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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매트릭스형의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스토리지 용량의 배치나, 스토리지 용량으로의 배선이라고 하는 신규 회로나

외부에 새로운 부품을 마련하는 일 없이, 소비 전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액정을 

협지하는 열 전극과 대향 전극에 대하여, 교류화의 타이밍과 동기하여 쌍방의 전극을 일시적으로 단락하기 위한 스위

치를 마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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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액정 표시 장치, 열 전극, 대향 전극, 교류화,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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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개념을 나타내는 액정의 회로 모델.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타이밍 제어의 입력 신호를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타이밍 제어의 출력 신호를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열 전극 구동부와 대향 전극 구동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열 전압 생성부의 동작 설명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열 전극 구동부와 대향 전극 구동부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행 전극 구동부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액정 인가 전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액정 표시 제어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입력 신호의 설명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입력 신호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1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전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1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행 전극 구동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행 전극 구동부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17은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화소의 구성을 나타내는 회로 모델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화소부로의 인가 전압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

도 19는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화소부로의 인가 전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20은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행 전극 구동부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21은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201 : 액정 표시 장치

202 : 타이밍 제어부

203 : 열 전극 구동부

204 : 대향 전극 구동부

205 : 행 전극 구동부

206 : 전원 회로

207 : 화소부

501 : 데이터 래치 회로

502 : 열 전압 생성 회로

503 : 단락 스위치 A

504 : 대향 전압 생성 회로

505 : 단락 스위치 B

1001 : 액정 표시 제어 장치

1002 : 시스템 인터페이스

1003 : 제어 레지스터

1004 : 타이밍 생성부

1005 : 어드레스 디코더

1006 : 표시 메모리

1007 : 열 전극 구동부

1008 : 대향 전극 구동부

1009 : 행 전극 구동부

1010 : 전원 회로

1011 : 화소부

1301 : 액정 모듈

1302 : 스피커

1304 : 마이크

1305 : 키보드

1306 : TDMA 회로

1307 :EEPROM

1308 : ROM

1309 : SRAM

1310 :PLL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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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RF 회로

1312 : 시스템 제어 마이크로 컴퓨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의 저소비 전력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인가되는 전압의 실효치에 의해 각 화소의 투과율(밝기)을 제어하는 매트릭스형의 액정 표시 장치는, 액정의 열화 현

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액정 인가 전압의 극성을 일정 기간마다 반전하는 소위 교류화가 필요하다. 이 때, 액정이 유전

체이기 때문에, 상기 교류화에 있어서 액정의 충방전에 동반되는 전력이 소비된다.

이 소비 전력을 삭감하는 방법으로서, 미국 특허 제5,852,426호에 기재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액정 구동용 전극

의 접속처를 액정 구동 회로 또는 외부 스토리지 용량으로 전환하는 스위치를 마련하고, 1 주사 기간의 제1 기간에 외

부 스토리지 용량을 선택하고, 제2 기간에 액정 구동 회로를 선택한다. 여기서, 외부 스토리지 용량이 충분히 큰 경우,

상기 제1 기간에, 전력을 소비하는 일없이, 구동 전압을 교류 진폭의 거의 중점까지 천이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소비 전력을 삭감할 수 있다.

상기한 종래 기술에 있어서는 액정 구동 회로의 외부에 스토리지 용량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스토리지 용량의 배치나 스토리지 용량으로의 배선이라는 신규 회로 기판 설계를 필요로 하고, 또한 

부품 점수도 증가된다고 하는 과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외부에 부품을 마련하지 않고서 교류화에 동반되는 소비 전력을 삭감하는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

치 및 그 구동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상기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본 발명에서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을 협지하는 A 전극과 B 전극을 교류화 

타이밍에 일시적으로 단락함으로써, 액정에 축적되는 전하가 0(혹은 실질적으로 0)으로 초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

안하였다. 즉, 이 단락을 동반한 시퀀스에 의해 전력을 소비하는 일없이, 교류화의 거의 중점까지 전압을 천이시킬 수 

있다. 이것은 외부에 부품을 마련하는 일없이, 종래 기술과 마찬가지의 전력 삭감 효과가 얻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제어 장치 및 액정 표시 장치는, 액정을 협지하는 열 전극과 대향 전극에 

대하여, 교류화의 타이밍과 동기하여 쌍방의 전극을 일시적으로 단락하기 위한 스위치 수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

한, 본 발명은 교류화의 타이밍과 동기하여 액정에 축적되는 전하를 소정치 이하로 하는 것도 포함한다. 소정치 이하

로서는 0(혹은 실질적으로 0)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를 도 2∼도 9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에 있어서, 참조 부호 (201)은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 참조 부호 (202)는 

타이밍 제어부, 참조 부호 (203)은 열 전극 구동부, 참조 부호 (204)는 대향 전극 구동부, 참조 부호 (205)는 행 전극 

구동부이다. 또한, 화소부(207)의 각 화소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3단자의 스위치 소자, 액정 셀, 보유 용량이 배치되어

있다. 스위치 소자의 드레인 단자는 열 전극에 접속되고, 게이트 단자는 행 전극에 접속되고, 소스 단자는 액정 셀과 

보유 용량에 접속된다. 또한, 액정 셀의 다른 쪽 단자는 공통의 대향 전극(common electrode)과 접속되고, 보유 용량

의 다른 쪽 단자는 공통의 스토리지 전극과 접속되며, 이들은 모두, 대향 전극 구동부(204)에 의해서 구동된다. 이 접

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열 전극, 행 전극, 스토리지 전극은 액정을 협지하는 2개의 투명 기판의 한쪽 내면에

매트릭스 형상으로 형성되고, 대향 전극은 다른 쪽 내면에 베타 형상으로 형성된다.

이하,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201)를 선 순차 주사하는 것을 전제로, 대향 전극의 인가 전압을 진폭시키는, 소위 공

통 반전 구동(Vcom Modulation Drive)을 실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각 블럭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타이밍 제어부(202)는 스위치 소자를 이용한 매트릭스형 액정(이하,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이라고 부름)에 있

어서의 표준적인 화상 입력 신호군을, 외부의 그래픽 컨트롤러(210)로부터 수신한다. 이들 신호군의 타이밍 차트를 

도 3에 도시한다. 그리고, 이들 신호군으로부터 타이밍 제어부(202)는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선두 주사 라인의 

주사 개시 타이밍을 나타내는 FLM, 열 전극 및 대향 전극으로의 전압 인가 개시 타이밍을 나타내는 CL1, 1 주사 라

인분의 유효 표시 데이터의 전송 기간을 나타내는 EN, 교류화의 극성을 나타내는 M, 단락 실시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SHT, 행 전극으로의 전압 인가 개시 타이밍을 나타내는 CL3, 1 주사 라인 중의 각 열의 표시 데이터의 전송 클럭을 

나타내는 CL2, 1 주사분의 표시 데이터를 나타내는 DT의 각 신호를 생성하여 열 전극 구동부(203), 대향 전극 구동

부(204), 행 전극 구동부(205)에 출력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 DT는 1 화소에 대하여 6비트의 64 계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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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으로 한다.

다음에, 열 전극 구동부(203) 및 대향 전극 구동부(204)의 내부 구성을 도 5에 나타낸다. 도 5에서, (501)은 데이터 

래치 회로, (502)는 열 전압 생성 회로, (503)은 단락 스위치 A, (504)는 대향 전압 생성 회로, (505)는 단락 스위치 B

이다. 열 전극 구동부(203)의 입력은 DATA, CL1, CL2, EN, M, SHT, 및 64 계조에 대응하는 열 전압 V0∼V63이고

, 대향 전극 구동부(204)의 입력은 M, 및 대향 전압의 기준 전압인 VCOMH와 VCOML(교류화를 위해 2종류 필요)이

다. 또, V0∼V63과 VCOMH, VCOML의 각 전압 레벨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VCC 전압을 기초로, 전원 회로(206)

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각 전압 레벨의 상호 관계는 일반적인 공통 반전 구동에 있어서의 설정과 동일하

고, 액정의 인가 전압-투과율 특성에 맞추어 가장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다.

우선, 열 전극 구동부(203)에 있어서, 데이터 래치 회로(501)는 EN이 하이 기간에 DT를 CL2를 이용하여 1행(1 주사

라인)분 저장하고, 저장한 데이터를 CL1과 동기로 일제히 LDT1-LDTn(이하 총칭하여 「LDT」라고 부름)으로서 출

력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열 전압 생성 회로(502)는 각 열의 LDT와 신호 M에 따라서, 열 전압 V0∼V63 중에서 그 

화소의 계조와 대응한 하나를 선택하고, VD(VD1-VDn의 하나를 대표하여 「VD」라고 부름)로서 출력한다. 이 선택

동작의 일례를 도 6에 나타낸다.

단락 스위치 A(503)는 열 전압 생성 회로(502)로부터의 단자와 대향 전극으로부터의 단자 중 어느 하나를 신호 SHT

에 따라서 선택하는 스위치로서, SHT가 하이일 때에는 대향 전극, 로우일 때에는 열 전압 생성 회로의 단자를 선택하

여, 각각의 열 전극에 VX(VX1-VXn의 하나를 대표하여 「VX」라고 부름)로서 출력한다.

다음에, 대향 전극 구동부(204)에 있어서, 대향 전압 생성 회로(504)는, 입력되는 신호 M이 하이일 때에는 VCOMH, 

로우일 때에는 VCOML을 선택하여, VCOMP로서 출력한다. 그리고, 단락 스위치 B(505)는 대향 전압 생성 회로(504

)로부터의 단자를 그대로 접속할지 여부를 신호 SHT에 따라서 선택하는 스위치로서, SHT가 하이일 때에는 접속을 

절단하고, 로우일 때에는 접속하여, 이것을 VCOM으로서 대향 전극 및 스토리지 전극으로 출력한다.

이상의 동작을 정리한 타이밍 차트를 도 7에 나타낸다. 도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VX와 VCOM은 SHT가 하이

로 되면 단락되어 있는 동일한 전위 레벨에 도달하고, 그 후 SHT가 로우로 되면 단락이 해제되어 통상의 구동 동작이

된다. 이것은 앞서 서술한 소비 전력을 삭감하는 동작과 동일하다.

다음에, 행 전극 구동부(205)의 동작에 대하여 도 2 및 도 8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행 전극 구동부(205)의 입력

은 FLM, CL3, 및 행 전압의 기준 전압인 VGON과 VGOFF이다. 또, VGON과 VGOFF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VCC 

전압을 바탕으로 전원 회로(206)에 의해 생성되고, VGON은 행 전극에 접속되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온으로 되는

전압 레벨, VGOFF는 게이트 오프로 되는 전압 레벨이다. 그리고, 행 전극 구동부(205)의 동작은 도 8의 타이밍 차트

에 도시한 바와 같이, FLM 의 하이를 CL3의 상승에서 취득하고, 이것을 CL3과 동기로 순차 시프트하여, 행 전극에 

VY로서 출력함으로써 주사 라인을 순차 시프트한다. 또, 이 동작은 예컨대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함으로써 실현 가

능하다.

여기서, 예를 들면 도 2의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VX1이 인가되는 열과 VY1이 인가되는 행의 교차부를 P11, VX1

과 VY2의 교차부를 P12로 하고, P11과 P12에 있어서의 액정 인가 전압 VLC11, VLC12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다. 

또, P11과 P12의 표시 데이터는 각각 (111111), (100000)으로 하고 액정의 모드는 도 6에 있어서의 NB 모드로 한

다.

도 9는 VLC11과 VLC12의 인가 전압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도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VLC11과 VLC12는 각

각의 VGON 기간에, VCOM과 VX1의 차 전압이 인가된 후, VGON 기간 종료시의 전압이 유지된다. 이 때의 전압은 

각각 표시 데이터에 따른 전압 레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통 반전 구동과 마찬가지의 표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

하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M의 전환 주기를 1 주사 기간마다로 하였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주사 기

간마다이어도 된다. 이 경우, SHT는 M의 전환 후의 최초의 1 주사 기간에 대해서만 하이와 로우를 출력하고, 그 이외

의 기간에서는 로우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를 도 10∼도 13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는 표시 메모리 내장형

의 액정 표시 제어 장치에 대하여, 본 발명의 적용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10에 있어서, (1001)은 액정 표시 제어 장치

, (1002)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1003)은 제어 레지스터, (1004)는 타이밍 생성부, (1005)는 어드레스 디코더, (1006

)은 표시 메모리, (1007)은 열 전극 구동부, (1008)은 대향 전극 구동부, (1009)는 행 전극 구동부, (1010)은 전원 회

로, (1011)은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로 구성된 화소부이다.

우선, 액정 표시 제어 장치의 인터페이스는, 예컨대 소위 MPU6800계의 버스 인터페이스에 준거하고 있으며, 도 1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칩 선택을 나타내는 CS, 제어 레지스터의 어드레스/데이터를 선택하는 RS, 동작의 기동을 지시

하는 E, 데이터의 기입/판독을 선택하는 RW, 어드레스/데이터의 실제의 값인 D가, 시스템 버스를 통하여 신호로서 

주어진다. 그리고, 이들 제어 신호는 제어 레지스터(1003)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사이클과, 데이터를 기입하는 사이

클을 갖는다. 이들 사이클에 있어서의 제어 신호의 동작을 도 1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어드레스 지정의 사이클

에서는 CS가 '로우', RS가 '로우', RW가 '로우', D가 소정의 어드레스 값으로 세트되고, 그 후, E가 일정 기간 '하이'로 

세트된다. 한편, 데이터 기입의 사이클에서는 CS가 '로우', RS가 '하이', RW가 '로우', D가 소망의 데이터로 세트되고, 

그 후, E가 일정 기간 '하이'로 세트된다. 또, 이들 동작은 장치 전체를 제어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전에 프로그램되어 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1002)는 상기 제어 신호를 디코딩하는 부분으로, 어드레스 지정 사이클에서는 해당하는 어드레스

를 기입 상태로 하기 위한 신호, 데이터 기입 사이클에서는 기입하는 데이터를, 각각 제어 레지스터(1003)에 출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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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레지스터(1003)에서는 지시된 어드레스의 레지스터를 기입 상태로 하고, 이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또,

제어 레지스터(1003)에 기입하는 데이터는, 액정 패널의 해상도 등의 각종 구동 파라미터, 및 표시 데이터와 그 표시 

위치 데이터이고, 이들은 각각 별도의 어드레스에 기입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제어 레지스터(1003)에 저장되는 

구동 파라미터는 각 블럭으로 출력되고, 표시 데이터는 표시 메모리(1006)로 출력된다.

타이밍 생성부(1004)는 제어 레지스터(1003)로부터 주어지는 구동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타이밍 신호군을 스스로 

생성하여 출력하는 부분으로, 그 내용은 도 4에 나타낸 타이밍 신호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와 동시에, 표시 메

모리의 판독 어드레스를 생성하여 어드레스 디코더(1005)로 출력한다.

어드레스 디코더(1005)는 표시 데이터의 기입시에는, 제어 레지스터(1003)로부터 주어지는 표시 위치 데이터를 디

코딩하고, 이것에 해당하는 표시 메모리(1006) 내의 비트선과 워드선을 선택한다. 그 후, 제어 레지스터(1003)로부터

주어지는 표시 데이터를, 표시 메모리(1006)의 데이터선으로 출력하여, 기입 동작을 완료한다. 한편, 판독시에는 타

이밍 생성부(1004)가 출력하는 판독 어드레스를 디코딩하여, 해당하는 표시 메모리(1006) 내의 워드선을 선택한다. 

그 후, 표시 메모리(1006)의 데이터선으로부터 1라인분의 표시 데이터가 일괄하여 출력된다.

또, 상기 판독 어드레스는 예를 들면 화면의 선두 라인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어드레스로부터 순차적으로 1라인

씩 전환되어, 최종 라인의 어드레스의 다음에는, 다시 선두 라인으로 되돌아가서 이 동작을 반복한다. 또, 각 라인의 

어드레 스 전환 타이밍은 CL1과 동기되어 있고, 선두 라인의 어드레스를 출력하는 타이밍은 FLM과 동기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또, 어드레스 디코더(1005)는 기입 동작과 판독 동작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어느 한쪽을 우선시키는, 

소위 조정(Arbitration)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열 전극 구동부(1007)는 표시 메모리(1006)로부터 판독된 1라인분의 표시 데이터의 각 열을 소정의 열 전압으로 변

환함과 함께, 그 출력과 대향 전극으로부터의 단자 중의 한쪽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부분으로, 그 구성은 도 5에 나타

낸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열 전극 구동 회로(203)와 마찬가지로, 열 전압 생성 회로와 단락 스위치의 구성

으로 실현 가능하다.

대향 전극 구동부(1008)와 행 전극 구동부(100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대향 전극 구동부(204)와 행 전

극 구동부(205)와 유사하게 구성되고, 유사하게 동작을 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각 블럭에 필요한 입력 신호

와 입력 전압은 각각 타이밍 생성부(104) 및 전원 회로(1010)로부터 주어진다.

이상 설명한 액정 표시 제어 장치(1001)의 동작에 의해, 본 발명의 특징인, 교류화의 타이밍에 있어서의, 열 전극과 

대향 전극간의 일시적인 단락 동작이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와 마찬가지로 저소비 전력화가

가능하다.

여기서,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액정 표시 제어 장치(1001)는, 예를 들면 휴대 전화 장치에 적용 가능하다. 

도 13은 휴대 전화 장치의 블럭 구성의 일례이다. 도면에 있어서, 참조부호 (1301)은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제어 장치

와 화소부를 포함하는 액정 모듈, 참조부호 (1302)는 음성의 압축/신장을 행하는 ADPC 코덱 회로, 참조부호 (1303)

은 스피커, 참조부호 (1304)는 마이크, 참조 부호 (1305)는 키보드, 참조 부호 (1306)은 디지털 데이터를 시분할 다

중화하는 TDMA 회로, 참조 부호 (1307)은 등록된 ID 번호를 저장하는 EEPROM, 참조 부호 (1308)은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ROM, 참조 부호 (1309)는 데이터의 일시 저장이나 마이크로 컴퓨터의 작업 영역으로 되는 SRAM이다. 참

조 부호 (1310)은 무선 신호의 캐리어 주파수를 설정하는 PLL 회로, 참조 부호 (1311)은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

한 RF 회로, 참조 부호 (1312)는 시스템 제어 마이크로 컴퓨터이다. 도 13에 있어서, 전술한 구동 파라미터 및 표시 

데이터는 시스템 제어 마이크로 컴퓨터(1312)로부터 주어져, 이들 데이터는 각각 ROM(1308) 및 SRAM(1309)에 저

장되어 있다. 각 블럭의 상세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도 13에 나타낸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액정 표시 제어 장치를 휴대 전화 장치에 적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 14∼도 16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는 행 전극 구

동부에 있어서의 저소비 전력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발명의 단락 동작의 적용을 도모한 것이다. 일반적인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의 구동 방식에 있어서, 도 8에 나타낸 GON 전압은 GND보다도 높은 전위, GOFF는 GND보

다도 낮은 전위이다. 이 점에 주목하면,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행 전압을 일시적으로 GND에 단락하면, GND까지

의 전압 천이에 동반되는 소비 전력이 없어져, 행 전압 구동부의 소비 전력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동작을 실현하는 행 전극 구동부의 구성과 동작을 도 15 및 도 16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행 전극 구동부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참조 부호 (1501)은 행 

전극 구동부, 참조 부호 (1502)는 행 선택 회로, 참조 부호 (1503)은 스위치 제어 회로, 참조 부호 (1504)는 단락 스

위치 C이다. 우선, 행 선택 회로(150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행 전극 구동부(205)와 마찬가지로, VGON

/VGOFF를 출력하는 부분이며, FLM의 하이를 CL3의 상승에서 취득하여, 이것을 CL3과 동기하여 순차 시프트하고, 

R(R1-Rn의 1개를 대표하여 'R'로 지칭함)로서 출력한다. 스위치 제어 회로(1503)는 단락 스위치 C(1504)를 제어하

는 부분이며, 그 입력은 FLM, CL3, SHTR이다. 그리고, 행에 VGON을 인가하는 주사 기간과 그 전의 1 주사 기간, S

HTR을 그대로 출력하고, 그 밖의 기간에서는 로우 신호를 출력한다. 단락 스위치 C(1504)는 스위치 제어 회로(1503

)가 출력하는 제어 신호 SR(SR1-SRm의 1개를 대표하여 'SR'로 지칭함)이 하이인 경우 GND를 선택하고, 로우인 경

우 행 선택 회로(1502)로부터의 단자를 선택하여 VY(VY1-VYm의 1개를 대표하여 'VY'로 지칭함)로서 출력한다. 일

례로서, VY2에 관한 동작의 타이밍 차트를 도 16에 정리한다. 도 16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3 실

시 형태에 따른 행 전극 구동부(1501)에 의해, 도 14에 나타낸 동작이 실현 가능하다.

이상 설명한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행 전극 구동부는, 본 발명의 제1 액정 표시 장치, 및 본 발명의 제2 액

정 표시 제어 장치와 조합함으로써, 저소 비 전력화를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 17∼도 20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의 화소

구조로서, 도 2에 나타낸 구조 이외에,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보유 용량의 단자가 해당 행의 전단의 행과 접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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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가 알려져 있다. 이 화소 구성을 이용하는 경우, 행 전극 구동부에서는,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보유 용량

과 액정 셀의 전위 관계를 동일하게 할 목적으로, GOFF의 전압 파형을 대향 전압과 동일한 진폭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 구동 방법에 본 발명의 단락 동작을 적용할 경우, 도 19에 도시한 바와 같이, SHT가 하이의 단락 

기간에 있어서, VCOM과 VY의 전위 관계가 서로 다른 상태로 된다. 그 결과, 보유 용량에 축적된 전하가 이동하여 소

비 전력이 증대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락 기간에 있어서 VY의 출력을 

하이 임피던스(Hi-Z) 상태로 하면 된다. 이 동작은 예를 들면 행 전극 구동부 내에 스위치를 마련하고, SHT의 하이에

맞추어 VY의 접속을 절단함으로써 용이하게 실현 가능하다. 또, 도 20에 있어서, 2번째의 CL3 펄스와 동기로 VY는 

VGON으로 되어, 열 전압의 기입을 행한다. 이 동안에는 Hi-Z로 하여도 그다지 의미가 없으므로, Hi-Z 상태로는 하

지 않는다.

이상에 나타낸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따르면, 보유 용량의 단자가 해당 행의 전단 행과 접속되는 화소 구조에 대

하여, 본 발명의 제1∼ 제3 실시 형태와 마찬가지의 소비 전력 삭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공통 반전 구동을 예로 설명하였지만, 대향 전압을 진폭시키지 않은 구동 방식으

로서 알려져 있는 도트 반전 구동(Dot Inversion Drive), 매열 반전 구동(Column Inversion Drive)에 대하여도, 마찬

가지 사고 방식으로 적용 가능하다.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로서, 상기 구동 방식에 있어서의, 열 전압 및 대향 전압 

파형을 도 21에 나타낸다.

본 발명이 특정하게 도시되며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련하여 기술되고 있지만, 당업자라면 여러 형태의 변경 및 상세 

사항이 본 발명의 정신 및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행해질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 본 실시 형태에 의해 이하의 효과를 발휘한다. 인가하는 전압의 실효치로 각 화소의 투과율(밝기)을 제어하는,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액정을 협지하는 열 전극과 대향 전극을, 교류화의 타이밍에서 일시

적으로 단락함으로써, 전력을 소비하는 일없이, 교류화의 거의 중점까지 전압을 천이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부에 

부품을 마련하는 일없이, 소비 전력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행을 선택하는 신호인 행 전극의 인가 전압을 일시적으로 GND로 단락함으로써, 소비 전력을 삭감하는 것이 가

능하다.

또한, 상기 단락 기간에 있어서, 행 전극의 인가 전압을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함으로써, 보유 용량의 단자가 해당 행

의 전단의 행과 접속되는 화소 구조에 대하여도, 여분의 전력을 소비하지 않고, 상기 소비 전력 삭감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된 열 전극 및 행 전극과, 상기 열 전극과 상기 행 전극의 교차부에 배치된 화소부와, 상기 열 전

극과 상기 행 전극에 대향하여 배치된 대향 전극을 갖는 액티브 매트릭스형 표시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표시 구동 회

로에 있어서,

복수의 계조에 대응하는 복수의 열 전압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표시 데이터에 따른 열 전압을 선택하여 상기 열 전극

에 출력하는 열 전압 회로와,

상기 화소부와 상기 열 전압 회로간의 상기 열 전극 상에 배치된 전환 회로

를 포함하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대향 전극과 상기 열 전압 회로측의 상기 열 전극을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구동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 회로가 상기 대향 전극을 선택하는 경우, 상기 화소부의 상기 열 전극과 상기 대향 전극이 단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구동 회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 회로는 1 또는 복수의 주사 기간마다 소정 기간 상기 대향 전극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구동 

회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부는 1 또는 복수의 주사 기간마다 정극성의 전위와 부극성의 전위로 전환되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화소부의 전위의 전환 주기와 동기하여 소정 기간 상기 대향 전극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구동 회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 전압을 출력하는 대향 전압 회로와 상기 화소부간의 상기 대향 전극 상에 배치된 다른 전환 회로가 오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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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대향 전극을 선택하고,

상기 다른 전환 회로가 온인 경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열 전압 회로측의 상기 열 전극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구동 회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대향 전압 회로로부터의 상기 대향 전압이 상기 대향 전극에 출력되지 않는 경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대향 전극을

선택하고,

상기 대향 전압 회로로부터의 상기 대향 전압이 상기 대향 전극에 출력되는 경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열 전압 회

로측의 상기 열 전극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구동 회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표시 장치에 있어서,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된 열 전극 및 행 전극과, 상기 열 전극과 상기 행 전극의 교차부에 배치된 화소부와, 상기 열 전

극과 상기 행 전극에 대향하여 배치된 대향 전극을 갖는 표시 패널과,

복수의 화소부에 공통인 대향 전압을 상기 대향 전극에 출력하는 대향 전극 구동 회로와,

복수의 계조에 대응하는 복수의 열 전압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표시 데이터에 따른 열 전압을 선택하여, 상기 열 전

극에 출력하는 열 전극 구동 회로와,

상기 화소를 온 상태로 하기 위한 행 전압을 1 또는 복수의 행 전극마다 출력하는 행 전극 구동 회로와,

상기 화소부와 상기 열 전극 구동 회로간의 상기 열 전극상에 배치된 전환 회로

를 포함하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대향 전극과 상기 열 전극 구동 회로측의 상기 열 전극을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 회로가 상기 대향 전극을 선택하는 경우, 상기 화소부의 상기 열 전극과 상기 대향 전극이 단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 회로는 1 또는 복수의 주사 기간마다 소정 기간 상기 열 전극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부는 1 또는 복수의 주사기간마다 정극성의 전위와 부극성의 전위로 전환되고,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화소부의 전위의 전환 주기와 동기하여 소정기간 상기 대향 전극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 전극 구동 회로와 상기 화소부간의 상기 대향 전극상에 배치된 다른 전환 회로가 오프인 경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대향 전극을 선택하고,

상기 다른 전환 회로가 온인 경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열 전극 구동 회로측의 상기 열 전극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 전극 구동 회로로부터의 상기 대향 전압이 상기 대향 전극에 출력되지 않는 경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대향 전극을 선택하고,

상기 대향 전극 구동 회로로부터의 상기 대향 전압이 상기 대향 전극에 출력되는 경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열 전

극 구동 회로측의 상기 열 전극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8.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된 열 전극 및 행 전극과, 상기 열 전극과 상기 행 전극의 교차부에 배치된 화소부와, 상기 열 전

극과 상기 행 전극에 대향하여 배치된 대향 전극을 갖는 액티브 매트릭스형 표시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표시 구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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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있어서,

상기 화소부를 온 상태로 하기 위한 제1 전위의 행 전압과 상기 화소부를 오프 상태로 하기 위한 제2 전위의 행 전압

을 전환하여 상기 행 전극에 출력하는 행선택 회로와,

상기 행 선택 회로와 상기 화소부간의 상기 행 전극 상에 배치된 전환 회로

를 포함하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제1 전위와 상기 제2 전위간의 제3 전위와, 상기 행 선택 회로측의 상기 행 전극을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구동 회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행 선택 회로가 상기 제1 전위의 행 전압과 상기 제2 전위의 행 전압을 전환하는 경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제3 전위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구동 회로.

청구항 20.
액티브 매트릭스형 표시 장치에 있어서,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된 열 전극 및 행 전극과, 상기 열 전극과 상기 행 전극의 교차부에 배치된 화소부와, 상기 열 전

극과 상기 행 전극에 대향하여 배치된 대향 전극을 갖는 표시 패널과,

복수의 화소부에 공통인 대향 전압을 상기 대향 전극에 출력하는 대향 전극 구동 회로와,

복수의 계조에 대응하는 복수의 열 전압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표시 데이터에 따른 열 전압을 선택하여, 상기 열 전

극에 출력하는 열 전극 구동 회로와,

상기 화소를 온 상태로 하기 위한 제1 전위의 행 전압과, 상기 화소부를 오프 상태로 하기 위한 제2 전위의 행 전압을 

전환하여 상기 행 전극에 출력하는 행 전극 구동 회로와,

상기 행 전극 구동 회로와 상기 화소부간의 상기 행 전극 상에 배치된 전환회로

를 포함하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제1 전위와 상기 제2 전위간의 제3 전위와, 상기 행 전극 구동 회로측의 상기 행 전극을 전환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행 전극 구동 회로가 상기 제1 전위의 행 전압과 상기 제2 전위의 행 전압을 전환하는 경우,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제3 전위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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