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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서로 교차하는 m개의 열들 및 n개의 행들로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이 형성된 제1
기판, 상기 제1 기판 위에 열 방향으로 배열된 n개의 제1 데이터 라인들,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과 평행하게 배
열된 m개의 게이트 라인들, 상기 m개의 게이트 라인들과 교차되도록 배열되고 각각 대응되는 상기 제1 데이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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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 수직하게 연결되는 n개의 제2 데이터 라인들, 상기 제1 기판의 일측면에 배치되는 소스 구동칩들, 및 상
기 제1 기판의 일측면과 반대면에 배치되는 게이트 구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은 각각 대응되는
행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고, 상기 게이트 라인들은 각각 대응되는 열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며, 상기 소스 구동칩들은 각각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 및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들에 데이터 신호들을 제공하며, 상기 게이트 구동부는 상기 게이트 라인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들에 각
각 게이트 신호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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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서로 교차하는 m개의 열들 및 n개의 행들로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이 형성된 제1 기판;
상기 제1 기판 위에 열 방향으로 배열된 n개의 제1 데이터 라인들;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과 평행하게 배열된 m개의 게이트 라인들;
상기 m개의 게이트 라인들과 교차되도록 배열되고 각각 대응되는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에 수직하게 연결되는
n개의 제2 데이터 라인들;
상기 제1 기판의 일측면에 배치되는 소스 구동칩들; 및
상기 제1 기판의 일측면과 반대면에 배치되는 게이트 구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 각각은 상기 게이트 라인들 중 대응하는 게이트 라인에 인접하게 배치되고, 상기 서로
인접한 제1 데이터 라인과 게이트 라인은 i 번째 열에 배열된 화소들과 i+1 번째 열에 배열된 화소들 사이에 배
치되고,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은 각각 대응되는 행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고, 상기 게이트 라인들은 각각
대응되는 열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며,
상기 소스 구동칩들은 각각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 및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들에
데이터 신호들을 제공하며, 상기 게이트 구동부는 상기 게이트 라인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들에 각각 게이
트 신호들을 제공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구동부는 상기 대응되는 게이트 라인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들에 게이트 신호들을 제공하는 m
개의 아모퍼스 실리콘 게이트 회로들을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아모퍼스 실리콘 게이트 회로들은 상기 제1 기판의 하측면에 실장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들은 각각
박막 트랜지스터; 및
화소 전극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은 대응되는 행들에 배열된 상기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의 소스들에 각각 연결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라인들은 대응되는 열들에 배열된 상기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들에 각각 연결되는
액정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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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구동칩들은 상기 제1 기판의 상측면에 배치되고

상기 게이트 구동부는 상기 제1 기판의 하측면에 배

치되며, 상기 복수의 화소들이 배치된 영역을 제외한 상기 제1 기판의 좌측면 및 우측면 영역은 1mm 이하인 액
정표시장치.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은
제1 베이스 기판;
서로 이격되어 상기 제1 데이터 라인 및 상기 게이트 라인이 형성되는 제1 베이스 기판;
상기 제1 데이터 라인 및 상기 게이트 라인 위에 형성되는 게이트 절연막; 및
상기 게이트 절연막 위에 형성된 칼럼 스페이서를 포함하고,
상기 칼럼 스페이서는 상기 제1 데이터 라인 및 상기 게이트 라인과 오버랩되도록 형성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 라인 및 상기 게이트 라인은 동일한 메탈로 구성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과 마주하는 제2 기판; 및
상기 제1 및 제2 기판들 사이에 구비되고 복수의 액정들을 갖는 액정층을 더 포함하고,
상기 칼럼 스페이서의 유전율은 상기 액정들의 유전율보다 낮은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칼럼 스페이서는 에폭시계 아크릴 수지로 형성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 라인 및 상기 게이트 라인 사이의 거리는 4μm 이상인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은
제1 베이스기판;
상기 데이터 라인으로부터 행 방향으로 분기되고 상기 제1 베이스 기판 위에 형성된 제1 분기부;
상기 제1 분기부 위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상기 제2 데이터 라인으로부터 상기 제1 분기부에 인접하도록 열 방향으로 분기되며 상기 게이트 절연막 위에
형성된 제2 분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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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분기부 위에 형성된 층간 절연막; 및
상기 제1 분기부 및 상기 제2 분기부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브릿지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분기부 상에 형성된 상기 게이트 절연막 및 상기 층간 절연막에는 상기 제1 분기부까지 제1 홀이 형성
되고, 상기 제2 분기부 상에 형성된 상기 층간 절연막에는 상기 제2 분기부까지 제2 홀이 형성되며,
상기 브릿지는 상기 제1 및 제2 홀, 그리고 상기 제1 홀과 상기 제2 홀 사이의 상기 층간 절연막 위에 형성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은
제1 베이스기판; 및
게이트 절연막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베이스 기판 위에 상기 제1 데이터 라인 형성되고, 상기 제1 데이터 라인 위에는 상기 게이트 절연막
이 형성되며, 상기 제1 데이터 라인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에는 상기 제1 데이터 라인까지 컨택홀이 형성되
며, 상기 컨택홀 위에는 제2 데이터 라인이 형성되고,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 라인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액
정표시장치.
청구항 14
서로 교차하는 m개의 열들 및 n개의 행들로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이 형성된 제1 기판;
상기 제1 기판 위에 행 방향으로 배열된 m개의 제1 데이터 라인들;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과 평행하게 배열된 n개의 게이트 라인들;
상기 n개의 게이트 라인들과 교차되도록 배열되고 각각 대응되는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에 수직하게 연결되는
m개의 제2 데이터 라인들;
상기 제1 기판의 일측면에 배치되는 소스 구동칩들; 및
상기 제1 기판의 일측면과 반대면에 배치되는 게이트 구동칩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 각각은 상기 게이트 라인들 중 대응하는 게이트 라인에 인접하게 배치되고, 상기 서로
인접한 제1 데이터 라인과 게이트 라인은 i 번째 행에 배열된 화소들과 i+1 번째 행에 배열된 화소들 사이에 배
치되고,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은 각각 대응되는 열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고, 상기 게이트 라인들은 각각
대응되는 행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며,
상기 소스 구동칩들은 각각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 및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들에
데이터 신호들을 제공하며, 상기 게이트 구동칩들은 각각 상기 게이트 라인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들에 게
이트 신호들을 제공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들은 각각
박막 트랜지스터; 및
화소 전극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은 대응되는 열들에 배열된 상기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의 소스들에 각각 연결되는
액정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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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라인들은 대응되는 행들에 배열된 상기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들에 각각 연결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구동칩들은 상기 제1 기판의 좌측면에 배치되고, 상기 게이트 구동칩들은 상기 제1 기판의 우측면에
배치되며, 상기 복수의 화소들이 배치된 영역을 제외한 상기 제1 기판의 상측면 및 하측면 영역은 1mm 이하인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8
서로 교차하는 m개의 열들 및 n개의 행들로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이 형성된 제1 기판;
상기 제1 기판 위에 열 방향으로 배열된 n/2개의 제1 데이터 라인들;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과 평행하게 배열된 2m개의 게이트 라인들;
상기 2m개의 게이트 라인들과 교차되도록 배열되고 각각 대응되는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에 수직하게 연결되는
n/2개의 제2 데이터 라인들;
상기 제1 기판의 일측면에 배치되는 소스 구동칩들; 및
상기 제1 기판의 일측면과 반대면에 배치되는 게이트 구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은 홀수 행 및 짝수 행들에 배열된 화소들 사이에 각각 배치되고, 상기 홀수 행 및 짝수
행들에 배열된 화소들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은 각각 대응되는 행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고, 상기 게이트 라인들은 각각
대응되는 열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며,
상기 게이트 라인들은 두 개의 게이트 라인들 단위로 각각 열들에 배열된 화소들의 좌우에 배치되며, 두 개의
게이트 라인들 중 하나는 열에 배열된 홀수 번째 화소들에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그와 동일한 열에 배열된 짝수
번째 화소들에 연결되며,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 각각은 i 번째 열에 배열된 화소들과 i+1 번째 열에 배열된 화소들 사이에 배치된 두
개의 게이트 라인들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소스 구동칩들은 각각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 및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들에
데이터 신호들을 제공하며, 상기 게이트 구동부는 상기 게이트 라인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들에 각각 게이
트 신호들을 제공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구동부는 상기 대응되는 게이트 라인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들에 게이트 신호들을 제공하는 2m
개의 아모퍼스 실리콘 게이트 회로들을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아모퍼스 실리콘 게이트 회로들은 상기 제1 기판의 하측면에 실장되는 액정표시장치.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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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내로우 베젤을 갖는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액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는 표시패널, 표시패널을 구동하는 게이트 구동부와 데이터
구동부, 및 표시 패널에 광을 공급하는 백라이트 유닛을 포함한다. 표시 패널은 제1 기판, 제1 기판과 마주하는
제2 기판, 및 제1 및 제2 기판 사이에 구비된 액정층을 포함한다. 제1 기판은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으로 정의되
고, 제2 기판은 컬러필터 기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에는 서로 교차되어 형성된 게이트 라인들과 데이터 라인들에 각각 연결된 복수의 화소들
이 배치된다. 또한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의 상측면(또는 하측면)에는 데이터 구동부가 실장되고 좌측면(또는 우
측면)에는 게이트 구동부가 실장 된다. 데이터 구동부는 데이터 라인들에 데이터 신호를 제공하는 소스 구동칩
(Source-IC)들을 포함하고, 게이트 구동부는 게이터 라인들에 게이트 신호를 제공하는 복수의 게이트 구동칩
(Gate-IC)들을 포함한다. 소스 구동칩들 및 게이트 구동칩들은 COF(Chip On the Film) 또는 COG(Chip On the
Glass) 형태로 각각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의 상측면과 좌측면에 실장된다.
칼라필터 기판에는 다수의 화소들에 대응하는 다수의 색화소들(예를들어, 레드, 그린 및 블루색화소들)이 구비
되며 다수의 색화소들은 액정의 배열 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빛의 양에 칼라를 부여한다.
복수의 화소들이 배치되어 영상이 표시되는 영역은 표시 영역으로 정의되고, 표시영역을 제외한 영역은 비표시
영역으로 정의된다. 액정표시장치를 하우징하는 베젤은 액정표시장치의 외관을 형성하며 비표시 영역이 증가되
면 베젤 영역이 증가한다. 따라서 표시 영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표시 영역을 줄임으로서 베젤 영역을 줄
여야 한다.
ASG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 단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나 게이트 구동칩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비표시 영역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미세 공정을 통해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ASG를 사용하는 액
정표시장치의 베젤 영역을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화소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필요한 데이터 라인들의 개수가 증가한다. 그 결과, 필요한 소스 구동칩이
증가하게 된다. 필요한 소스 구동칩이 증가할수록 제조 단가가 증가하게 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내로우 베젤을 갖는 액정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서로 교차하는 m개의 열들 및 n개의 행들로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
이 형성된 제1 기판, 상기 제1 기판 위에 열 방향으로 배열된 n개의 제1 데이터 라인들, 상기 제1 데이터 라인
들과 평행하게 배열된 m개의 게이트 라인들, 상기 m개의 게이트 라인들과 교차되도록 배열되고 각각 대응되는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에 수직하게 연결되는 n개의 제2 데이터 라인, 상기 제1 기판의 일측면에 배치되는 소스
구동칩들, 및 상기 제1 기판의 일측면과 반대면에 배치되는 게이트 구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
은 각각 대응되는 행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고, 상기 게이트 라인들은 각각 대응되는 열들에 배열
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며, 상기 소스 구동칩들은 각각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 및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
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들에 데이터 신호들을 제공하며, 상기 게이트 구동부는 상기 게이트 라인들을 통해 상
기 복수의 화소들에 각각 게이트 신호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서로 교차하는 m개의 열들 및 n개의 행들로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
이 형성된 제1 기판, 상기 제1 기판 위에 행 방향으로 배열된 m개의 제1 데이터 라인들, 상기 제1 데이터 라인
들과 평행하게 배열된 n개의 게이트 라인들, 상기 n개의 게이트 라인들과 교차되도록 배열되고 각각 대응되는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에 수직하게 연결되는 m개의 제2 데이터 라인들, 상기 제1 기판의 일측면에 배치되는 소
스 구동칩들, 및 상기 제1 기판의 일측면과 반대면에 배치되는 게이트 구동칩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은 각각 대응되는 열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고, 상기 게이트 라인들은 각각 대응되는 행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며, 상기 소스 구동칩들은 각각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 및 상기 제2 데이터 라
인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들에 데이터 신호들을 제공하며, 상기 게이트 구동칩들은 각각 상기 게이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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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들에 게이트 신호들을 제공하는 액정표시장치.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서로 교차하는 m개의 열들 및 n개의 행들로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
이 형성된 제1 기판, 상기 제1 기판 위에 열 방향으로 배열된 n/2개의 제1 데이터 라인들, 상기 제1 데이터 라
인들과 평행하게 배열된 2m개의 게이트 라인들, 상기 2m개의 게이트 라인들과 교차되도록 배열되고 각각 대응되
는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에 수직하게 연결되는 n/2개의 제2 데이터 라인들, 상기 제1 기판의 일측면에 배치되
는 소스 구동칩들, 및 상기 제1 기판의 일측면과 반대면에 배치되는 게이트 구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2 데이
터 라인들은 홀수 행 및 짝수 행들에 배열된 화소들 사이에 각각 배치되고, 상기 홀수 행 및 짝수 행들에 배열
된 화소들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은 각각 대응되는 행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고, 상기 게이트 라인들은 각각 대응되는 열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며, 상기 게이트 라인들
은 두 개의 게이트 라인들 단위로 각각 열들에 배열된 화소들의 좌우에 배치되며, 두 개의 게이트 라인들 중 하
나는 열에 배열된 홀수 번째 화소들에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그와 동일한 열에 배열된 짝수 번째 화소들에 연결
되며, 상기 소스 구동칩들은 각각 상기 제1 데이터 라인들 및 상기 제2 데이터 라인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
들에 데이터 신호들을 제공하며, 상기 게이트 구동부는 상기 게이트 라인들을 통해 상기 복수의 화소들에 각각
게이트 신호들을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베젤 영역을 줄이고 표시 영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액정표시장치에 사용되는
소스 구동칩의 개수를 줄일 수 있어 제조 단가가 절감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를 나타내는 분해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액정표시장치의 평면도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A영역의 확대도 이다.
도 4은 도 3의 I1-I1'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다.
도 5a 는 도 3에 도시된 데이터 라인 및 데이터 분배 라인의 결합 구성을 보인 평면도이다.
도 5b는 도 5a의 I2-I2'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다.
도 6a 는 도 3에 도시된 데이터 라인 및 데이터 분배 라인의 다른 결합 구성을 보인 평면도이다.
도 6b는 도 6a의 I3-I3'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평면도이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A'영역의 확대도 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평면도이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A''영역의 확대도 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를 나타내는 분해사시도이며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액정표시
장치의 평면도이다.
도 1 및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500)는 표시패널(100), 게이트 구동부(400),
복수의 소스 구동칩들(300), 복수의 소스 구동칩들(300)이 각각 실장된 필름들(310), 구동 회로 기판(320), 및
백라이트 유닛(200)을 포함한다. 복수의 소스 구동칩들(300)은 데이터 구동부를 구성한다. 즉 데이터 구동부는
복수의 소스 구동칩들(300)을 포함한다. 게이트 구동부(400)는 복수의 아모퍼스 실리콘 게이트 회로들(ASG:
Amorphous Silicon Gate circuit, 이하 ASG 회로라 칭함)(410)들을 포함한다.
표시 패널(100)은 복수의 화소들이 형성된 제1 기판(110), 제1 기판(110)과 마주하는 제2 기판(120), 그리고 제
1 및 제2 기판들(110,120) 사이에 구비된 액정층(미 도시됨)을 포함한다. 제1 기판(110)은 박막 트랜지스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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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으로 정의되고, 제2 기판(120)은 컬러필터 기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하, 제1 기판(110)은 박막트랜지스터
기판(110)으로, 제2 기판(120)은 컬러필터 기판(120)이라 칭한다.
백라이트 유닛(200)은 표시 패널(100)에 광을 공급하며 액정층은 백라이트 유닛(200)으로부터 공급되는 광의 투
과율을 조절한다. 칼라필터 기판(120)에는 복수의 화소들에 대응하는 다수의 색화소들(미도시됨)(예를 들어, 레
드, 그린 및 블루색 화소들)이 구비되며 다수의 색화소들은 액정의 배열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는 빛의 양에 칼
라를 부여한다.
복수의 화소들은 서로 교차하는 m개의 열들 및 n개의 행들로 배열되어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에 형성된다.
m 및 n은 0보다 큰 정수이다. 또한 복수의 화소들은 각각 박막 트랜지스터(TFT:Thin Film Transistor) 및 화소
전극(Pixel

Electrode)을

포함한다.

박막

트랜지스터(TFT:Thin

Film

Transistor)

및

화소

전극(Pixel

Electrode)은 이하, 도 3에 도시될 것이다.
제1

데이터

라인들(DL1_1~DL1_n)(이하,

데이터

라인들이라

칭함)은

각각

대응되는

제2

데이터

라인들

(DL2_1~DL2_n)(이하, 데이터 분배 라인들이라 칭함)에 수직하게 연결된다.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 및
게이트 라인들(GL1~GLm)은 서로 교차되어 형성되며 게이트 라인들(GL1~GLm)은 데이터 라인들(DL1_1~DL1_n)과 평
행하게 배치된다. 복수의 화소들은 서로 교차되어 형성된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 및 게이트 라인들
(GL1~GLm)에 각각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은 각각 대응되는 행들에 배열된 복수
의 화소들에 연결되며, 게이트 라인들(GL1~GLm)은 각각 대응되는 열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된다.(이
하 도 3에서 상세히 설명됨)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은 행 방향으로 배열되며 데이터 라인들
(DL1_1~DL1_n) 및 게이트 라인들(GL1~GLm)은 열 방향으로 배열된다.
게이트 구동부(400)의 ASG 회로들(410)은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의 하측면에 실장되며 대응되는 게이
트 라인들(GL1~GLm)을 통해 열 단위로 복수의 화소들에 각각 게이트 신호(또는 게이트 온/오프 신호)들을 공급
한다. 따라서 ASG 회로들(410)은 게이트 라인들(GL1~GLm)에 대응되므로 m개의 ASG 회로들(410)이 박막트랜지스
터 기판(110)의 하측면에 실장 될 것이다.
소스 구동칩들(300)은 COF(Chip On the Film) 형태로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의 상측면에 실장된다. 구체적
으로 소스 구동칩들(300)은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Tape Carrier Package) 방식으로 신호 전송 필름들(310)에 각
각 실장 된다. 소스 구동칩들(300)은 신호 전송 필름들(310)을 통해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의 상측면
과 구동 회로 기판(320)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소스 구동칩들(300)은 상기 데이터 라인들(DL1_1~DL1_
n)을 통해 데이터 신호들(또는 화소 데이터)을 전송한다. 데이터 신호들은 데이터 라인들(DL1_1~DL1_n)에 각각
연결된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을 통해 각각 대응되는 행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각각 제공된다.
즉, 행 단위로 복수의 화소들에 각각 데이터 신호들이 제공된다.

데이터 라인들(DL1_1~DL1_n), 데이터 분배 라

인들(DL2_1~DL2_n), 게이트 라인들(GL1~GLm), 및 복수의 화소들의 연결 구성은 이하 도 3에서 도시되며,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복수의 화소들이 배치된 영역은 표시영역(DA)으로 정의되며 표시영역(DA)을 제외한 영역은 비표시 영역으로 정
의된다. 비표시 영역은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의 좌측면과 표시영역(DA) 사이의 제1 영역(PA1), 우측면과
표시영역(DA) 사이의 제2 영역(PA2), 상측면과 표시영역(DA) 사이의 제3 영역(PA3), 및 하측면과 표시영역(DA)
사이의 제4 영역(PA4)을 포함한다.
게이트 구동부(400)의 ASG 회로들(410)이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의 좌측면 또는 우측면에 배치되지 않고 하
측면에 배치되므로 제1 영역(PA1) 또는 제2 영역(PA2)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비표시 영역의 제1 및 제2 영역
들(PA1,PA2)은 각각 1mm이하의 사이즈를 가질 것이다. 또한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의 하측면에 실 갭(Seal
Gap) 보상 패턴을 삽입하는 대신에 ASG 회로들(410)이 실장되므로 비표시 영역의 제4 영역(PA4)은 기존과 동일
하게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500)는 좌우 베젤(bezel) 영역을 줄일 수 있으므로 표시
영역의 좌우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A영역의 확대도 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9개의 화소들이 도시되었으며 점선 화살표는
데이터의 이동 방향을 도시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복수의 화소들은 레드(Read), 그린(Green), 및 블루(Blue) 화소들로 구성되며 레드, 그린, 및
블루 화소들은 열 방향으로 배열된다. 복수의 화소들은 각각 박막 트랜지스터(115) 및 화소 전극(114)을 포함한
다. 데이터 라인들(DL1_1~DL1_n)은 각각 대응되는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에 수직하게 연결된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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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은 대응되는 행들에 배열된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소스들에 각각 연
결된다.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과 교차되어 형성된 게이트 라인들(GL1~GLm)은 대응되는 열들에 배열
된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게이트들에 각각 연결된다. 복수의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드레인들은 각각 화소 전극들(114)에 연결된다.
데이터 라인(DL1_1)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신호는 데이터 분배 라인(DL2_1)을 통해 제1 행(Row_1)에 배열된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소스들에 각각 인가된다. 역시 데이터 라인(DL1_2)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신호는 데이터 분배 라인(DL2_2)을 통해 제2 행(Row_2)에 배열된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소스들에
각각 인가된다. 기타 데이터 라인들(DL1_3~DL1_n)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신호들도 데이터 분배 라인들
(DL2_3~DL2_n)을 통해 대응되는 행에 배열된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소스들에 각각 인가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라인이 연결된 하나의 데이터 분배 라인을 통해 하나의 행에 배열된 화소들에 데이터
신호가 제공되므로 필요한 데이터 라인의 개수는 n 개가 된다.
ASG 회로들(410)은 각각 대응되는 게이트 라인들(GL1~GLm)을 통해 열들에 배열된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
(115)의 게이트들에 각각 게이트 신호들을 인가한다. 따라서 게이트 라인들은 m개가 필요하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500)의 해상도가 1366×768인 경우 필요한 데이터 라인은 768×3개
가 되며 게이트 라인은 1366개가 된다.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 라인의 개수가 줄어드므로 필요한 소스 구동칩의
개수도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500)는 비표시 영역을 줄임으로서 베젤 영역을 줄일 수
있으며, 사용되는 소스 구동칩의 개수를 줄일 수 있어 제조 단가가 절감된다.
도 4은 도 3의 I1-I1'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도 3에는 제1 CST 라인(CST1), 제2 CST 라인(CST2), 칼럼 스페이서(CS:Column Spacer)를
도시하지 않았으며, 도 4의 단면도에서 각각의 적층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상기 구성이 도시되었다.
도 4를 참조하면, 박막트랜지스터 기판(110)은 제1 베이스 기판(111) 및 게이트 절연막(112)을 포함한다. 제1
베이스 기판(111) 위에는 제1 스토리지 커패시터라인(CST1)(이하 제1 CST 라인이라 칭함), 제2 스토리지 커패시
터라인(CST2)(이하 제2 CST 라인이라 칭함), 데이터 라인(DL1_2), 게이트 라인(GL2)이 형성된다. 데이터 라인
(DL1_2) 및 게이트 라인(GL2)은 서로 이격되어 제1 및 제2 CST 라인(CST1, CST2) 사이에 형성되며 동일한 메탈
로 구성된다.
제1 CST 라인(CST1), 데이터 라인(DL1_2), 게이트 라인(GL2), 및 제2 CST 라인(CST2) 위에는 게이트 절연막
(112)이 형성된다. 게이트 절연막(112) 위에는 제1 CST 라인(CST1)과 오버랩되는 화소 전극(114) 및 제2 CST 라
인(CST2)과 오버랩되는 화소 전극(114)이 서로 이격되어 형성된다. 이하 제1 CST 라인(CST1)과 오버랩되는 화소
전극(114)을 제1 화소 전극, 제2 CST 라인(CST2)과 오버랩되는 화소 전극(114)을 제2 화소 전극이라 한다. 게이
트 절연막(112) 위에는 데이터 라인(DL1_2) 및 게이트 라인(GL2)과 오버랩되며 제1 및 제2 화소 전극들 사이에
칼럼 스페이서(CS:Column Spacer)가 형성된다.
데이터 라인(DL1_2) 및 게이트 라인(GL2) 사이에는 제1 기생커패시터(CP1)가 형성되며 제1 픽셀전극과 데이터
라인(DL1_2) 사이에는 제2 기생커패시터(CP2)가 형성된다. 제1 픽셀전극과 제1 CST 라인(CST1)에는 스토리지 커
패시터(CP3)가 형성된다. 제1 및 제2 기생커패시터들(CP1,CP2)은 패널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칼럼 스페이서(CS)는 유전율이 낮은 물질로 형성된다. 구체적으로 에폭시계 아크릴 수지가 사용되며, 칼럼 스페
이서(CS)의 유전율은 액정의 유전율보다 낮다. 데이터 라인(DL1_2) 및 게이트 라인(GL2) 사이에 형성된 제1 기
생커패시터(CP1)의 크기는 유전율에 비례한다. 기판들에 전압이 인가될 경우 액정층의 액정들(미 도시됨)이 재
배열되고, 재배열된 액정들의 유전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칼럼 스페이서(CS)의 유전율은 액정들의 유전율보다
낮다. 따라서 액정들의 유전율이 높아지더라도 유전율이 낮은 칼럼 스페이서(CS)의 영향으로 제1 기생커패시터
(CP1)의 크기는 작아진다.
또한 데이터 라인(DL1_2) 및 게이트 라인(GL2)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록 제1 기생커패시터(CP1)의 크기는 작
아진다. 데이터 라인(DL1_2) 및 게이트 라인(GL2) 사이의 거리를 4 마이크로미터(μm)이상으로 이격시킬 경우
제1 기생커패시터(CP1)의 크기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진다.
스토리지 커패시터(CP3)는 제1 화소 전극과 칼라필터 기판(120)상에 형성된 공통전극(미도시됨)에 의해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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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액정 커패시터로부터 방전되는 전하를 보충한다. 스토리지 커패시터(CP3)의 크기는 제2 기생커패시터(CP2)
보다 매우 크다. 스토리지 커패시터(CP3)의 크기는 제2 기생커패시터(CP2)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제2 기생커패
시터(CP2)의 영향은 무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표시패널(100)의 동작에 따른 제1 및 제2 기생커패시터들(CP1,CP2)의 영향은 무시될 수 있을
것이다.
도 5a 는 도 3에 도시된 데이터 라인 및 데이터 분배 라인의 결합 구성을 보인 평면도이며, 도 5b는 도 5a의
I2-I2'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다. 도 5a 및 도 5b에는 임의의 한 데이터 라인(DL1_1) 및 데이터 분배 라인
(DL2_1)이 도시되어 있다.
도 5a 및 도 5b를 참조하면,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은 제1 베이스기판(111), 게이트 절연막(112), 및 층간
절연막(113)을 포함하고, 제1 베이스기판(111) 위에는 데이터 라인(DL1_1)으로부터 행 방향으로 분기된 제1 분
기부(41)가 형성된다. 제1 분기부(41) 위에는 게이트 절연막(112)이 형성되고, 게이트 절연막(112)위에는 데이
터 분배 라인(DL2_1)으로부터 제1 분기부(41)에 인접하도록 열 방향으로 분기되는 제2 분기부(42)가 형성된다.
제2 분기부(42) 위에는 층간 절연막(113)이 형성된다. 제1 분기부(41)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112) 및 층간
절연막(113)에는 제1 분기부(41)까지 제1 홀(h1)이 형성되고 제2 분기부(42)상에 형성된 층간 절연막(113)에는
제2 분기부(42)까지 제2 홀(h2)이 형성된다. 제1 홀(h1), 제2 홀(h2), 그리고 제1 홀(h1)과 제2 홀(h2)사이의
층간 절연막(113) 위에 브릿지(40)가 형성되며, 제1 분기부(41) 및 제2 분기부(42)는 브릿지(40)를 통해 전기적
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제1 분기부(41) 및 제2 분기부(42)는 다른 레이어상에 형성되고 브릿지(40)를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도 6a 는 도 3에 도시된 데이터 라인 및 데이터 분배 라인의 다른 결합 구성을 보인 평면도이며, 도 6b는 도 6a
의 I3-I3'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다. 도 6a 및 도 6b에는 임의의 한 데이터 라인(DL1_1) 및 데이터 분배 라인
(DL2_1)이 도시되어 있다.
도 6a 및 도 6b를 참조하면, 제1 베이스기판(111) 위에는 데이터 라인(DL1_1) 형성되고, 데이터 라인(DL1_1) 위
에는 게이트 절연막(112)이 형성된다. 데이터 라인(DL1_1)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112)에는 데이터 라인
(DL1_1)까지 컨택홀(CNT)이 형성된다. 컨택홀(CNT) 위에는 데이터 분배 라인(DL2_1)이 형성되고, 데이터 분배
라인(DL2_1)위에는 층간절연막(113)이 형성된다. 컨택홀(CNT) 위에는 데이터 분배 라인(DL2_1)이 형성되므로서
데이터 라인(DL1_1) 및 데이터 분배 라인(DL2_1)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컨택홀(CNT)은 데이터 라인(DL1_1) 및 데이터 분배 라인(DL2_1)이 연결되는 곳에만 형성된다. 즉 컨택홀(CNT)
연결이 필요한 부분에만 형성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라인(DL1_1) 및 데이터 분배 라인(DL2_1)이 연결되며 데이
터 라인(DL1_2) 및 데이터 분배 라인(DL2_1)은 연결되지 않는다. 데이터 라인(DL1_1) 및 데이터 분배 라인
(DL2_1)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라인(DL1_2)위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112)에
는 컨택홀(CNT)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 라인(DL1_2) 및 데이터 분배 라인(DL2_1)은 게이트 절연막
(112)에 의해 분리되어 있으므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평면도이다.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600)는 도 2에 도시된 액정표시 장치(500)와 달리 게이트 구동부가
복수의 게이트 구동칩(G-IC)들을 포함하며 박막트랜지스터 기판의 좌측에 배치되고, 소스 구동칩들이 박막트랜
지스터 기판의 우측에 배치된다. 또한 게이트 구동칩들 및 소스 구동칩들이 박막트랜지스터 기판의 좌측 및 우
측에 배치됨으로써 데이터 라인들, 데이터 분배 라인들 및 게이트 라인들의 연결구성과 배치가 달라진다. 기타
구성은 동일하므로 이하 동일한 구성은 동일한 명칭 및 부호를 사용하며 제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50
0)와 다른 구성이 설명될 것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데이터 라인들(DL1_1~DL1_m)은 각각 대응되는 제2 데이터 라인들(DL2_1~DL2_m)(이하, 데이터

분배 라인들이라 칭함)에 수직하게 연결된다.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m) 및 게이트 라인들(GL1~GLn)은
서로 교차되어 형성되며 게이트 라인들(GL1~GLn)은 데이터 라인들(DL1_1~DL1_m)과 평행하게 배치된다. 복수의
화소들은 서로 교차되어 형성된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m) 및 게이트 라인들(GL1~GLn)에 각각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m)은 각각 대응되는 열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되며, 게이
트 라인들(GL1~GLn)은 각각 대응되는 행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연결된다.(이하 도 3에서 상세히 설명됨)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m)은 열 방향으로 배열되며 데이터 라인들(DL1_1~DL1_m) 및 게이트 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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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1~GLn)은 행 방향으로 배열된다.
게이트 구동칩들(420)은 COF(Chip On the Film) 형태로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의 좌측면에 실장되며 소스
구동칩들(300)은 COF(Chip On the Film) 형태로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의 우측면에 실장된다. 게이트 구동
칩들(420)은 게이트 구동부를 구성한다. 즉 게이트 구동부는 복수의 게이트 구동칩들(420)을 포함한다.
게이트 구동칩들(420)은 게이트 라인들(GL1~GLn)을 통해 행 단위로 복수의 화소들에 각각 게이트 신호(또는 게
이트 온/오프 신호)들을 공급한다.
소스 구동칩들(300)은 상기 데이터 라인들(DL1_1~DL1_m)을 통해 데이터 신호들(또는 화소 데이터)을 전송한다.
데이터 신호들은 데이터 라인들(DL1_1~DL1_m)에 각각 연결된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m)을 통해 각각 대
응되는 열들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각각 제공된다. 즉, 열 단위로 복수의 화소들에 각각 데이터 신호들이
제공된다. 데이터 라인들(DL1_1~DL1_m),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m), 게이트 라인들(GL1~GLn), 및 복수
의 화소들의 연결 구성은 이하 도 8에서 도시되며,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게이트 구동부의 게이트 구동칩들(420)이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의 좌측에 배치되고, 소스 구동부의 소스
구동칩들(310)이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의 우측에 배치되므로 제3 영역(PA3) 또는 제4 영역(PA4)이 줄어든
다. 구체적으로 비표시 영역의 제3 및 제4 영역들(PA3,PA4)은 각각 1mm이하의 사이즈를 가질 것이다.
또한 ASG 회로들(410)을 실장 할 때보다 게이트 구동칩들(420)을 실장 할 경우 차지하는 면적이 작아진다. 반대
로, 게이트 구동칩들(420)을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의 우측면에 실장하고, 소스 구동칩들(300)을 박막 트랜
지스터 기판(110)의 좌측면에 실장하는 경우에도 제3 영역(PA3) 및 제4 영역(PA4)의 면적이 감소될 수 있고,
ASG회로들(410)을 실장 할 때보다 작은 면적을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전술한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600)는 상하 베젤(bezzel) 영역을
줄일 수 있고, 또한, ASG 회로들(410)을 적용할 때 보다 좌우 베젤 영역을 줄일 수 있으므로 표시영역의 상하
및 좌우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도 8은 도 2에 도시된 A''영역의 확대도 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데이터 라인들(DL1_1~DL1_m)은 각각 대응되는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m)에 수직하게
연결된다.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m)은 대응되는 열들에 배열된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소
스들에 각각 연결된다.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m)과 교차되어 형성된 게이트 라인들(GL1~GLn)은 대응되
는 행들에 배열된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게이트들에 각각 연결된다. 복수의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
스터들(115)의 드레인들은 각각 화소 전극들(114)에 연결된다.
데이터 라인(DL1_1)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신호는 데이터 분배 라인(DL2_1)을 통해 제1 열(Col_1)에 배열된
화소들(112)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소스들에 각각 인가된다. 역시 데이터 라인(DL1_2)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신호는 데이터 분배 라인(DL2_2)을 통해 제2 열(Col_2)에 배열된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소
스들에 각각 인가된다. 기타 데이터 라인들(DL1_3~DL1_m)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신호들도 데이터 분배 라인들
(DL2_3~DL2_m)을 통해 대응되는 열에 배열된 화소들(112)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소스들에 각각 인가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라인이 연결된 하나의 데이터 분배 라인을 통해 하나의 열에 배열된 화소들에 데이터
신호가 제공되므로 필요한 데이터 라인의 개수는 m 개가 된다.
게이트 구동칩들(420)은 각각 대응되는 게이트 라인들(GL1~GLn)을 통해 행들에 배열된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
터들(115)의 게이트들에 각각 게이트 신호들을 인가한다. 따라서 게이트 라인들은 n개가 필요하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평면도이다.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700)는 데이터 라인들, 데이터 분배 라인들 및 게이트 라인들의 개
수 및 배치가 달라지는 것을 제외하면 도 2에 도시된 액정표시 장치(500)와 실질적 구성이 동일하다. 이하 동일
한 구성은 동일한 명칭 및 부호를 사용하며 제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700)와 다른 구성이 설명될 것이
다.
데이터 라인들(DL1_1~DL1_n/2)은 각각 대응되는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2)에 수직하게 연결된다. 데이
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2) 및 게이트 라인들(GL1~GL2m)은 서로 교차되어 형성되며 게이트 라인들
(GL1~GL2m)은 데이터 라인들(DL1_1~DL1_n/2)과 평행하게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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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2)은 홀수 행 및 짝수 행들에 배열된 화소들 사이에 각각 배치된다. 또한 데이
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2)은 각각 홀수 행 및 짝수 행들에 배열된 화소들에 연결된다. 게이트 라인들
(GL1~GLm2)은 두 개의 게이트 라인들 단위로 각각 열들에 배열된 화소들의 좌우에 배치된다. 또한 두 개의 게이
트 라인들 중 하나는 열에 배열된 홀수 번째 화소들에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그와 동일한 열에 배열된 짝수 번
째 화소들에 연결된다. 복수의 화소들과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2)의 연결구성 및 복수의 화소들과 게
이트 라인들(GL1~GL2m)의 구체적인 연결구성은 이하 도 10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데이터 분배 라인들
(DL2_1~DL2_n/2)은 행 방향으로 배열되며 데이터 라인들(DL1_1~DL1_n/2) 및 게이트 라인들(GL1~GL2m)은 열 방
향으로 배열된다.
게이트 구동부(400)의 ASG 회로들(410)은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의 하측면에 실장되며 소스 구동칩들
(300)은 신호 전송 필름들(310)을 통해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10)의 상측면과 구동 회로 기판(320)에 전
기적으로 연결된다. 즉 도 9에 도시된 액정표시장치(700)의 ASG 회로들(410) 및 소스 구동칩들(300)의 배치는
도 2에 도시된 액정표시장치(500)와 동일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700)는 좌우
베젤(bezel) 영역을 줄일 수 있으므로 표시영역의 좌우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A''영역의 확대도 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12개의 화소들이 도시되었으며 점선 화살표
는 데이터의 이동 방향을 도시한다.
도 10을 참조하면, 데이터 라인들(DL1_1~DL1_n/2)은 각각 대응되는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2)에 수직
하게 연결된다.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2)은 홀수 행 및 짝수 행들에 배열된 화소들 사이에 각각 배치된다. 또한 데이
터 분배 라인들(DL2_1~DL2_n/2)은 각각 홀수 행 및 짝수 행들에 배열된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소
스들 연결된다. 게이트 라인들(GL1~GLm2)은 두 개의 게이트 라인들 단위로 각각 열들에 배열된 화소들의 좌우에
배치된다. 또한 두 개의 게이트 라인들 중 하나는 열에 배열된 홀수 번째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게이트들에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그와 동일한 열에 배열된 짝수 번째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게이
들에 연결된다. 복수의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드레인들은 각각 화소 전극(114)들에 연결된다.
데이터 라인(DL1_1)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신호는 데이터 분배 라인(DL2_1)을 통해 홀수 행인 제1 행(Row_1)
및 짝수 행인 제2 행(Row_2)에 배열된 화소들(112)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소스들에 각각 인가된다. 역시
데이터 라인(DL1_2)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신호는 데이터 분배 라인(DL2_2)을 통해 홀수 행인 제3 행(Row_3)
및 짝수 행인 제4 행(Row_4)에 배열된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소스들에 각각 인가된다. 기타 데이
터 라인들(DL1_3~DL1_n/2)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신호들도 데이터 분배 라인들(DL2_3~DL2_n/2)을 통해 짝수
행 및 홀수 행 배열된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소스들에 각각 인가된다.
따라서 하나의 데이터 라인이 연결된 하나의 데이터 분배 라인을 통해 두 개의 행에 배열된 화소들에 데이터 신
호가 제공되므로, 필요한 데이터 라인의 개수는 n/2 개가 된다.
두 개의 게이트 라인들(GL1,GL2) 중 하나의 게이트 라인(GL1)을 통해 제공되는 게이트 신호는 제1 열(Col_1)에
배열된 홀수 번째 화소들의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게이트들에 인가된다. 다른 하나의 게이트 라인(GL2)을
통해 제공되는 게이트 신호는 제1 열(Col_1)에 배열된 짝수 번째 화소들에 배열된 박막 트랜지스터들(115)의 게
이트들에 인가된다.
따라서 두 개의 게이트 라인들을 통해 하나의 열에 배열된 복수의 화소들에 게이트 신호가 제공되므로 필요한
게이트 라인의 개수는 2m개가 된다. ASG 회로들(410)은 게이트 라인들(GL1~GL2m)에 대응되므로 2m개가 박막트랜
지스터 기판의 하측면에 실장 될 것이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제3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700)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500)보다 필요한
데이터 라인의 개수가 반으로 줄게 되므로 필요한 소스 구동칩의 개수도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700)는 비표시 영역을 줄임으로서 베젤 영역을 줄일 수
있으며, 사용되는 소스 구동칩의 개수를 줄일 수 있어 제조 단가가 절감된다.
이상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는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 및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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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0:

표시패널

300: 소스구동칩
500: 액정표시장치

200: 백라이트 유닛
400: 게이트 구동부
110: 제1 기판

120: 제2 기판

111: 제1 베이스 기판

112: 게이트 절연막

113: 층간 절연막

114: 화소 전극

115: 박막 트랜지스터

240: 구동 회로 기판

310: 신호 전송 필름

320: 구동 회로 기판

410: 아모퍼스 실리콘 게이트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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