준전압 V7이 높게 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V0  V1  V2  V3  
V4  V5  V6  V7로 된다. 아날로그 스위치 ASW0, ASW2, ASW5, ASW7은 각각 신호 AS0, AS2, AS5, AS7에 의
해 온/오프 제어된다.

예컨대, 기준전압 V2, V5간의 전압 V3을 생성하여 소스라인 Oh에 인가하기위해, 소정의 1 출력기간중에 
디코더회로 GRh는 아날로그 스위치 ASW2, ASW5를 제 32도(A)에 보인 바와 같이 간헐적으로 교대로 온/오
프 제어하여 소스라인 Oh에 제 32도(A)에 보인 진동전압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스라인 Oh의 저항 및 
용량에 기인하여, 소스라인 Oh의 전압은 제 32도(B)에 보인 바와 같이 로우패스필터를 통과한 전압파형에 
가깝게, 제 32도(B)에 보인 평균화된 전압 V3를 갖는 전압으로 되어, 트랜지스터 T를 거쳐 화소전극 P에 
인가된다.

일단, 화소전극 P에 인가된 전압은, 이 화소전극 P와 이들 화소전극 P에 공통으로 액정을 통해 대향하여 
배치된 공통전극간의 용량에 의해 유지된다. 이와 같은 동작이 게이트라인 L1∼LM마다 각 소스라인 O1∼
ON에 관해 반복하여 행해지고, 이 전압 V0∼V7의 유지는 예컨대 1 수직기간에 걸쳐 행해진다.

이와 같은 제 31도 및 32도에 보인 선행기술에서는, 3비트로 구성되는 8계조 표시데이타 D0∼D2의 계조표
시를 위해, 합계 4종류의 기준전압 V0, V2, V5, V7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합계 4개의 
아날로그 스위치 ASW0, ASW2, ASW5, ASW7을 사용하면 된다. 이와같이 하여, 계조수 미만에서, 각각 같은 
수의 기준전압과 아날로그 스위치에 의해, 각 계조에 대응한 8종류의 전압 V0, V7을 사용할 수 있다. 따
라서, 제 29도 및 30도에 보인 선행기술에 비해 기준전압원(13)에 의해 발생되는 기준전압의 수가 감소되
고, 또한 이에 따라 아날로그 스위치수를 감소시킬수 있기 때문에, 소스 드라이버(12)의 반도체칩 면적을
소형화시킬수 있으며, 소비전력을 낮게 억제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저코스트화 및 고밀도실장화가 가능하
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히 오피스 오토메이션용 액정표시장치등에 있어서는 더욱 다계조화를 꾀하고, 
보다 접속단자수를 감소시키며, 반도체칩의 소형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다계조화를 도모하면서 접속단자수 및 아날로그 스위치수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소
스 드라이버 등의 반도체칩의 소형화, 저소비전력화, 저코스트화, 고밀도실장화 등을 가능케 할 수 있도
록 한 표시장치의 구동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표시데이타에 따라, 복수의 직류기준전압을 발생하는 기준전압원에서 선택된 하나의 기준전압
을 연속적으로, 또는 상기 복수의 기준전압원에서 선택된 적어도 2개의 기준전압을 시분할적으로, 표시장
치에 출력하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로서,

상기 복수의 기준전압이 각각 인가되는 복수의 입력단자;

상기 표시장치에 접속되는 출력단자;

상기 각 입력단자와 상기 출력단자간에 삽입되고,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온/오프 동작하는 스위칭소자; 및

상기 표시데이타에 기초하여 스위칭소자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하는 
것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입력단자에 기준전압원으로 부터의 다른 전압을 시분할적으로 공급하는 다치 전압발생수단을 더 포
함하며,

상기 제어수단은 표시데이타에 따른 소정의 타이밍에 있어서 스위칭소자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기준전압원으로 부터의 복수의 입력단자에 각각 제공되어 아날로그 스위치 등의 스위
칭소자를 통해 출력단자에 제공되고, 이 출력단자로 부터 표시장치에 구동전압이 제공되며, 상기 입력단
자에는 기준전압원과 입력단자간에 삽입되어 있는 다치전압발생 수단에 의해, 기준전압원으로 부터의 다
른 기준전압이 시분할적으로 공급되고, 제어수단은 표시데이타에 따른 소정의 타이밍에서 스위칭소자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상기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이와 같이 하여 스위칭소자의 온/오프 동작에 의해 동시
에 제공되는 기준전압간의 소위 진동전압을 얻을수 있다. 이에 따라 기준전압 및 이들의 기준전압간의 전
압을 얻을수 있어, 다계조표시를 위한 구동전압을 얻을수 있다.

본 발명은, 표시데이타에 따라, 복수의 직류기준전압을 발생하는 기준전압원에서 선택된 하나의 기준전압
을 연속적으로, 또는 상기 복수의 기준전압원에서 선택된 적어도 2개의 기준전압을 시분할적으로, 표시장
치에 출력하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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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기준전압이 각각 인가되는 복수의 입력단자;

상기 표시장치에 접속되는 출력단자;

상기 각 입력단자와 상기 출력단자간에 삽입되고,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온/오프 동작하는 스위칭소자; 및

상기 표시데이타에 기초하여 스위칭소자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하는 
것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입력단자에 기준전압원으로 부터 제공되는 각각 다른 기준 전압을 시분할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기
준전압이 절환될때, 각 기준전압이 출력되는 기간이 종료할때 부터 다음 기준전압의 출력이 개시될때 까
지의  사이에  어느  기준  전압도  출력되지  않는  슬릿(slit)  기간이  삽입되는  다치  전압발생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수단은 표시데이타에 따른 소정의 타이밍에 있어서 스위칭소자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기준전압원으로 제공되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되는 전압은 다치전압발생수단에 의해 
시분할적으로 입력단자에 공급된다. 입력단자에제공되는 기준전압이 절환될때에는 어느 기준전압도 선택
되지 않는 슬럿 기간이 삽입된다. 기준전압이 선태되어 있는 기간에 있어서 표시데이타에 기초하여 소정
의 타이밍으로 제어수단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칭소자의 온/오프가 제어되며, 표시데이타에 
따른 기준전압에 기초하여 생성된 전압이 출력단자로부터 표시장치로 공급된다. 따라서, 표시장치의 구동
장치로 부터, 기준전압 및 동시에 입력되는 기준전압간의 전압을 출력할 수 있어, 이 구동장치에 입력되
는 기준전압들의 수 이상의 전압을 표시장치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기준전압이 절환될때, 어느 기준전
압도 출력되지 않는 슬릿기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두 개의 기준전압이 동시에 선택됨으로써 야기되는 두 
개의 기준전압간의 관통전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각 입력단자에 대응하여 한 쌍의 입력단자가 각각 제공되고, 각 출력단자와 이 출력단자
에 대응하는 한 쌍의 각 입력단자간에, 상기 스위칭소자가 각각 개재되며,

다치전압 발생수단은, 각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입력단자에 제공되는 기준전압을, 시간경과에 따라 상기 
복수의 기준전압의 저(低)에서 고(高)로 높이지는 순서로 또는 고에서 저로 낮아지는 순서로 시분할적으
로, 또한 반복되는 각 사이클중에 복수회에 걸쳐 제공되며, 또한

각 쌍의 각 입력단자에 각 회에 동시에 제공되는 기준전압들은 상기 순서로 하나의 기준전압 만큼 시프트
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후술하는 제 1도∼14도에 보인 본 발명의 1실시형태, 특히 제 12도 및 13도로 부터 명
백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반복되는 1주기 W0의 사이클중에, 각 시간 W1a, W1b, W1c의 각 회에 동시에 
제공되는 기준전압(V0, V2), (V2, V5), (V5, V7)은, 기준전압이 저에서 고로 높아지는 순서로 또는 고에
서 저로 낮아지는 순서로 하나만큼 시프트되어 되어 있다. 예컨대, 제 12도에서는 일방의 입력단자에 제
공되는 전압 AV가 기준전압 V0, V2, V5의 순서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다른 하나의 입력단자의 전압 BV는 
기준전압 V2, V5, V7의 순서로 제공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모든 기준전압 V0, V2, V5, V7과 이
들사이의 진동전압을 다계조 표시를 위한 구동전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각 출력단자에 대응하여 적어도 2조의 쌍을 이루는 입력단자가 각각 제공되고,

각 출력단자와 그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한 쌍의 각 입력단자의 사이에 상기 스위칭소자가 각각 개재되며,

다치전압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되는  복수의  기준전압은,  각  쌍의  입력단자마다  복수의  그룹으로 
분할되고,

다치전압 발생수단은, 각 조의 입력단자에 제공되는 기준전압을, 시간경과에 따라 각 조에 대응하는 그룹
중의 복수의 기준전압의 저에서 고로 높아지는 순서로 또는 고에서 저로 낮아지는 순서로 시분할적으로, 
또한 반복되는 각 사이클중에 복수회에 걸쳐 제공되며, 또한 

각 쌍의 각 입력단자에 각 회에 동시에 제공되는 기준전압들은 각 그룹내에서 상기 순서로 하나의 기준전
압 만큼 시프트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후수하는 제 1도~14도에 보인 본 발명의 1 실시형태 및 제18도 및 19도에 보인 1 실시
형태에 관련하여 보인 바와 같이, 적어도 2조의 쌍을 이루는 입력단자가 각 출력단자에 대응하여 제공되
고, 각 조 마다 기준전압이 복수의 그룹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예컨대, 표 3에 보인 바와 같이 두개의 그
룹으로 분할되어, 각 그룹에 있어서의 기준전압과 이들간의 전압을 다계조 표시를 위한 구동전압으로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각 출력단자에 대응하여 제 1 복수의 입력단자가 각각 제공되고,

각 출력단자와 그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각 입력단자의 사이에 상기 스위칭소자가 각각 개재되며.

다치전압 발생수단은, 각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입력단자에, 제 1 복수의 입력단자를 초과하는 제 2 복수
의 기준전압을, 시간경과에 따라 전압의 고(高)에서 저(低) 또는 저에서 고로 되는 순서로 시분할적으로, 
또한 반복되는 각 사이클중에 복수회에 걸쳐 제공되며, 또한

각 사이클중의 최초의 회 이외의 각 회에서, 입력단자에 동시에 제공되는기준전압들은 전회에 제공된 기
준전압중 상기 순서로 하나만큼 동일 기준전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제 22도 내지 23도에 보인 본 발명의 1 실시형태 및 제 24도에 보인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와 같이, 하나의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제 1 복수의 입력단자가 제공되고, 이 제 1 복수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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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 2 복수의 기준전압을 반복되는 제 1 주기 W0의 사이클중에 예컨대 기간 W1a, W1b, W1c의 각 회에 
걸쳐 제공하며, 각 주기 W0의 사이클중의 시간 W1a의 최초의 회 이외의 각 회 W1b, W1c에서는, 입력단자
에 동시에 제공되는 기준전압은 전 회 W1a, W1b에 제공된 기준전압중 기준전압 V2 또는 V4의 하나만 포함
한다. 이에 따라, 제 2 복수의 기준전압과 이들사이의 전압을 다계조 표시를 위한 구동전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스위칭소자와 제어수단을 제 1 집적회로에 의해 실현하고,

다치전압 발생수단을 제 1 집적회로에 의해 실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제 1 집적회로에 있어서 제 2 집적회로의 다치전압 발생수단으로 부터의 기준전압이 
제공되는 입력단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어, 제1 집적회로의 구성을 간략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스위칭소자와 제어수단 및 다치전압 발생수단을 하나의 집적회로에 의해 실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다치전압 발생수단으로 부터의 기준전압을 공통의 집적회로내의 기준전압 라인(23, 
24)을 거쳐 스위칭소자에 제공하도록 하여 기준전압라인, 즉 다치전압발생수단으로 부터 스위칭소자에 제
공되는 입력단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제 1 집적회로가 복수개 제공되고,

이들 복수의 제 1 집적회로에 공통으로 제 2 집적회로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의 제 1 집적회로에 공통으로 하나의 제 2 집적회로를 제공하여 구성을 간략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치전압발생수단은, 기준전압원으로 부터의 복수의 각 기준전압이 도출되는 라인과, 상
기 각 입력단자와의 사이에 개재되고 또한 기준전압제어신호에 의해 온/오프 제어되는 아날로그 스위치를 
포함하며,

기준전압제어신호가 주기적으로 발생되어 아날로그 스위치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기준전압을, 아날로그 스위치를 기준전압제어신호에 의해 온/오프 제어하여 상기 각 
입력단자에 기준전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다치전압발생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기준전압의 소정 사이클과 동기된 슬릿 기간이 제공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슬릿기간은 기준전압 선택의 소정 사이클과 동기시키기 위해 제공된다. 따라서, 각 기
준전압간에 관통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슬릿기간이 제공됨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제
어신호의 온/오프 제어의 타이밍이 시간지연과 같은 디스플레이상의 악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액정패널은 물론 기타 유전체층을 사용하는 표시패널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액정대신 전계발
광(EL) 재료가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예컨대 액티브매트릭스 액정표시장치 등과 같은 박막스위칭소자 등의 화소 스위칭 소
자를 구비하는 구성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시켜 실시함으로써, 복수의 각 화소전극과, 이들의 화소전
극에 공통의 예컨대, 단일 공통전극간의 기준전압 및 기준전압에 기초하여, 기준전압간의 소위 진동에의
해 생성된 전압을 예컨대 1 수직기간에 걸쳐 유지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액티브매트릭스 표시
장치에 관련하여 바람직하게 실시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다치전압발생수단으로 부터 시분할적으로 기준전압을 공급하도록 하여 스위칭소자를 
표시데이타에 따른 소정의 타이밍에 있어서 온/오프 제어하도록 하여 기준전압간의 전압을 소위 진동에 
의해 얻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다계조표시를 위한 구동전압에 필요한 기준전압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어, 접속단자수 및 아날로그 스위치 등의 스위칭소자의 수를 감소시킬수 있다. 이에 따라 다계조표시가 
용이하게 되고, 소스 드라이버 등과 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양산화가 용이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입력단자에 입력되는 기준전압이 절환될때, 어느 기준전압도 출력되지 않는 슬
릿기간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기준전압이 동시에 선택됨으로써 야기되는 두개의 기준전압간의 
관통전류가 방지될 수 있어, 표시장치의 구동장치에 있어서의 소비전력을 감소시킬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와 같이 입력단자수 및 스위칭소자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구성의 간략화, 저
소비전력화, 저코스트화 및 고밀도실장화 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와 같이 스위칭소자수를 감소시킬 수 있기때문에, 저항을 충분히 낮게할 수 
있고, 또한 반도체칩 면적 전체에 대한 스위칭소자의 면적이 점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반도체칩의 소
형화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기준전압라인에 제공되는 기준전압의 조합을 서로 다르도록 하여 고효율로 이들 
기준전압간의 희망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하나의 집적회로내에 스위칭소자와 제어수단 및 다치전압발생수단을 수납하여 
실현함으로써 접속단자수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의 제 1 집적회로에 공통으로 하나의 제 2집적회로를 제공하여 구성의 간략
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슬럿기간은  미리  정해진  기준전압을  선택하는  주기에  동기시켜  제공했기 
때문에, 각 기준전압간에 관통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슬릿기간이 제공됨으로써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제어신호의 온/오프의 제어타이밍이 시프트되는 등의 디스플레이상의 악영향을 제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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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 1도는 본 발명의 1 실시형태의 전기적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패널(16)은, M행 N열로, 제 1 라인인 소스라인 O1∼ON과 제 2 라인인 게이트라인 L1∼LM이 한 쪽
의 기판상에 배열되고, 이들 라인 O1∼ON, L1∼LM의 교차위치에 화소스위칭소자인 박막트랜지스터(이하, 
TFT라 함) (T(j, i)(j=1∼M, i=1∼N)이 배치된다. 게이트라인 L1∼LM에 게이트신호 G1∼GM이 순차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게이트신호 Gj가 제공되어 있는 게이트라인 L1∼LM에 게이트전극이 접속되어 있는 박막트랜
지스터 T가 도통한다. 이에 따라, 소스라인 O1∼ON으로 부터의 계조표시 구동전압은 도통하고 있는 박막
트랜지스터 T를 통해 화소전극 P(j, i)에 각각 제공된다.

상기 일방의 기판에 액정을 통해 대향하는 타방의 기판에는, 이들의 화소전극 P의 모두에 대향하는 공통
전극이 형성되고, 이 공통전극과 상기 선택적으로 구동전압이 제공되는 화소전극 P 사이의 전계에 의해 
계조표시가 행해진다.

소스라인 O1∼ON은, 반도체 집적회로에 의해 실현되는 소스 드라이버(17)의 출력단자 S1∼SN에 각각 접속
된다. 게이트라인 L1∼LM은, 반도체 집적회로에 의해 실현되는 게이트드라이버(18)의 접속단자 G1∼GM에 
각각 접속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라인과 이 라인에 제공되는 신호는 동일한 참조 부호를 부기하여 표
시했다.

게이트라인 L1∼LM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이레벨로 되는 각 수평주사기간 WH에 있어서, 그 하이레벨로 
되어 있는 게이트라인 Lj에 게이트전극이 접속되어 있는 박막트랜지스터 T가 도통한다. 따라서, 소스라인 
O1∼ON을 통해 제공되는 계조표시 데이타에 대응하는 구동전압이, 화소전극 P와 공통전극간에 충전된다. 
이 충전된 전압레벨은, 합계 M본의 게이트라인 L1∼LM이 주사되는 1수직주사기간중에 유지되어, 각 화소
마다의 계조표시가 행해진다.

소스 드라이버(17)에는, 표시제어회로(19)로 부터 직렬 3비트의 계조표시데이타 D0∼D2가 각 소스라인 O1
∼ON에 대응하여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이 때 표시제어회로(19)는 또한, 클록신호 CK와 래치신호 LS를 발
생하여 소스 드라이버(17)에 제공한다. 이들 각 참조부호 D0∼D2, CK, LS는, 신호, 접속단자 또는 라인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의 다른 참조부호도 하나의 참조부호로 접속단자 
또는 라인을 표시한다.

클록신호 CK 및 래치신호 LS에 동기한 신호는, 라인(20)을 통해 표시제어회로(19)로 부터의 게이트 드라
이버(18)에도 제공되고, 게이트 드라이버(18)는상기한 바와 같이 게이트 라인 L1∼LM에 순차적인 게이트
신호 G1∼GM을 동기하여 제공한다.

소스라인 O1∼ON에 구동전압을 제공하기 위해 기준전압원(21)이 제공된다. 이 기준전압원(21)은, 4종류의 
직류기준전압 V0, V2, V5, V7을 상시 발생한다. 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22)는, 기준전압원(21)의 기준전
압 출력단자 V0, V2, V5, V7과 복수(본 실시형태에서는 2)의 기준전압 라인(23, 24) 사이에 개재된다. 전
압선택용 스위칭회로(22)는, 이들의 각 기준전압라인(23, 24)에 2개의 기준전압으로 이루어지는 합계 3조
의 조합(V0, V2), (V2, V5), (V5, V7)의 하나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이 조합된 전압은 소스 드라이버
(17)에서 제공되는 기준전압제어신호 SV1, SV2, SV3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제 1 시간 W1a, W1b, W1c 간에 
발생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W1a = W1b = W1c 이며, 총괄적으로 참조부호 W1으로 표시한다.

제 2도는, 소스 드라이버(17)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 제 2도에서 부호 2, 3은 라인의 수를 
표시한다. 소스 드라이버(17)에 구비되는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28)에는, 시분할된 전압이 한 쌍의 입력
단자(123,124)에 접속되는 기준전압라인(23,  24)을 거쳐 제공된다. 시프트레지스터 SR에는, 클록신호CK
(후술하는 제 12도(A) 참조)가 순차적으로 입력되고, 이에 따라 시프트레지스터 SR은, 제 3도(C) ∼제 3
도(F)에 각각 도시되는 소스라인 O1∼ON마다의 메모리제어신호 SR1, SR2,..., SR(N-1), SRN을 순차적으로 
도출한다. 표시제어회로(19)에서 공급되는 직렬 3비트의 계조표시데이타 D0∼D2는, 각 소스라인 O1∼ON에 
대응-하여 제 3도(B)에 부호 DA1, DA2, DA3,..., DAN으로 표시되도록 순차적으로 소스 드라이버(17)에 입
력되고, 데이타메모리 DM에 메모리제어신호 SR1∼SRN에 응답하여 순차적으로 저장된다.

데이타래치회로 DL은, 제 3도(G)에 보인 1수평주사기간 WH마다 출력되는 래치신호 LS에 응답하여, 데이타
메모리 DM에 저장되어 있는 병렬 3비트의 각 계조표시 데이타를 모든 소스라인 O1∼ON에 응답시켜 저장하
고, 래치한다. 이와같이 하여 표시제어회로(19)에 사용되는 제 3도(A)에 보인 수평동기신호 Hsyn의 1수평
주사기간 WH내에서 상기 동작이 행해진다.

제 4도는, 표시제어회로(19)에 의한 타이밍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이다. 제 4도(A)에 보인 수직동기
신호 Vsyn의 각 주기마다, 제 4도(B)에 보인 수평동기신호 Hsyn가 게이트라인 L1∼LM에 각각 대응하여 발
생된다. 제 4도(B)에서, 부호 1H, 2H,..., MH는 수평주사기간 WH를 개별적으로 나타낸다. 각 수평주사기
간 WH중에, 소스라인 O1∼ON에 대응하는 총괄적으로 DA11,  DA12,...,DA1M으로 표시되는 계조표시데이타 
DA1∼DAN이 제 4도(C)에 보인 바와 같이 표시제어회로(19)로 부터 발생되어 소스 드라이버(17)에 제공된
다. 제 4도(D)는, 1수평주사기간 WH마다 발생되는 래치신호 LS의 파형을 나타낸다.

제 4도(E)는, 1 수평주사기간 WH에 제공된 디지탈 계조표시데이타 D0∼D2에 따라, 소스라인 O1∼ON에 제
공되는 전압레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며, 합계N본의 소스라인 O1∼ON의 전압레벨을 일괄하여 표시하기 위
해  사선으로  표시했다.  넌인터레이스  방식에서는,  표시패널(16)의  1화면이,  1  수직주사기간으로 

표시된다. 본 발명은, 인터레이스방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다.

제 4도(F)∼4도(H)도는 게이트드라이버(18)로 부터 게이트라인 L1, L2, LM에 각각 제공되는 게이트신호 
G1, G2, GM의 파형을 각각 나타낸다. 예컨대, 제 j번째의 게이트신호 Gj가 하이레벨이기 때문에, 게이트
라인 Lj에 게이트전극이 접속되어 있는 합계 N개의 박막트랜지스터 T(j, i)(j=1∼M, i=1∼N)이 모두 온상
태로 되며, 이때 화소전극 P(j, i)는, 소스라인 Oi에 제공되는 구동전압에 따라 충전된다. 각 게이트라인 
L1∼LM에 대해 합계 M회, 상기 동작이 반복됨으로써 넌인터레이스의 1수직주사기간에 있어서의 1화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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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다.

제 5도는, 상기한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라, 소스라인 O1∼ON에 제공되는 구동전압에 따라 표시동작이 
행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파형도이다. 제 5도(A)는 수직동기신호 Vsyn를 나타내고, 제 5도(B)는 수평동기
신호 Hsyn을 나타내며, 제 5도(C)는 상기한 제 4도(D)와 같이 래치신호 LS를 나타낸다. 또한, 제 5도(D)
는, 상기 제 4도(E)와 관련하여 기술한 것과 동일하게, 소스라인 O1∼ON에 각 수평주사기간 WH마다 제공
되는 전압레벨을 총괄적으로 나타낸다. 제 5도(E), 제 5도(F) 및 제 5도(G)는, 상기 제 4도(F), 제 4도
(G) 및 제 4도(H)에 각각 대응하며, 게이트신호 G1, G2, GM을 각각 나타낸다. 제 5도(H)∼5도(M)은 제 29
도에 있어서의 표시패널(11)의 각 화소전극 P(j, i)(j=1∼M, i=1∼N)에 있어서의 각 화소전극마다 유지되
는 전압파형을 나타낸다. 이들 각 화소전극마다 제공되는 전압의 극성은, 소위 교류구동법에 의해 1 수직
주사기간마다, 즉 1필드마다 반전하며, 이에 따라 액정의 열화가 억제된다.

제 6도는 데이타 메모리 DM 및 데이타 래치회로 DL의 하나의 소스라인 Oi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을 보
인 블록도이다. 제 i번째의 소스라인 Oi에 대응하여, 데이타 메모리 DMi는, 계조표시데이타 D0∼D2의 각 
비트가 D형 플립플롭 FDM0∼FDM2의 입력단자 D에 제공되고, 이 클록입력단자 CK에 메모리제어신호 SRi가 
제공되었을 때의 레벨을 출력단자 Q에 도출한다.

데이타래치회로 DLi는, 데이타 메모리 DMi의 각 플립플롭 FDM0∼FDM2의 출력 Q를 입력단자 D에서 수신하
는 D형 플립플롭 FDL0∼FDL2를 각각 구비한다. 이들 플립플롭 FDL0∼FDL2에는, 래치신호 LS가 클록 입력
단자 CK에 제공되고,이 때의 입력단자 D의 레벨을 출력단자 Q로 부터, 계조표시 데이타 d0∼d2로서 디코
더회로 DRi에 3비트 병럴로 제공한다.

제 7도는 상기한 제 6도에 있어서의 데이타래치회로 DLi에서 출력되는 계조표시 데이타 d0∼d2를 수신하
는 1 소스라인 Oi분의 디코더회로 DRi의 구체적인구성을 도시함과 동시에, 소스라인 Oi에 구동전압 V0∼
V7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28)를 보인 전기회로도이다.

디코더회로 DRi에는, 상기한 병렬 3비트의 계조표시 데이타 d0∼d2와 함께, 라인(26)을 통해 듀티펄스 발
생회로 DU로 부터 듀티펄스가 제공된다. 병렬계조표시 데이타 d0∼d2와 반전회로(31, 32, 33)에 의해 반
전된 신호는,  NAND게이트(34∼39)에  제공됨과 동시에 NOR게이트(40,  41)에  제공되며,  또한 NAND게이트
(34,  35)와  NOR게이트(40,  41)에는  라인(26)을  통해  듀티펄스가 제공된다.  이들  NAND게이트(34∼39)와 
NOR게이트(40, 41)의 출력 및 이들 반전회로(51∼54)에서 반전된 신호는, NOR게이트(42∼49)에 각각 제공
된다. NOR게이트(42)의 출력은, 반전회로(55)에서 반전되고, 또한 NOR게이트(43∼45)의 출력은 NOR게이트
(56)에 제공되며, NOR게이트(46∼48)의 출력은 NOR게이트(57)에 제공되고, NOR게이트(49)의 출력은 반전
회로(58)에서 반전된다.

3개의 기준전압제어신호 SV1, SV2, SV3는, AND게이트(59, 60 ; 61, 62 ; 63, 64) 일방의 입력에 각각 제
공된다. AND게이트(59)의 타방의 입력에는 반전회로(55)의 출력이 제공된다. AND게이트(60,61)의 타방의 
입력에는 NOR게이트(56)의 출력이 각각 제공된다. AND게이트(62, 63)의 타방의 입력에는 NOR게이트(57)의 
출력이 각각 제공된다.  AND게이트(64)의 타방의 입력에는 반전회로(58)의 출력이 제공된다.

AND게이트(59, 61, 63)의 각 출력은, OR게이트(66)로 부터,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28)의 전압생성용 스
위칭소자인 아날로그 스위치 ASW0에, 스위칭제어신호 AS0로서 제공된다. 또한 AND게이트(60, 62, 64)의 
각 출력은 또 하나의 OR게이트(67)로 부터, 또 하나의 전압생성용 스위칭소자인 아날로그 스위치 ASW2에 
스위칭제어신호 AS2로서 제공된다.

제 8도는,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28)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전기회로도이다. 두개의 기준전압라인(23, 
24)에는, 아날로그 스위치 ASW0, ASW2가 각각 개재되고, 기준전압라인(23, 24)은, 아날로그 스위치 ASW0, 
ASW2에 관해 한 쪽측(제 8도의 우측)에서는, 접속접(69)에서 공통접속되며, 접속단자 Si로 부터 제 i번째
의 소스라인 Oi에 접속되어 계조표시를 위한 구동전압 V0∼V7이 제공된다.

아날로그 스위치 ASW0는, 병렬로 접속된 P형 및 N형의 채널을 갖는 전계효과트랜지스터(71, 72)와, 스위
칭제어신호 AS0를 반전시켜 트랜지스터(72)의 게이트에 제공하는 반전회로(73)를 포함하며, 트랜지스터
(71)의 게이트에는 스위칭제어신호 AS0가 그대로 제공된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아날로그 스위치 ASW2
는, 스위칭제어신호 AS2가 게이트에 제공되는 P형 채널 전계효과트랜지스터(74)와 반전회로(76)를 통해 
게이트에 제공되는 N형 채널 전계효과트랜지스터(75)를 포함하며, 이들 트랜지스터(74, 75)는 병렬로 접
속된다.

이들 각 아날로그 스위치 ASW0, ASW2에서는 선택된 기준전압레벨을 소스라인 Oi에 제공하여 화소전극 P에 
정확히 전압레벨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 ON저항을 충분히 낮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트랜지스터
(71, 72 ; 74, 75)가 점하는 면적을 비교적 크게할 필요가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3비트의 계조표시 
데이타 D0∼D2를 사용하여 합계 8계조를 행하기 위해서는 2개의 아날로그스위치 ASW0, ASW2만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이에 따라 아날로그 스위치 ASW0, ASW2의 소스 드라이버(17)에 점하는 면적을 작게할 
수 있어 소스 드라이버(17)의 반도체칩의 소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기준전압라인(23, 24)
만 필요하여 소스 드라이버(17)의 입력접속단자 AV, BV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제 9도는 듀티펄스 발생회로 DU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 이 듀티펄스 발생회로 DU는, 후술하
는 제 12도(A)에 보인 클록신호 CK와, 래치신호LS의 반전회로(78)에서 반전된 라인(74)을 통하는 신호에 
응답하여 듀티비 1  :  2의  듀티펄스를 제  12도(B)에  보인 바와 같이 발생한다.  이  듀티펄스 발생회로 
DU는, D형 플립플롭(81, 82, 83)이 직렬로 또는 종속접속되어 구성된다. 클록신호 CK는 각 플립플롭(81, 
82, 83)의 클록입력단자 CK에 제공된다. 반전회로(78)를 통한 래치신호 LS의 반전 신호는, 초단의 플립플
롭(81)의 세트입력단자 S*(*는 반전을 의미)에 제공된다. 종단의 플립플롭(83)의 출력 Q는, 초단의 입력
단자 D에 제공된다.

이 듀티펄스는 라인(26)을 통해 전술한 바와 같이 디코더회로 DRi에 공통으로 제공됨과 동시에 다음에 설
명하는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85)에도 제공된다.

제  10도는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85)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블록도로,  이에  의해  기준전압제어신호 

38-8

1019960032727



SV1, SV2, SV3가 제 12도(C),12도(D),12도(E)에 보인 바와 같이 얻어진다. 듀티펄스는 라인(26)으로 부터 
직렬 또는 종속접속된 D형 플립플롭(86∼92)의 클록입력단자 CK에 공통으로 제공된다. 라인(84)을 통한 
반전회로(78)로 부터의 래치신호 LS*는, 플립플롭(86∼92)의 리세트입력단자 R*에 각각 공통으로 제공된
다. 초단의 플립플롭(86)의 입력단자 D에는, 이 초단의 플립플롭(86)과 차단의 플립플롭(87)의 출력 Q가 
입력되는 NAND게이트(93)의 출력이 제공된다.

플립플롭(89∼92)의 출력 Q 및 Q*는, 기준전압제어신호 SV1, SV2, SV3를

위한 AND게이트(94, 95 ; 96, 97 ; 98, 98)에 제공되고, 또한 NOR게이트(101, 102, 103)에 제공된다.

제 11도는 제 1도에 보인 기준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22)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 기준전압
원(21)으로부터의 기준전압 V0, V2, V5, V7의 입력단자와 2개의 기준전압라인(23, 24)의 타방측간에는, 
기준전압선택용 스위칭소자인 아날로그 스위치 ASW1a, ASW1b ; ASW2a, ASW2b ; ASW3a, ASW3b가 각각 개재
된다. 이들 아날로그 스위치 ASW1a∼ASW3b는, 기준전압 제어신호 SV1, SV2, SV3에 의해 온/오프가 제어된
다. 예컨대 제 1 시간 W1a(제 12도 참조)에서 기준전압 제어신호 SV1이 하이레벨로 됨으로써 아날로그 스
위치 ASW1a, ASW1b가 은상태로 되고, 따라서, 기준전압 V0, V2가 기준전압라인(23, 24)에 각각 제공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 1 시간 W1b에서 기준전압 제어신호 SV2가 아날로그 스위치ASW2a, ASW2b에 제공됨으
로써, 기준전압라인(23, 24)에는 기준전압 V2, V5가 제공된다· 또한, 제 1 시간 W1c에서 기준전압 제어
신호 SV3가 아날로그 스위치ASW3a, ASW3b에 제공됨으로써, 기준전압 V5, V7이 기준전압라인(23, 24)에 제
공된다. 이와같이 하여, 다치전압발생수단은, 기준전압원(21)과 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22) 및 기준전압
선택제어수단(85)에 의해 구성된다.

기준전압라인(23, 24)에서 도출되는 기준전압의 조합은, 제 1 시간 W1a, W1b, W1c마다 상술한 바와 같이 
(V0, V2), (V2, V5), (V5, V7)이며, 따라서 각 조합상하로 인접하는 기준전압 V0와 V2, V2와 V5 및 V5와 
V7로 선택된다. 또한 이들 3개의 조합 (V0, V2), (V2, V5), (V5, V7)은, 서로 이들 조합을 구성하는 전압
치가 각 조합마다 다르다.

제 12도(A)∼12도(L)은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28)를 통해 소스라인 Oi에 제공되는 전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제 12도(A)의 클록신호 CK에 기초하여, 듀티펄스 발생회로 DU에서는 제 12도(B)에 보인 듀티펄
스가 생성된다. 이 듀티펄스는, 래치신호 LS에도 동기하며, 이 듀티펄스와 래치신호 LS에 의해, 제10도에 
보인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85)에 의해 3개의 기준전압제어신호 SV1, SV2, SV3가 발생된다. 이 기준전압
제어신호 SV1, SV2, SV3는 제 12도(C), 12도(B), 12도(⒞에 각각 도시한다. 따라서, 전압선택용 스위칭회
로(22)는, 이 기준전압제어신호 SV1, SV2, SV3에 응답하여 기준전압다인(23, 24)에 제 12도(F) 및 12도
(G)도에 각작 보인 기준전압 V0, V2, V5 ; V2, V5, V7을 도출한다. 이와 같이 하여 각 기준전압제어신호 
SV1, SV2, SV3은, 제 1 시간 W1씩 시프트되고, 따라서 각 기준전압의 조합 (V0, V2), (V2, V5), (V5, V
7)은, 이 제 1 시간 W1씩 시분할하여 출력된다. 이 제 1 시간 W1a, W1b, W1c를 총괄적으로 부호 W1으로 
표시한다. 듀티펄스는 제 1 시간 W1미만인 제 2의 각 시간 W2, W3에 각각 대응한 하이레벨 및 로우레벨을 
갖는 듀티비 1 : 2를 갖는다.

W1 = W2 + W3                   ...(1)

W3 = 2·W2                       ...(2)

3개의 시간순차적인 제 1 시간 W1a, W1b, W1c마다, 기준전압의 각 조합 (V0, V2), (V2, V5), (V5, V7)이 
반복되고, 이들 3개의 제 1 시간 W1a, W1b, W1c의 합을 부호 W0로 표시한다. 본 실시형태에서 W1a, W1b, 
W1c는 모두 같다.

W0 = 3·W1                      ...(3)

기준전압의 3개의 조합이 반복되는 주기 W0는, 예컨대 1수평주사기간 WH와 동일하게 선택해도 좋고, 1수
평주사기간 WH 미만의 치로 선택해도 좋다.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주기적인 시간 W0에 포함되는 3개의 제 
1 시간 W1a, W1b, W1c은 모두 같은 치로 정했지만,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로서 이들 3개의 제 1시간 
W1a, W1b, W1c은 서로 다르게 해도 좋다.

제 1 시간 W1a에 있어서 기준전압 V0 또는 V2를 도출하려면, 아날로그 스위치 ASW1a, ASW1b가 도통되고, 
기준전압라인(23, 24)에 개재되어 있는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28)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스위치 ASW0 또
는 ASW2가 제 1 시간 W1a에 도통되면 된다. 또한, 다른 제 1 시간 W1b에 있어서 기준전압 V2를 도출할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 1 시간 W1b에 있어서 아날로그 스위치 ASW2a가 아날로그 스위치 ASW2b와 함께 도
통되고,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28)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스위치 ASW0가 도통되면 된다. 이는 나머지 기
준전압 V5, V7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표 1은 계조표시데이타 D0∼D2, 즉 데이타래치 DL로 부터의 래치된 계조표시데이타 d0∼d2에 대응하는 기
준전압 V0, V2, V5, V7과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28)에 의해 생성되는 전압 V1, V3, V4, V6을 각각 표시
한다. 예컨대, 기준전압 V7이 기준전압 V0보다 높은 전압으로 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이 된다.

V0  V1 V2 V3 V4  V5  V6  V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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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예컨대, 하나의 소스라인 Oi에 관해 데이터래치회로 DLi로부터 계조표시데이타 d0, d1, d2가 도출되어, 
제7도에 보인 디코더회로 DRi에 제공되는 경우를 상정 한다. 기준전압 V2, V5를 이용하여 전압 V3를 구하
는 경우를 상정한다. 래치된 계조표시데이타 d0, d1, d2는 그의 1 수평주사기간에 있어서 제 12도(H), 12
도(I), 12도(J)에 보인 바와 같이 논리 110이다.

따라서, 기준전압 V0, V2, V5, V7의 1주기 W0에 있어서의 조합(V2, V5)으로 인해 도출되는 기준전압제어
신호 SV2가 하이레벨인 기간 W1b에 있어서, 제7도에 보인 디코더회로 DRi의 OR게이트(66)는, 제 12도(K)
에 보인 파형을 갖는 스위칭제어신호 AS0를 도출한다. 또한 OR게이트(67)는, 제 12도(L)에 보인 스위칭제
어신호 AS2를 도출한다. 전압 V3를 얻기위해 기준전압 V2가 소스라인 Oi으로 도출되는 기간 W3는 기준전
압 V5가 도출되는 기간 W2의 2배이다. 이에 따라, 전압 V3가 소스라인 Oi을 통해 화소전극 P에 제공되어, 
전압 V3에 대응한 충전전압에 의한 계조표시가 얻어진다.

이와 같이 하여, 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22)로부터 기준전압라인(23, 24)으로 도출되는 전압은, 각 제 1 
시간 W1a, W1b, W1c마다 제 13도에 보인 바와 같이 된다.

제 11도에 관련하여 기술한 기준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22)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복수(본 실시형태에
서는 4)의 기준전압 V0, V2, V5, V7의 저에서 고로 높아지는 순서 또는 고에서 저로 낮아지는 순서(본 실
시형태에서는 높아지는 순서)로, 각 제 1 시간 W1a, W1b, W1c 마다 시분할적으로, 또한 반복되는 각 사이
클인 주기 W0중에 복수회(본 실시형태에서는 3회)에 걸쳐, 기준전압 V0, V2, V5, V7이 기준전압라인(23, 
24)을 거쳐 소스 드라이버(17)의 입력단자(123,124)에 각각 제공된다. 한 쌍의 각 입력단자(123, 124)에 
기준전압라인(23, 24)을 통해 제 1 시간 W1a, W1b, W1c의 각 회에 동시에 제공되는 기준전압 V0, V2, V5, 
V7은, 상기 순서로 하나만큼 시프트되며, 전술한 실시형태에서는 한 쪽의 기준전압라인(23)에는 기준전압 
V0, V2, V5, V7중 높아지는 순서로 V0, V2, V5가 이 순서로 제공되고, 또 하나의 기준전압라인(24)에는, 
높아지는 순서로 하나만큼 시프트된 기준전압 V2, V5, V7이 제공된다.

3개의 제 1 시간 W1a, W1b, W1c의 1주기 W0가 1수평주사기간 WH증에 복수회 반복되어, 각 소스라인 Oi에 
전압이 인가되어 유지되도록 하여도 좋으나, 이와 같은 계조에 대응하는 전압의 화소전극 P에 의한 충전
이 단일회의 주기 W0에서 달성되면 그와 같은 전압인가의 동작은 단일회만이라도 좋다.

제 14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간략화한 등가회로도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소스 드라이
버(17)가 구동대상으로 되는 하나의 소스라인 Oi의 저항 Rs와, 소스라인 Oi가 갖는 정전용량 Cs가 직렬로 
접속된 소위 로우패스필터의 기능을 갖는 회로를 고려한다. 화소전극 P가 갖는 등가적인 용량은 부호 CL
로 표시한다. 이 화소전극 P의 정전용량 CL은 소스라인 Oi의 용량 Cs에 비해 충분히 작다(CsCL). 따라서, 
화소전극 P에 제공되는 전압은 저항 Rs와 정전용량 Cs의 접속점(105)의 전압과 동일한 값으로 된다. 따라
서 이 로우패스필터로서의 기능을 갖는 제 14도에 보인 등가회로에 있어서,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28)의 
아날로그 스위치 ASW0, ASW2를 제 1의 각 시간 W1a, W1b, W1c에 있어서 제 2 시간 W2, W3만 단속적으로 
온/오프 제어하여 시간 t에 의존하는 소위 진동 전압 v(t)를 소스라인 Oi에 제공할때, 진동전압 v(t)의 
주기 2π가 저항 Rs 및 정전용량 Cs에 의해 정해지는 로우패스필터로서의 차단주파수의 주기보다 충분히 

38-10

1019960032727



짧게 선택함으로써 화소전극 P의 충전전압은 접속점(105)에 있어서의 화소전극 P에 인가되는 주기진동전

압 v(t)의 평균전압에 층분히 근사하는 것이 이해된다. 예컨대, 시정수 Cs·Rs = 10
-7
 일때, 진동전압의 

주파수는 예컨대 1.6MHz이상이면 된다.

이와 같이하여, 본 발명은, 액정표시패널(16)이 불가피하게 갖고 있는 소스라인 Oi의 저항 Rs와 정전용량 
C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4종류의 소정 기준전압 V0, V2, V5, V7에 기초하여, 이들 사이의 전압 V1, 
V3, V4, V6을 상기 표 1과 같이 작성한다. 이에 따라 기준전압원(21)의 구성을 간략화함은 물론, 기준전
압라인(23, 24)의 수를 감소시켜 반도체집적회로에 의해 실현되는 소스 드라이버(17)의 접속단자수를 감
소시킴과 동시에, 기준전압라인(23, 24) 마다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전압생성용 스위칭소자인 아날로
그 스위치 ASW0, ASW2의 수를 감소시켜, 상술한 실시형태에서는 2개만으로 하여 반도체칩의 소형화를 도
모할 수 있다.

제 1도∼14도에 보인 실시형태에 의하면, 상기한 제 29도∼32도에 관련하여 기술한 선행기술에 비해, 본 
발명에 따른 소스 드라이버(17)의 반도체칩 사이즈인 면적을 약 10% 축소할 수 있는 것이 본 발명자에 의
해 확인되었다. 또한 본 발명자에 의하면, 64계조의 표시를 행하는 소스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선행기술에 
비해 약 15%의 반도체칩 사이즈의 축소화가 가능하며, 또한 256계조의 표시를 행하는 소스 드라이버의 경
우에는 약 25%의 반도체칩 사이즈의 축소화가 도모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자에 의하면, 
소스 드라이버(17)의 반도체칩 사이즈의 축소를 대폭으로 달성할 수 있다.

상기한 실시형태에서, 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는 소스 드라이버(17)의 외부에 제공되지만, 본 발명이 다른 
실시형태로서 제 15도에 보인 바와 같이 소스드라이버(17a)를 구성하는 반도체칩내에 제 11도에 보인 전
압선택용 스위칭회로(22)를 내장하도록 한 구성도 좋다. 이와 같은 제 15도에 보인 실시형태에 의하면, 
상기 제 2도에 보인 실시형태에 비해, 제 2도의 실시헝태에서는 두 개의 기준전압라인(23, 24)와 3개의 
기준전압제어신호 SV1, SV2, SV3를 위한 합계 5개의 접속단자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제 15도의 실시
형태에서는 4개의 기준전압 V0, V2, V5, V7을 위한 접속단자가 설치되면 되기 때문에 접속단자의 수를 하
나 감소시킬 수 있다.

제 16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전압생성용 스위칭회로(107)의 전기회로도이다.6개의 기준전압라인
(108∼113)에는,  전압생성용 스위칭소자인 아날로그 스위치 ASW1∼ASW6이 개재되어 있다. 기준전압라인
(108∼113)에는, 기준전압원(21)으로 부터 공급되는 기준전압 V0∼V8이 각각 조합되어 제공된다. 기준전
압 V0∼V8의 제 1 조합은 (V0, V1, V4, V5, V6, V7)로 정해지고, 제 2 조합은 (V1, V2, V3, V4, V7, V8)
로 정해진다. 상기 제 1 조합 및 제 2 조합은, 제 17도(A)∼(F)에 보인 바와 같이, 최초의 제 1 주기적 
시간 W1a에서는 상기 제 1 조합이 기준전압라인(108∼113)으로 도출되고, 다음의 제 1 주기적 시간 W1b에
서는 상기 제 2 조합이 기준전압라인(108∼113)으로 도출된다. 아날로그 스위치 ASW1∼ASW6은, 동시에 2
개만이 각 제 1 시간 W1a, W1b, W1c에 있어서 소정의 듀티비로 온/오프 제어되고, 이와 같이 하여 진동전
압이 소스라인 Oi에 제공된다.

제 16도 및 17도에 보인 실시형태에 있어서, 다른 구성은, 전술한 실시형태와 유사하지만, 주목해야할 것
은 본 실시형태에서는 합계 16계조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각 소스라인 Oi마다 표시데이타는, 표 2 
에 보인 바와 같이 4비트 D0∼D3가 사용되고, 기준전압 V0∼V8간의 전압 V01, V12, V23, V34, V45, V56, 
V67은, 듀티비 1 : 1의 듀티펄스가 사용되어, 전술한 실시형태와 동일하게 하여 얻어진다. 예컨대, 전압 
V01을 생성하기 위해, 2개의 제 1 시간 W1a, W1b중 한 쪽의 제 1 시간 W1a에 있어서, 그 절반의 시간만큼 
아날로그 스위치 ASW1을 도통하고, 나머지 절반시간 만큼 아날로그 스위치 ASW2를 도통하며, 이에 따라 
이들 기준전압 V0, V1의 평균화된 전압 VO1이 소스라인 Oi에 제공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른 중간전압 
V12, V23, V34, V45, V56, V67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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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 발명에 있어서, 표시할 계조수를 증가시켜, 예컨대 8계조만이 아니라, 16계조, 32계조, 64계조, ..., 
256계조와 같이 계조수의 증가에 따라 듀티비 1 : a (a는 자연수)에 있어서의 값 a를 크게하여, 가능한한 
적은 종류의 기준전압을 사용하여 다수의 계조에 대응한 구동전압을 생성할 필요가 생긴다. 이 값 a를 크
게  하는  것은,  액정표시패널(16)의  등가적인  정전용량  CL에  전하를  충전하는  충전시간이  단축되어야 
하며, 이는 희망하는 진동에 의한 진동전압을 얻기 어렵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본 발명에서는 이 기준
전압의 종류의 수를 증가시켜,  듀티비 1  :  a의  치를 적게하여,  충전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액정표시패널(16)의 소스라인 O1∼ON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구성으로 함으로써 예컨대 배선저항이 
적은 금속재료를 사용하고 또한 기타 구성에 의해 상기치 a가 증대되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로서,  제  18도에  보인 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130)에서는,4개의 기준전압라인
(114,115,116,117)에, 아날로그 스위치 ASW1∼ASW4가 각각 개재되어 있다. 기순전압라인(111∼117)에는, 
기준전압 V0∼V7을 발생하는 기준전압원(21)으로 부터, 기준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22)를 통해 주기적인 
3개의 제 1 시간 W1a, W1b, W1c마다 제 19도(A)∼(D)에 보인 바와 같이 기준전압라인(114∼117)에 기준전
압 V0∼V7이 제공되고, 이들 기준전압 V0∼V7의조합 (V0, V1, V6, V7), (V1, V2, V5, V6) 및 (V2, V3, 
V4, V5)가 제 1 시간 W1a, W1b, W1c에 있어서 각각 도출되어 인가된다. 아날로그 스위치 ASW1∼ASW4에 있
어서의 어느 2개의 아날로그 스위치가 3개의 제 1 시간 W1a, W1b, W1c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미리 정해진 
듀티비로 온/오프 제어함으로써 기준전압간의 전압을 생성하여 소스라인 Oi에 제공할 수 있다.

이들 제 16도∼19도에 보인 실시형태에서, 각 기준전압간의 조합이 각 제 1 시간 W1a, W1b, W1c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준전압간의 중간전압을 생성하기 위한 시간이 제거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있어서, 기준전압원(21)은, 기준전압 V0, V1, V2, V2m+3(m=0, 1, 2, 3,...)을, 제 

18도에 보인 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130)에 있어서 기준전압라인(114∼117)으로 표 3에 보인 바와 같이 
제 1 시간 W1a, W1b, W1c, ..., W1d를 1주기 W0로서 발생하는 구성으로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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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본 실시형태에서는, 각 출력단자 Si에 대응하여 적어도 2조(본 실시형태에서는 2조)의 쌍을 이루는 입력
단자, 즉 기준전압라인(114, 115 ; 116, 117)이 각각 제공되어 있고, 각 출력단자 Si와 출력단자 Si에 대
응하는 2조의 쌍을 이루는 입력단자, 즉 기준전압라인(114, 115 ; 116, 117) 간에 전압생성용 스위칭소자
인 아날로그 스위치 ASW1, ASW2 ; ASW3, ASW4가 각각 개재되어 있다. 기준전압라인(114∼117)에 제공되는 
복수의 기준전압 V0∼V2m+3 등이 표 3에 보인 바와 같이 제 1 조의 쌍을 이루는 기준전압라인 114,115에 대

응하는  기준전압  V0∼Vm, V1∼Vm+1 로  이루어지는  제  1  그룹과,  제  2  조의  쌍을  이루는  기준전압라인 

116,117에 대응하는 제 2 그룹의 기준전압 V2m+2∼Vm+2, V2m+3∼Vm+3의 합계 2개의 그룹으로 그룹화되어 있다.

기준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22)의 작용에 따라 제 1 조의 입력단자를 거쳐 기준전압라인(114, 115)에 제
공되는 기준전압 V0∼Vm+1을 시간경과에 따라 제 1 그룹중의 복수의 기준전압 V0∼Vm+1의 높아지는 순서로, 

또는 낮아지는 순서로(본 실시형태에서는 높아지는 순서로) 제 1 시간 W1a, W1b, W1c,..., W1d마다 시분
할적으로 또한 반복되는 1주기 W0의 각 사이클중에 복수회(본 실시형태에서는 m+1회)에 걸쳐 제공된다. 
제 1 시간 W1a, W1b, W1c,..., W1d에 있어서 기준전압라인 114, 115에 동시에 공급되는 서로 인접한 어느 
2개의 기준전압은 제 1 그룹내에서, 기준전압 V0∼Vm+1의 예컨대 높아지는 순서로 각각 소정의 전위차만큼 

다르게 되어 있다. 예컨대, 본 실시형태에서는 기준전압라인(114)을 거쳐 아날로그 스위치 ASW1에 제공되
는 V0∼Vm과 기준전압라인(115)을 거쳐 아날로그 스위치 ASW2에 제공되는 V1∼Vm+1은 기준전압들이 저에서 

고로 높아지는 순서로 서로 하나의 기준전압만큼 시프트되어 있다. 다시 한 조의 쌍을 이루는 기준전압라
인(116, 117)에 관해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복수의 기준전압 Vm+2∼V2m+3의 고에서 저로 낮아지는 순서로 시

분할적으로 제공되며, 기타의 구성은 상기한 쌍을 이루는 기준전압라인(114, 115)와 관련한 구성과 동일
하다.

상기 제 18도에 보인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서는, 2조의 쌍을 이루는 입력단자, 즉 기준전압라인(114, 115 
; 116, 117)이 제공되었으나, 상기 제 16도와관련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3조의 쌍을 이루는 입력단자에 
대응하는 기준전압라인(108, 109 ; 110, 111 ; 112 , 113)이 제공되어 동일한 구성이 실현되어도 좋으며, 
또한 4조 이상의 쌍을 입력단자에 관련시켜도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0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124)의 전기회로도이다. 기준전압라인
(118∼123)에는아날로그스위치ASW1∼ASW6이 각각 개재되며, 이들의 기준전압라인(118∼123)에는 두 개의 
제 1 시간 W1a, W1b에 있어서 제 21도(A)∼21도(F)에 보인 기준전압 V0∼V6이, 기준전압 V0∼V6을 발생하
는 기준전압원(21)으로 부터, 기준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22)를 통해 제공되고, 이들 기준전압 V0∼V6의 
조합 (V0, V1, V2, V3, V4, V5) 및 (V1, V2, V3, V4, V5, V6)이 각각 도출되어 인가된다. 이 제 20도 및 
21도에 보인 실시형태에서는 예컨대, 한 쪽의 제 1 시간 W1b에 있어서의 기준전압의 조합 V1, V2는, 또 
하나의 제1 시간 W1b에 있어서의 기준전압의 조합 V1, V2와 동일하며, 또한 다른 기준전압 V2∼V5에 관해
서도 그러하다. 이와 같은 구성도 또한 본 발명의 정신에 포함된다.

제 22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129)의 전기회로도이다. 3개의기준전압
라인(125, 126, 127)에는 아날로그스위치 ASW1∼ASW3이 개재되어 있다. 제 23도에 보인 바와 같이 기준전
압라인(125∼127)에는 1주기 W0에 있어서 합계 3개의 제 1 시간 W1a, W1b, W1c가 순차적으로 설정되고, 
각 제 1 시간 W1a, W1b, W1c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준전압의 조합(V0, V1, V2), (V2, V3, V4), (V4, V5, 
V6)이 각 기준전압라인(125∼127)에 기준전압 V0∼V6을 발생하는 기준전압원(21)으로 부터, 기준전압선택
용 스위칭회로(22)를 통해 상기한 각 형태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아날로그 스위치 ASW1∼ASW3중, 기준전
압라인(125∼127)의 상하로 인접하는 전압, 예컨대 기준진압 V0와 V1 또는 V1과 V2 등이 아날로그 스위치 
ASW1과 ASW2에 제공된다. 아날로그 스위치 ASW1과 ASW2가 제 1 시간 W1a중에 제 2 시간(전술한 제 12도
(B)에 보인 바와 같이 예컨대 W2와 W3)만큼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온/오프 제어되어, 기준전압 V0, V1간
의 희망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다. 또는 한 쌍을 이루는 아날로그 스위치 ASW2, ASW3의 온/오프가 제 1 
시간 W1a중에 있어서 제 2 시간 동안 제어되어, 기준전압 V0, V1간의 희망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전
술한 실시형태와 같이,1주기 W0는 1 수평주사기간 WH와 동일해도 좋고, 또는 주기 W0는 1 수평주사기간 
WH 미만으로서, 이 1 수평주사기간 WH내에 있어서 주기 W0내에 있어서의 동일 동작이 반복되어도 좋다. 
전술한 제 1 시간 W1a의 동작은 다른 제 1 시간 W1b, W1c의 어느 것에서 행해도 좋으며, 소스라인 Oi에 
제공되는 전압에 대응하여 희망하는 전압이 생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로서 제 22도에 보인 3개의 아날로그 스위치 ASW1∼ASW3를 사용하여, 반복되는 
주기 W0에 있어서의 각 시간 W1a, W1b에 있어서 기준전압원(21)으로부더 공급되는 전압 V0∼V4가 표 4에 
보인 바와 같이 기준전압라인 125∼127을 거쳐 기준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22)의 아날로그 스위치A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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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W3에 제공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표 4]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로서, 제 22도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스위치 ASW1∼ASW3 대신 합계 n개의 아날
로그 스위치 ASW1∼ASWn을, 제 24도에 보인 바와 같이 사용하여, 각 입력단자에 개별적으로 접속되는 기
준전압라인 132∼136에는, 표 5의 기준전압 V0∼V(q+1)n을 발생하는 기준전압원으로부터 기준전압선택용 스

위칭회로(22)를 거쳐 기준전압이 표 5에 보인 바와 같이 제공된다. q, n은 자연수이다.

[표 5]

제 24도에 보인 실시형태에서는, 각 출력단자 Si에 대응하여 복수 n의 아날로그 스위치 ASW1∼ASWn이 기
준전압라인 132∼136에 각각 제공되어 있다. 이 기준전압라인 132∼136, 즉 아날로그 스위치 ASW1∼ASWn
의 수를 제 1 복수로 할때, 기준전압 V0∼V(q+1)n의 수인 제 2 복수는 제 1 복수를 초과하는 값이다.

기준전압라인 132∼136, 즉 아날로그 스위치 ASW1∼ASWn에는, 기준전압V0∼V(q+1)n의 높아지는 순으로 또
는 낮아지는 순으로(본 실시형태에서는 높아지는 순으로), 제 1 시간 W1a∼W1d로 표시한 바와 같이 시분
할적으로 또한 반복되는 1주기 W0인 각 사이클중에, 복수회(본 실시형태에서는 표 5에 보인 바와 같이 
q+1)에 걸쳐 제공된다. 각 1주기 W0의 각 회의 제 1 시간 W1a∼W1d에서, 기준전압라인 132∼136, 즉 아날
로그 스위치 ASW1∼ASWn에 동시에 제공되는 기준전압은 에컨대 최초의 회인 제 1 시간 W1a에서는 V0∼Vn
이고, 다음회 이후 예컨대 제 1 시간 W1b에서는 Vn∼V2n이며, 이하 마찬가지로 제 1 시간 W1C, ...,W1d에

서는 V2n∼V3n, ..., Vqn∼V(q+1)n이다. 따라서, 예컨대 시간 W1b에 있어서의 전압 Vn∼V2n은 전회인 기간 W1a

에 제공된 기준전압 V0∼Vn중 하나만 동일한 기준전압 Vn을 포함한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 W1c에 

공급된 기준전압 V2n∼V3n은 전회의 기간 W1b에 공급된 전압 Vn∼V2n중 하나와 동일한 기준전압 V2n을 포함

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전압 Vn∼V2n 및 V2n∼V3n은 상기 전압 V0∼Vn과 동일하게 높아지는 순으로 제공된

다.

제 25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일부의 구성을 보인 전기회로도이다. 본 실시형태에서, 상기한 
표시패널(16)의 소스라인 O1∼ON의 총 수 N이 큰 경우 등에 있어서 복수의 소스 드라이버 17a∼17c가 제
공되고, 이들 소스 드라이버 17a∼17c에 공통으로 기준전압라인(23,  24)이 접속된다. 기준전압원(21)과 
기준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22)는, 이들 소스 드라이버 17a∼17c에 공통으로 설치된다. 따라서, 본 실시
형태에 따라 구성의 간략화가 도모될 수 있다.

제 25도의 실시형태에서, 각 소스 드라이버 17a∼17c는, 상기 제 1도∼14도에 관련하여 설명한 구성도 좋
고, 또는 제 15도에 보인 실시형태의 구성을 가질 수도 있다.

상기 제 16도∼24도의 각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다른 구성은 제 1도∼14도 및 15도에 보인 각 실시형태의 
구성과 동일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로서, 제 14도에 있어서의 정전용량 Cs가 작은 용량일 경우에는 표시패널(1

38-14

1019960032727



6)에 보조적으로 추가적인 정전용량을 형성하기 위한 커패시터를 구성해도 좋다.

제 26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
다.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은, 소스 드라이버(17)에 있어서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85)으로 치환되어 
사용할 수 있다.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에 있어서, D형 플립플롭(186∼192)  및 NAND게이트(193)는, 
상기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85)에 있어서의 D형 플립플롭(86∼92) 및 NAND게이트(93)과 각각 대응하며 동
일한 동작을 행한다. 즉, 플립플롭(186∼188)과 NAND게이트(193)에 의해 듀티펄스를 3으로 주파수 분할하
고, 신호 FQ3으로서 플립플롭(189)에 입력한다. 신호 FQ3는, 듀티펄스의 입력되는 타이밍에 따라 다음단
의 플립플롭으로 순차적으로 입력된다.

플립플롭(189)에서  출력되는 신호 FQ4와  플립플롭(190)에서  출력되는 신호 FQ5*에  기초하여 AND게이트
(194)에서 기준전압제어신호 VS1이 출력된다. 플립플롭(192)에서 출력되는 신호 FQ7*와 플립플롭(191)에
서 출력되는 신호 FQ6에 기초하여 AND게 이트(195)에서 기준전압제어신호 VS2가 출력된다. 플립플롭(19
0)에서 출력되는 신호 FQ5*와 플립플롭(191)에서 출력되는 신호 FQ6에 기초하여 AND게이트(196)에서 기준
전압제어신호 VS3가 출력된다. 기준전압제어신호 VS1∼VS3는 상기 기준전압제어신호 SV1∼∬3와 동일하게 
디코더회로 DR 및 전압선택용스위칭회로(22) 등에 입력된다.

제 27도는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제 27도(A)에 보인 클록신호 CK와 상기 래치신호 LS에 기초하여, 듀티펄스발생회로 DU에 있어서 제 27도
(B)에 보인 듀티펄스가 생성된다. 듀티펄스와 래치신호 LS를 반전시킨 신호 LS*가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
(185)에 입력됨으로써 제 27도(C)∼27도(K)에 보인 신호가 각각의 플립플롭으로 부터 출력된다. 제 27도
(C)에 보인 신호 FQ3는 3으로 주파수 분할된 신호이며, 플립플롭(188)으로 부터 출력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川D게이트(194∼196)에 입력되는 각 신호에 의해, 제 27도(L), 27도(M), 27도(N)에 각각 보인 기준
전압제어신호 VS1, VS2, VS3가 출력된다.

기준전압제어신호 VS1이 하이레벨로 되는 기간 W11a이 종료하면서 부터 기준전압제어신호 VS2가 하이레벨
로 되는 기간 W11b가 시작될때 까지의 사이는, 어느 기준전압제어신호도 하이레벨로 되지 않는 슬럿기간 
W12a로 된다. 또한, 기간 W11b가 종료하면서 부터 기준전압제어신호 VS3가 하이레벨로 되는 기간 W11c가 
시작될때 까지의 사이는 슬릿기간 W12b로 된다. 기간 W11c가 종료하면서부터 다음 기간 W11a이 시작될때 
까지의 사이는 슬릿기간 W12c로 된다.

기간 W11a, W11b, W11c는 상기한 제 1 시간 W1a, W1b, W1c에 각각 대응하며, 기간 W11a에서는 제 27도
(P)에 보인 바와 같이 단자 AV에서 전압 V0가 출력되고, 제 27도(O)에 보인 바와 같이 단자 BV에서 전압 
V2가 출력된다. 기간 W11b에서는 단자 AV에서 전압 V2가 출력되고, 단자 BV에서 전압 V5가 출력된다.

또한 기간 W11c에서는 단자 AV에서 전압 V5가 출력되고, 단자 BV에서 전압 V7이 출력된다.

각 기간 W11a, W12a, W11b, W12b, W11c, W12c는 각각 이 순서로 선택되고, 이들 기간의 전체 기간을 기간 
W10으로 한다.

기준전압의 3개의 조합이 반복되는 기간 W10은, 예컨대 상기한 1 수평주사기간 WH와 같도록 선택해도 좋
고, 1 수평주사기간 WH 미만의 값으로 선택해도 좋다. 상기한 실시형태에서는, 주기적인 기간 W10에 포함
되는 3개의 제 1 시간 W11a, W11b, W11c는 모두 같은 값으로 정했으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로서 이들 
3개의 제 1 시간 W11a, W11b, W11c는 서로 상이해도 좋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슬릿기간 W12a, W12b, W12c를 듀티펄스에 동기시키고 있으나, 동기하지 않는 구
성으로 할 수도 있다. 즉, 각 기준전압제어신호의 하이레벨 기간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은 경우나, 또는 
이들이 서로 동일하여 다른 신호에 기초한 경우에 있어서도, 각각의 기준전압들의 절환시 어떤 2개의 기
준전압제어신호가 동시에 하이레벨로 되지 않는 한 어떤 구성이라도 좋다. 본 실시형태에서, 다치전압발
생수단은 기준전압원과 전압선택용 스위칭회로(22)와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에서 생성되고, 시분할적으로 출
력되는  기준전압제어신호  VS1∼VS3가  각각  하이레벨로  되는  기간  W11a,  W11b,  W11c  사이에  슬럿기간 
W12a, W12b, W12c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선택회로(22)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스위치 ASW1a, ASW2a, 
ASW3a중 2개, 또는 아날로그 스위치 ASW1b, ASW2b, ASW3b중 2개가 동시에 도통되지 않는다. 따라서, 2개
의 전압간이 단락함으로써 흐르는 관통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이 
제공되는 소스 드라이버(17)에 있어서의 소비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슬릿기간 W12a, W12b, W12c
는, 듀티펄스에 동기하여 상기 기간 W11a, W11b, W11c에 각각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제어신호의 온/
오프의 제어 타이밍이 시프트하여 야기되는 디스플레이상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제 28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a)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
다.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a)은,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의AND게이트(194∼196)를NOR게이트(197∼
199)로 치환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동일한 구성요소에는 동일한 부호를 부기하고 설명을 생략한다.

NOR게이트(197)에는 신호 FQ4*와 신호 FQ5가 입력되어 기준전압제어신호 VS1이 출력된다 NOR게이트(198)
에는 신호 FQ6*과 신호 FQ7이 입력되어 기준전압 제어신호 VS2가 출력된다. NOR게이트(199)에는 신호 FQ5
와 신호 FQ6*이 입력되어 기준전압제어신호 VS3가 출력된다.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a)에 있어서의 신
호의 입출력에 대해서는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과 동일하며, 제 27도에 도시한 것과 같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있어서,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a)은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과 
동일한 동작을 행할 수 있어, 기준전압선택제어수단(185)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기한 설명에 있어서, 입력단자는, 예컨대 소스 드라이버(17)에 접속되어 있는 핀형태의 접속단자로 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단자가 제공되어 있지 않 은 경우에, 아날로그 스위치 등의 스위칭소자의 기준전압
라인에 접속되는 단자를 입력단자로 칭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실시형태에서, 입력단자는 예컨대 핀모양
으로 형성되지 않고, 기준전압라인상의 임의의 점을 입력단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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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 포함한다.

본 발명은 그 정신 또는 주요 특징에서 벗어남이 없이 다른 여러가지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한 실시예는 단순한 예시에 불과하며, 본 발명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보인 것으로서 명세서 본문에는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의 균등범위에 속하는 변형이나 변경은 모두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표시데이타에 따라, 복수의 직류기준전압을 발생하는 기준전압원에서 선택된 하나의 기준전압을 언속적으
로, 또는 상기 복수의 기준전압원에서 선택된 적어도 2개의 기준전압을 시분할적으로, 표시장치에 출력하
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로서,

상기 복수의 기준전압이 각각 인가되는 복수의 입력단자;

상기 표시장치에 접속되는 출력단자;

상기 각 입력단자와 상기 출력단자간에 개재되고,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온/오프 동작하는 스위칭소자;및

상기 표시데이타에 기초하여 스위칭소자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제어신호

를 출력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하는 것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입력단자에 기준전압원으로 부터의 다른 전압을 시분할적으로 공급

하는 다치 전압발생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수단은 표시데이타에 따른 소정의 타이밍에 있어서 스위칭소자

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상기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의 구동장치.

청구항 2 

표시데이타에 따라, 복수의 직류기준전압을 발생하는 기준전압원에서 선택된 하나의 기준전압올 연속적으
로, 또는 상기 복수의 기준전압원에서 선택된 적어도 2개의 기준전압을 시분할적으로, 표시장치에 출력하
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로서,

상기 복수의 기준전압이 각각 인가되는 복수의 입력단자;

상기 표시장치에 접속되는 출력단자;

상기 각 입력단자와 상기 출력단자간에 개재되고,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온/오프 동작하는 스위칭소자; 및

상기 표시데이타에 기초하여 스위칭소자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하는 
것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입력단자에 기준전압원으로 부터 제공되는 각각 다른 기준 전압을 시분할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기
준전압이 절환될때, 각 기준전압이 출력되는 기간이 종료할때 부터 다음 기준전압의 출력이 개시될때 까
지의 사이에 어느 기준전압도 출력되지 않는 슬릿(slit) 기간이 삽입되는 다치 전압발생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수단은 표시데이타에 따른 소정의 타이밍에 있어서 스위칭소자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

청구항 3 

(정정) 제1항에 있어서, 각 출력단자에 대응하여 한 쌍의 입력단자가 각각 제공되고, 각 출력단자와 이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한 쌍의 각 입력단자간에, 상기 스위칭소자가 각각 개재되며.

다치전압 발생수단은, 각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입력단자에 제공되는 기준 전압을, 시간경과에 따라 상기 
복수의 기준전압의 고에서 저로 낮아지는 순서로 또는 저에서 고로 높아지는 순서로 시분할적으로, 또한 
반복되는 각 사이클중에 복수회에 걸쳐 제공하며, 또한

각 쌍의 각 입력단자에 각 회에 동시에 제공되는 기준전압들으 상기 순서로 하나의 기준전압 만큼 시프트
되어 있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

청구항 4 

(정정) 제1항에 있어서, 각 출력단자에 대웅하여 적어도 2조의 쌍을 이루는 입력단자가 각각 제공되고,

각 출력단자와 그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한 쌍의 각 입력단자의 사이에 상기 스위칭소자가 각각 개재되며.

다치전압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되는  복수의  기준전압은,  각  쌍의  입력단자마다  복수의  그룹으로 
분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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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전압 발생수단은, 각 조의 입력단자에 제공되는 기준전압을, 시간경과에 따라 각 조에 대옹하는 그룹
중의 복수의 기준전압의 고에서 저로 낮아지는 순서로 또는 저에서 고로 높아지는 순서로 시분할적으로, 
또한 반복되는 각 사이클중에 복수회에 걸쳐 제공하며, 또한

각 쌍의 각 입력단자에 각 회에 등시에 제공되는 기준전압들은 각 그룹내에서 상기 순서로 하나의 기준전
압 만큼 시프트되어 있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

청구항 5 

(정정) 제1항에 있어서, 각 출력단자에 대웅하여 제 1 복수의 입력단자가 각각 제공되고,

각 출력단자와 그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각 입력단자의 사이에 상기 스위칭소자가 각각 개재되며.

다치전압 발생수단은, 각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입력단자에, 제 1 복수의입력단자를 초과하는 제 2 복수의 
기준전압을, 시간경과에 따라 전압의 고에서저로 낮아지는 순서로 또는 저에서 고로 높아지는 순서로 시
분할적으로, 또한 반복되는 각 사이클중에 복수회에 걸쳐 제공하며, 또한

각 사이클중의 최초의 회 이외의 각 회에서, 입력단자에 동시에 제공되는 기준전압들은 전회에 제공된 기
준전압중 상기 순서로 하나만큼 동일 기준전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

청구항 6 

(정정) 제1항에 있어서, 스위칭소자와 제어수단을 제 1 집적회로에 의해 실현하고,

다치전압 발생수단을 제 2 집적회로에 의해 실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

청구항 7 

(정정) 제1항에 있어서, 스위칭소자와 제어수단 및 다치전압 발생수단을 하나의 집적회로에 의해 실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제 1 집적회로가 복수개 제공되고,

이들 복수의 제 1 집적회로에 공통으로 제 2 집적회로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장
치.

청구항 9 

(정정) 제1항에 있어서, 다치전압발생수단은, 기준전압원으로부터의 복수의 각 기준전압이 도출되는 라인
과, 상기 각 입력단자와의 사이에 개재되고 또한 기준전압제어신호에 의해 온/오프 제어되는 아날로그 스
위치를 포함하며,

기준전압제어신호가 주기적으로 발생되어 아날로그 스위치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
동장치.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다치전압발생수단은 기준전압을 출력하는 미리 정해진 주기에 동기시켜 슬릿기간을 제공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

청구항 11 

(신설) 제2항에 있어서, 각 출력단자에 대응하여 한 쌍의 입력단자가 각각 제공되고, 각 출력단자와 이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한 쌍의 각 입력단자간에, 상기 스위칭소자가 각각 개재되며.

다치전압 발생수단은, 각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입력단자에 제공되는 기준전압을, 시간경과에 따라 상기 
복수의 기준전압의 고에서 저로 낮아지는 순서로 또는 저에서 고로 높아지는 순서로 시분할적으로, 또한 
반복되는 각 사이클중에 복수회에 걸쳐 제공하며, 또한

각 쌍의 각 입력단자에 각 회에 동시에 제공되는 기준전압들은 상기 순서로 하나의 기준전압 만큼 시프트
되어 있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

청구항 12 

(신설) 제2항에 있어서, 각 출력단자에 대응하여 적어도 2조의 쌍을 이루는 입력단자가 각각 제공되고,

각 출력단자와 그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한 쌍의 각 입력단자의 사이에 상기 스위칭소자가 각각 개재되며.

다치전압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되는  복수의  기준전압은,  각  쌍의  입력단자마다  복수의  그룹으로 
분할되고,

다치전압 발생수단은, 각 조의 입력단자에 제공되는 기준전압을, 시간경과에 따라 각 조에 대응하는 그룹
중의 복수의 기준전압의 고에서 저로 낮아지는 순서로 또는 저에서 고로 높아지는 순서로 시분할적으로, 
또한 반복되는 각 사이클중에 복수회에 걸쳐 제공하며, 또한

각 쌍의 각 입력단자에 각 회에 동시에 제공되는 기준전압들은 각 그룹내에서 상기 순서로 하나의 기준전
압 만큼 시프트되어 있는 표시장치의 구등장치.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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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2항에 있어서, 각 출력단자에 대응하여 제 1 복수의 입력단자가 각각 제공되고,

각 출력단자와 그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각 입력단자의 사이에 상기 스위칭소자가 각각 개재되며.

다치전압 발생수단은, 각 출력단자에 대응하는 입력단자에, 제 1 복수의 입력단자를 초과하는 제 2 복수
의 기준전압을, 시간경과에 따라 전압의 고에서 저로 낮아지는 순서로 또는 저에서 고로 높아지는 순서로 
시분할적으로, 또한 반복되는 각 사이클중에 복수회에 걸쳐 제공하며, 또한

각 사이클중의 최초의 회 이외의 각 회에서, 입력단자에 동시에 제공되는 기준전압들은 전회에 제공된 기
준전압중 상기 순서로 하나만큼 동일 기준전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

청구항 14 

(신설) 제2항에 있어서, 스위칭소자와 제어수단을 제 1 집적회로에 의해 실현하고,

다치전압 발생수단을 제 2 집적회로에 의해 실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

청구항 15 

(신설) 제2항에 있어서, 스위칭소자와 제어수단 및 다치전압 발생수단을 하나의 집적회로에 의해 실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장치.

청구항 16 

(신설) 제2항에 있어서, 다치전압발생수단은, 기준전압원으로부터의 복수의 각 기준전압이 도출되는 라인
과, 상기 각 입력단자와의 사이에 개재되고 또한 기준전압제어신호에 의해 온/오프 제어되는 아날로그 스
위치를 포함하며,

기준전압제어신호가 주기적으로 발생되어 아날로그 스위치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
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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