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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및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구동 방법

요약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고, 루미넌스 변동이 감소된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제공된다.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회로 그룹을 구성하는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

로들을 갖고,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연결된 소스 신호 라인들은 새로운 기간이 시작되는 매 시간 그들의 연결들을 

다른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로 스위칭한다. 따라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 중의 출력 변동은 평균화되고 균일한 이미

지가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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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변동, 아날로그 버퍼 회로, 스위칭, 평균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의 블럭도.

도 2는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의 블럭도.

도 3은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픽셀부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의 블럭도.

도 5는 연산 증폭기형 아날로그 버퍼의 회로도.

도 6은 소스 팔로어형 아날로그 버퍼의 회로도.

도 7은 본 발명의 스위치의 회로도.

도 8은 본 발명의 스위치의 타이밍도.

도 9는 본 발명의 게이트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의 회로도.

도 10은 소스 신호 라인과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 사이의 연결을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비디오 신호 스위칭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비디오 신호 스위칭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유니폴라 트랜지스터들을 사용하는 시프트 레지스터의 회로도.

도 14는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외부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디지털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의 블럭도.

도들 16a 내지 16c는 디지털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의 래치 회로들의 회로도들.

도들 17a 내지 17h는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전자 장치의 도면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3:스위치 601:버퍼 TFT

602:전류 소스 1119:아날로그 버퍼 회로

1127:비디오 회로 1131:스위치

1135:비디오 신호 라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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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투명 기판 상에 형성된 박막 트

랜지스터들(TFT들)을 사용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및 그 구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액정 디

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전자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관련 분야의 설명

최근, 이동 전화들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널리 퍼지게 되었다. 미래에, 동화상 전송 및 보다 많은 양의 정보 전송

이 또한 기대된다.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 중량의 감소 덕분에 이동 애플리케이션들용 제품들이 제조된다. 전

자 수첩들로 시작된 PDA들로 불리는 다수의 정보 단말들이 또한 제조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디

바이스들 등의 발전과 함께, 대부분의 휴대용 정보 디바이스들은 평판 디스플레이를 구비하고 있다.

최근의 기술들에 따르면, 액티브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표시 장치에 사용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서 사

용되는 경향이 있다. 액티브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서, TFT는 각 픽셀에서 배열되고 스크린은 TFT들에 의

해 제어된다. 패시브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비교하면, 액티브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고효율 및 

고화질을 달성하고 동화상들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갖는다. 따라서,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들의 주류가 패시

브 매트릭스형들에서 액티브 매트릭스형들로 또한 변화될 것이라고 고려된다.

또한, 최근, 액티브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들에서 저온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상업

화가 진행되고 있다. 저온 폴리실리콘으로, 픽셀들 뿐만 아니라 픽셀부의 주위에 구동 회로를 일체로 형성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소형화 및 고선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온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보다 널리 사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액티브 매트릭스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픽셀부의 동작에 대한 설명이 이하에서 주어진다. 도 3은 액티브 매트

릭스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구조의 예를 도시한다. 하나의 픽셀(302)은 소스 신호 라인(S1), 게이트 신호 라인(

G1), 캐패시턴스 라인(C1), 픽셀 TFT(303), 및 저장 캐패시터(304)로 구성된다. 캐패시턴스 라인은 다른 배선이 캐

패시턴스 라인으로서 배가 될 수 있다면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 픽셀 TFT(303)의 게이트 전극은 게이트 신호 라인(G

1)에 연결된다. 픽셀 TFT(303)의 드레인 전극 및 소스 전극 중 하나가 소스 신호 라인(S1)에 연결되며 다른 것이 저

장 캐패시터(304)와 픽셀 전극(305)에 연결된다.

게이트 신호 라인들은 라인 사이클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택된다. 픽셀 TFT가 n채널 TFT이면, 게이트 신호 라인은 

그가 Hi일 때 활성화되고, 이후 픽셀 TFT는 턴온된다. 픽셀 TFT가 턴온됨에 따라, 소스 신호 라인의 전위가 저장 캐

패시터와 액정에 기록된다. 다음 라인 기간에서, 인접 게이트 신호 라인이 활성화되고 소스 신호 라인의 전위가 유사

한 방법으로 저장 캐패시터와 액정에 기록된다.(참조 1:Laid-open No.1-289917)

다음 설명은 소스 라인 구동기 회로의 동작이다. 도 2는 종래의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의 예를 도시하며, 이는 아

날로그형 도트 순차 시스템을 구동하는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의 예이다. 이러한 예에서,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시프트 레지스터(201), NAND 회로(207), 버퍼 회로(208), 및 아날로그 스위치(209)로 구성된다. 먼저, 소스 

스타트 펄스(SSP)가 스위치(206)를 통해 시프트 레지스터의 제 1 단으로 입력된다. 스위치(206)는 시프트 레지스터

의 스캐닝 방향을 결정한다. 스캐닝은 SL/R이 Lo이면 도 2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형성되고 SL/R이 Hi이면 우측에

서 좌측으로 형성된다. DFF(202)는 시프트 레지스터의 각 단을 구성한다. DFF(202)는 클럭된 반전기들(203 및 204

)과 반전기(205)로 구성되며, 클럭 펄스들(CL 및 CLb)이 입력될 때마다 펄스들을 시프트한다.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은 NAND 회로(207)를 통해 버퍼 회로(208)로 입력된다. 버퍼 회로의 출력은 소스 신호 라인

들(S1 내지 S4)로 향하는 비디오 신호들의 샘플링을 위해 아날로그 스위치들(209 내지 212)을 턴온시킨다.

중간 크기 또는 작은 크기의 액정 패널은 위에서 설명된 도트 순차 구동에 의해 동작될 수 있다. 그러나, 큰 크기의 액

정 패널에서, 도트 순차 구동은 소스 신호 라인들의 배선 캐패시턴스가 약 100pF이고 소스 신호 라인들 자체의 지연 

시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스 신호 라인들의 기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기록을 수행하는 것

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큰 크기의 패널은 데이터가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 내의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되고 

다음의 하나의 라인 기간동안 소스 신호 라인에 기록되는 선형 순차 구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형 순차 구동은 메모리의 다운스트림에 위치된 아날로그 버퍼 회로 들을 필요로 한다. 선형 순차 구동에 적

응가능한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의 예가 도 4에 도시된다. 아날로그 스위치들(401 내지 404)은 도 2에 도시된 

도트 순차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에서 아날로그 스위치들이 동작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한다.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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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들이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는 도 2와 달리, 아날로그 스위치들(401 내지 404)은 캐패시터들(405 내지 4

08)을 구동하고, 아날로그 메모리들로서 동작한다. 데이터의 한 라인이 아날로그 메모리들에 순차적으로 저장되면, T

RN 및 TRNb 신호들은 다음 귀선(retrace) 기간에서 아날로그 스위치들(409 내지 412)을 턴온시키기 위해 활성화된

다. 이는 아날로그 메모리들(405 내지 408)에서 아날로그 메모리 캐패시터들(413 내지 416)로 데이터의 전송을 시

작한다.

이후, 아날로그 스위치들(409 내지 412)은 다음 샘플링을 위하여 아날로그 스위치들(401 내지 404)이 턴온되기 전

에 턴오프된다. 아날로그 메모리들(413 내지 416)의 데이터는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417 내지 420)을 통해 소스 신

호 라인들(S1 내지 S4)로 출력된다. 아날로그 메모리들(413 내지 416)의 데이터는 하나의 라인 기간동안 유지되고 

따라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417 내지 420)은 소스 라인들을 충전하기 위하여 하나의 라인 기간을 취하도록 허용된

다. 이러한 방법으로, 큰 크기의 패널에서의 선형 순차 구동이 아날로그 메모리들 및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의해 실

현되는 것이 가능하다.(참조 2:Laid-open. 62-143095)

그러나, 큰 크기의 패널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TFT들로 구성될 때,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 중의 변동(fluctuation

)이 문제가 된다.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 중의 변동은 동일한 계조(gradation)의 비디오 신호들이 입력되는 때에도 출

력 변동을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수직의 줄무늬들(vertical streaks)이 스크린 상에 나타나고 화질이 상당히 하락한

다.

저온 폴리실리콘이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면, 구동기 회로가 일체로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

한 구동기 회로의 트랜지스터들은 단일 결정 실리콘으로 형성되는 구동기 회로의 트랜지스터들보다 많이 변동된다. 

이것은 추측컨대 프로세스 중의 정전기에 의한 결정화 손상 및 불균일한 결정화 때문이다. 구동기 회로가 이러한 변

동을 고려하여 형성되면, 변동은 특히 로직부에서보다는 아날로그 동작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 특히,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도 4에 도시된 종래의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에서, 각 아날로그 버퍼 회로의 출력 전압과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의 출력의 평균 사이의 전압차가 얻어진다. 평균 출력값과 아날로그 버퍼 회로 출력(A)사이의 전압차는 △VA

로서 주어진다. 유사하게, 평균 출력값과 아날로그 버퍼 회로 출력들(B,C, 및 D)사이의 전압차들은 △VB, △VC, 및 

△VD로 각각 주어진다. △VA가 +100mV, △VB가 -100mV, △VC가 -50mV이고, △VD가 +30mV이면, 소스 신호

라인들(S2 및 S3) 사이의 차이는 50mV이고 소스 신호 라인들(S1 및 S2)사이의 차이는 200mV이며, 이는 사람의 눈

이 계조 차이를 인식하도록 충분히 크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루미넌스 변동이 감소되는 액정 디

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출력들을 스위칭시키기 위해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과 

소스 신호 라인들 사이에 스위칭 회로를 삽입시키는 것에 의해 스위칭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날로그 버

퍼 회로들 중의 출력 변동이 시간적으로 평균화되고, 따라서 디스플레이 불균일성이 눈에 띄지 않게 된다.

본 발명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도시된다.

본 발명은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픽셀들과, 소스 신호 라

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고, 스위칭 수단은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과 소스 신호 라인들 사이에

제공되며,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은 회로 그룹을 형성하고, 회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연결된 회로 그룹의 소스 신호 라인들은 스위칭 수단에 의해 그들의 연결들이 다른 회로들로 주기적으로 스

위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픽셀들과, 소스 신호 라

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고, 스위칭 수단은 아날로그 버퍼 회 로들과 소스 신호 라인들 사이

에 제공되며,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은 회로 그룹을 형성하고, 회로의 아날로그 버

퍼 회로들에 연결된 회로 그룹의 소스 신호 라인들은 스위칭 회로에 의해 그들의 연결들이 다른 회로들로 시간적으로

랜덤하게 스위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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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동기 회로를 갖고,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

들을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스위칭 수단은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과 소스 신호 라인들 사이에

제공되고,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을 형성하며, n개의 기간들의 세트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회로 그룹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연결된 회로 그

룹의 소스 신호 라인들은 스위칭 수단에 의해 그들의 연결들이 다른 회로들로 매 기간마다 스위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

인 구동기 회로를 갖고,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

들을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스위칭 수단은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과 소스 신호 라인들 사이에

제공되고,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을 형성하며, n개의 기간들의 세트가 시간적으로 랜덤하게 반복되고, 회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연결된 회

로 그룹의 소스 신호 라인들은 스위칭 회로에 의해 그들의 연결들이 다른 회로들로 매 기간마다 스위칭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

인 구동기 회로를 갖고,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

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스위칭 수단은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과 소스 신호 라인들 사이에 제공

되고,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

을 형성하며, n개의 기간들의 세트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r번째 기간(r은 1≤r≤n을 만족하는 자연수)에서, 스위칭 

수단은 스위칭 그룹의 m번째 소스 신호 라인(m은 1≤m≤n-r+1을 만족하는 자연수)을 (m+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로, l번째 소스 신호 라인(l은 n-r+2≤l≤n을 만족하는 자연수)을 (l-n+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로 각각 연

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

인 구동기 회로를 갖고,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

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스위칭 수단은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과 소스 신호 라인들 사이에 제공

되고,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

을 형성하며, n개의 기간들의 세트가 시간적으로 랜덤하게 반복되고, r번째 기간(r은 1≤r≤n을 만족하 는 자연수)에

서, 스위칭 수단은 스위칭 그룹의 m번째 소스 신호 라인(m은 1≤m≤n-r+1을 만족하는 자연수)을 (m+r-1)번째 아

날로그 버퍼 회로로, l번째 소스 신호 라인(l은 n-r+2≤l≤n을 만족하는 자연수)을 (l-n+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

로로 각각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위에서 언급된 본 발명의 구조들에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은 소스 팔로어 회로들 또는 전압 팔로어 회로들이다.

본 발명은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픽셀들과, 소스 신호 라

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고,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복수의 아날로그 버

퍼 회로들은 회로 그룹을 형성하고, 회로 그룹의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은 각각 회로 그룹의 다른 아날로그 버퍼 회로

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픽셀들과, 소스 신호 라

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고,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복수의 아날로그 버

퍼 회로들은 회로 그룹을 형성하고, 회로 그룹의 소스 신호 라인들은 각각 회로 그룹의 다른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의해 시간적으로 랜덤하게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

인 구동기 회로를 갖고,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

들을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에 관한 것으로,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을 형성하며, n개의 기간들의 세트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회로 그룹의 소스 신호 라인들은 각각 회로 그룹의 다른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의해 매 기간마다 구동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

인 구동기 회로를 갖고,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

들을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에 관한 것으로,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을 형성하며, n개의 기간들의 세트가 시간적으로 랜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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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고, 회로 그룹의 소스 신호 라인들은 각각 회로 그룹의 다른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의해 매 기간마다 구동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

인 구동기 회로를 갖고,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

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에 관한 것으로,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

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을 형성하며, n개의 기간들의 세트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r번째 기

간(r은 1≤r≤n을 만족하는 자연수)에서, 회로 그룹의 m번째 소스 신호 라인(m은 1≤m≤n-r+1을 만족하는 자연수)

은 (m+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에 의해 구동되고, l번째 소스 신호 라인(l은 n-r+2≤l≤n을 만족하는 자연수)은

(l-n+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

인 구동기 회로를 갖고,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

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에 관한 것으로,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

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을 형성하며, n개의 기간들의 세트가 시간적으로 랜덤하게 반복되고

, r번째 기간(r은 1≤r≤n을 만족하는 자연수)에서, 회로 그룹의 m번째 소스 신호 라인(m은 1≤m≤n-r+1을 만족하

는 자연수)은 (m+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에 의해 구동되고, l번째 소스 신호 라인(l은 n-r+2≤l≤n을 만족하는

자연수)은 (l-n+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액정 디스플레이의 구동 방법들에서, 방법은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소스 팔로어 회

로들 또는 전압 팔로어 회로들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위의 구조 및 방법을 통해, 절연 기판 상에 형성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출력에서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수직의 줄

무늬들이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이 방지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모드

본 발명의 실시예 모드가 도면들을 참조하여 이하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도시한다. 그의 시프트 레지스터 및 다른 구성요소들은 종래 기술에서

설명된 것과 유사하다. 본 발명과 종래 기술과의 차이는 도 1의 디바이스가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119 내지 122)과 

소스 신호 라인들(S1 내지 S4)사이에 스위치들(123 내지 126)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제, 본 실시예 모드의 디바이스

의 동작이 설명된다. 이러한 설명은 스위칭 수단으로서 스위치들(123 내지 126)에 대한 4개의 접촉 포인트 스위치들

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 그러나, 본 발명은 4개의 접촉 포인트 스위치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접촉 포인트들의 

개수는 본 발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서, 스위치들(123 내지 126)의 연결들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스위칭된다. 여기서, 스위칭 사이클은 하나

의 프레임이지만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소스 신호 라인들(S1 내지 S4)과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119 내지 

122)이 각각 회로들의 그룹들을 구성할 때, 그들의 연결 변화가 이하에 설명될 것이다. 제 1 프레임에서, 스위치들(12

3 내지 126)은 출력(A)이 소스 신호 라인(S1)에 연결되 고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120 내지 122)의 출력들(B,C 및 D)

이 각각 소스 신호 라인들(S2, S3 및 S4)에 연결되는 '1'연결 상태에 있다.

다음, 제 2 프레임에서, 스위치들(123 내지 126)은 아날로그 버퍼 회로(119)의 출력(A)이 소스 신호 라인(S2)에 연결

되고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120 내지 122)의 출력들(B,C 및 D)이 각각 소스 신호 라인들(S3,S4 및 S1)에 연결되는 '

2'연결 상태에 있다. 제 3 프레임에서, 스위치들(123 내지 126)은 아날로그 버퍼 회로(119)의 출력(A)이 소스 신호 

라인(S3)에 연결되고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120 내지 122)의 출력들(B,C 및 D)이 각각 소스 신호 라인들(S4,S1 및 S

2)에 연결되는 '3'연결 상태에 있다.

다음, 제 4 프레임에서, 스위치들(123 내지 126)은 아날로그 버퍼 회로(119)의 출력(A)이 소스 신호 라인(S4)에 연결

되고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120 내지 122)의 출력들(B,C 및 D)이 소스 신호 라인들(S1,S2 및 S3)에 연결되는 '4'연

결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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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 5 프레임에서, 스위치들(123 내지 126)은 아날로그 버퍼 회로(119)의 출력(A)이 소스 신호 라인(S1)에 연결

되고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120 내지 122)의 출력들(B,C 및 D)이 각각 소스 신호 라인들(S2,S3 및 S4)에 연결되는 '

1'연결 상태에 다시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스위치들(123 내지 126)은 4개의 프레임들의 기간으로 연결 변화를 반복

한다. 특히, 소스 신호 라인(S1 내지 S4)과 아날로그 버퍼(120 내지 122)는 회로를 구성하고, 소스 신호 라인들은 새

로운 기간이 시작되는 매 시간마다 다른 아날로그 버퍼 회로로 그들의 연결을 변화시킨다.

스위칭은 4개의 접촉 포인트 스위치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4개의 프레임 사이클에서 만들어진다. 사이클은 위에서 설

명된 바와 같이 접촉 포인트들의 개수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프레임 기반 사이클로 관통시키는 것

이 또한 필요하지 않다. 변동이 명백하게 평균화될 수 있는 한 임의의 사이클이 행해질 것이다. 도 10은 각각이 소스 

신호 라인에 연결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의 출력을 도시한다.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각 아날로그 버퍼 회로의 출력 전압과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의 출력의 평균 사이의 전

압차가 얻어진다. 평균 출력값과 아날로그 버퍼 회로 출력(A) 사이의 전압차가 △VA로 주어진다. 유사하게, 평균 출

력값과 아날로그 버퍼 회로 출력들(B,C 및 D) 사이의 전압차들은 각각 △VB, △VC, 및 △VD로 주어진다. 이후, 전압

차들은 사람의 눈들로 평균화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소스 신호 라인들(S1, S2, S3 및 S4)의 각각은 (△VA+△VB

+△VC+△VD)/4의 출력 전위차로 주어진다.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VA가 +100mV, △VB가 -100mV, △VC가 -50mV, △VD가 +30mV일 때, 소스 신호 라인

들(S1 내지 S4)의 전압들은 평균화되고 각각은 -5mV로 설정된다. 따라서, 선명한 수직의 줄무늬들을 생성하도록 근

접한 라인들 사이에 200mV 정도의 큰 전위차가 존재하는 종래 기술의 문제가 회피될 수 있다.

위의 실시예 모드에서, 각각이 4개의 접촉 포인트들과 반복 사이클을 갖는 스위치들은 4개의 기간들로 구성된다. 그

러나, 기간들의 수는 4로 제한되지 않는다. 외부적인 효과는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기간들

에 의 해 얻어질 수 있으며, 회로의 m번째 소스 신호 라인(m은 1≤m≤n-r+1)을 (m+r-1)번째 아날로그 버퍼(r은 1

≤r≤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로 연결하고 r번째 기간에서 l번째 소스 신호 라인(l은 n-r+2≤1≤n을 만족시키는 자연

수)을 (l-n+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로 연결한다.

[실시예 1]

도 7은 실시예 1을 도시하며, 도 1에 도시된 스위칭 수단의 스위치(123)의 특정 회로의 예이다. 본 실시예에서, 아날

로그 스위치 회로들이 스위칭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스위치는 TFT들(701 내지 708)로 구성되고 이는 제어 라인들(1

,1b,2,2b,...,및 4b)에 의해 제어되며, TFT들(701 내지 708)의 게이트 단자들로 개별적으로 연결된다. 도 8은 제어 라

인들(1 내지 4b)의 타이밍도가다. 도 8에 도시된 제어 신호들은 제 1 내지 제 4 프레임 동안 소스 신호 라인들(S1 내

지 S4)로 도 1과 도 7에 도시된 A를 연결한다. 도 7에 도시된 회로도는 CMOS 구조를 갖지만, NMOS 또는 PMOS 구

조를 대신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어 라인들의 수는 반으로 줄어든다.

[실시예 2]

도 5는 아날로그 버퍼 회로의 예로서 연산 증폭기 회로를 도시한다. 아날로그 버퍼 회로의 이러한 형의 출력 전압 변

동은 차분 회로를 구성하는 TFT들(503 및 504) 사이의 특징의 변동과, 전류 미러 회로를 구성하는 TFT들(501 및 5

02) 사이의 변동에 의존한다. 한 쌍의 인접한 TFT들간의 변동이 작으면, 패널의 전체 변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산 증폭기형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종종 집적 회로들에 사용된다.

이러한 예에서, 차분 회로는 n-채널 TFT들로 구성되고 전류 미러 회로는 p-채널 TFT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본 발

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이러한 회로들의 극성들은 역전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본 예에 도시된 회로 연결에 

제한되지 않으며 연산 증폭기의 특성을 제공하는 임의의 회로 연결이 사용될 수 있다.

[실시예 3]

도 6은 아날로그 버퍼 회로의 예로서 소스 팔로어 회로를 도시한다. 소스 팔로어 회로는 버퍼 TFT(601)와 일정한 전

류 소스(602)로 구성된다. 이러한 예에서, 버퍼 TFT는 n-채널 TFT이지만 p-채널 TFT가 대신될 수도 있다. n-채널

TFT가 사용되면, 소스 팔로어 회로의 출력 전위는 TFT의 Vgs에 의해 입력 전위보다 낮다. 한편, p-채널 TFT가 사

용되면, 소스 팔로어 회로의 출력 전위는 TFT의 Vgs에 의해 입력 전위보다 높다. 소스 팔로어 회로가 이러한 문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CMOS보다 단순한 구조를 가진다는 장점을 또한 갖는다. 유니폴라 프로세스가 TFT 제조 공정들

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연산 증폭기형 아날로그 버퍼 회로를 생성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따라서 

소스 팔로어형이 선택된다.

[실시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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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로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들을 스위칭하기 위한 회로가 본 발명의 회로를 사용하

기 위해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의 외부에 위치되는 예를 도시한다. 단지 아날로그 스위치들과 소스 신호 라인들 

사이에서 소스 신호 라인들의 스위칭이 본 발명에 따라 만들어지면, 출력 변동은 감소되지만 아날로그 버퍼 출력은 4 

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로 보내져 일반적인 이미지를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로 

입력되기 전에 신호들이 스위칭되고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의 다운스트림으로 위치되는 스위치들에 의해 다시 스위칭

된다. 이러한 방법에서, 일반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 모드로서, 스위칭이 새로운 프레임마다 생성되는 경우가 고려된다. 제 1 프레임에서, 비디오 회로(1

127)의 출력은 스위치(1131)를 '1'로 연결하는 것에 의해 비디오 신호 라인(1135)으로 연결된다. 비디오 신호 라인(1

135)의 신호는 스위치들(1103 및 1111)을 통해 아날로그 버퍼 회로(1119)로 입력된다. 스위치(1123)가 제 1 프레임

에서 '1'로 연결되면 따라서 아날로그 버퍼 회로(1119)의 출력이 소스 신호 라인(S1)에 연결된다. 유사하게, 비디오 

회로들(1128, 1129, 및 1130)의 출력들은 소스 신호 라인들(S2, S3, 및 S4)로 각각 연결된다.

제 2 프레임에서, 비디오 회로(1127)의 출력은 스위치(1132)를 '2'로 연결하는 것에 의해 비디오 신호 라인(1136)으

로 연결된다. 비디오 신호 라인(1136)의 신호는 스위치들(1104 및 1112)을 통해 아날로그 버퍼 회로(1120)로 입력

된다. 스위치(1124)가 제 1 프레임에서 '2'로 연결되면 따라서 아날로그 버퍼 회로(1120)의 출력이 소스 신호 라인(S

1)에 연결된다. 유사하게, 비디오 회로들(1128, 1129, 및 1130)의 출력들은 소스 신호 라인들(S2, S3, 및 S4)로 각각

연결된다.

제 3 프레임에서, 비디오 회로(1127)의 출력은 스위치(1133)를 '3'으로 연결하는 것에 의해 비디오 신호 라인(1137)

으로 연결된다. 비디오 신호 라인(1137)의 신호는 스위치들(1105 및 1113)을 통해 아날로그 버퍼 회로(1121)로 입

력된다. 스위치(1125)가 제 3 프레임에서 '3'으로 연결되면 따라서 아날로그 버퍼 회로(1121)의 출력이 소스 신호 라

인(S1)에 연결된다. 유사하게, 비디오 회로들(1128, 1129, 및 1130)의 출력들은 소스 신호 라인들(S2, S3, 및 S4)로 

각각 연결된다.

제 4 프레임에서, 비디오 회로(1127)의 출력은 스위치(1134)를 '4'로 연결하는 것에 의해 비디오 신호 라인(1138)으

로 연결된다. 비디오 신호 라인(1138)의 신호는 스위치들(1106 및 1114)을 통해 아날로그 버퍼 회로(1122)로 입력

된다. 스위치(1126)가 제 4 프레임에서 '4'로 연결되면 따라서 아날로그 버퍼 회로(1122)의 출력이 소스 신호 라인(S

1)에 연결된다. 유사하게, 비디오 회로들(1128, 1129, 및 1130)의 출력들은 소스 신호 라인들(S2, S3, 및 S4)로 각각

연결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비디오 회로(1127)의 출력은 각 프레임에서 소스 신호 라인(S1)으로 연결된다. 이는 일반적인 이미

지를 얻는 동안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되는 매 시간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의 스위치를 가능하게

한다. 유사하게, 임의의 프레임에서, 비디오 회로들(1128, 1129, 및 1130)의 출력들은 각각 소스 신호 라인들(S2, S3

, 및 S4)로 연결된다.

이러한 회로들은 기판(인쇄된 기판 또는 가변 기판)을 TFT 기판의 외측에 위치시킴으로써, 또는 TFT 기판의 최상 

표면으로 LSI 칩을 접합시킴으로써, 또는 동 일한 기판 상에 비디오 스위칭 회로와 픽셀부를 형성하도록 TFT들을 사

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실시예 5]

본 실시예는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의 스위칭 회로를 포함하는 예를 설명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스위칭 회로

는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 및 비디오 신호 라인들 사이에 위치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 모드로서, 스위칭이 각각의 새로운 프레임에서 생성되는 경우가 고려된다. 제 1 프레임에서, 비디오

신호 라인(1127)의 출력은 스위치(1231)를 통해 통과하고 스위치(1203)를 '1'로 연결하는 것에 의해 아날로그 메모

리(1207) 및 스위치(1211)로 연결된다. 비디오 신호 라인(1227)의 신호는 스위치(1211)를 통해 아날로그 메모리(12

15)와 아날로그 버퍼 회로(1219)로 입력된다. 스위치(1223)는 제 1 프레임의 '1'로 연결되며 따라서 아날로그 버퍼 

회로(1219)의 출력은 소스 신호 라인(S1)으로 연결된다. 유사하게, 비디오 신호 라인들(1228, 1229, 및 1230)의 출

력들은 각각 소스 신호 라인들(S2, S3 및 S4)로 연결된다.

다음, 제 2 프레임에서, 비디오 신호 라인(1127)의 출력은 스위치(1231)를 통해 통과하고 스위치(1204)를 '2'로 연결

하는 것에 의해 아날로그 메모리(1208) 및 스위치(1212)로 연결된다. 비디오 신호 라인(1227)의 신호는 스위치(121

2)를 통해 아날로그 메모리(1216)와 아날로그 버퍼 회로(1220)로 입력된다. 스위치(1224)는 제 2 프레임의 '2'로 연

결되며 따라서 아날로그 버퍼 회로(1220)의 출력은 소스 신호 라인(S1)으로 연결된다. 유사하게, 비디오 신호 라인들

(1228, 1229, 및 1230)의 출력들은 각각 소스 신호 라인들(S2, S3 및 S4)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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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 3 프레임에서, 비디오 신호 라인(1127)의 출력은 스위치(1231)를 통해 통과하고 스위치(1205)를 '3'으로 연

결하는 것에 의해 아날로그 메모리(1209) 및 스위치(1213)로 연결된다. 비디오 신호 라인(1227)의 신호는 스위치(12

13)를 통해 아날로그 메모리(1217)와 아날로그 버퍼 회로(1221)로 입력된다. 스위치(1225)는 제 3 프레임의 '3'으로

연결되며 따라서 아날로그 버퍼 회로(1221)의 출력은 소스 신호 라인(S1)으로 연결된다. 유사하게, 비디오 신호 라인

들(1228, 1229, 및 1230)의 출력들은 각각 소스 신호 라인들(S2, S3 및 S4)로 연결된다.

이후, 제 4 프레임에서, 비디오 신호 라인(1127)의 출력은 스위치(1231)를 통해 통과하고 스위치(1206)를 '4'로 연결

하는 것에 의해 아날로그 메모리(1210) 및 스위치(1214)로 연결된다. 비디오 신호 라인(1227)의 신호는 스위치(121

4)를 통해 아날로그 메모리(1218)와 아날로그 버퍼 회로(1222)로 입력된다. 스위치(1226)는 제 4 프레임의 '4'로 연

결되며 따라서 아날로그 버퍼 회로(1222)의 출력은 소스 신호 라인(S1)으로 연결된다. 유사하게, 비디오 신호 라인들

(1228, 1229, 및 1230)의 출력들은 각각 소스 신호 라인들(S2, S3 및 S4)로 연결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비디오 신호 라인(1227)의 출력은 각 프레임에서 소스 신호 라인(S1)으로 연결된다. 이는 일반적인

이미지를 얻는 동안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되는 매 시간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의 스위칭을 가능

하게 한다. 유사하게, 임의의 프레임에서, 비디오 신호 라인들(1128, 1129, 및 1130)의 출력들은 각각 소스 신호 라

인들(S2, S3, 및 S4)로 연결된다.

[실시예 6]

본 발명의 실시예 모드와 실시예 1에서, 스위칭 수단의 스위칭은 미리 정해진 순서로 주기적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스위칭이 항상 고정된 순서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스 신호 라인(S1)이 이를 주기적으로 반복하

기 위하여 제 1 의 4개의 프레임들에서 아날로그 버퍼 출력들(A,D,C, 및 B)에, 다음 4개의 프레임들에서 A,D,C, 및 B

에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실시예 모드는, S1이 제 1 의 4개의 프레임들에서 A,D,C 및 B에, 다음 4개의 프레임들에서 

B,D,A, 및 C에 순차적으로 연결되고 이로써 랜덤한 순서로 셋업되도록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실시예들 1 

내지 5에 도시된 회로들은 자유롭게 조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본 실시예의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 구조에 제한되지 않으며 임의의 알려진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 구조가 사용될 수 있다.

[실시예 7]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게이트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의 구조의 예를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

다.

게이트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시프트 레지스터, 스케닝 방향 스위칭 회로 및 다른 구성요소들로 구성된다. 도면에

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레벨 시프터, 버퍼 등이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시프트 레지스터는 스타트 펄스(GSP), 클럭 펄스(GCL), 및 다른 것들을 수신하고 게이트 신호 라인 선택 신호를 출력

한다.

901로 표시된 시프트 레지스터는, 클럭된 반전기들(902 및 903), 반전기(904), 및 NAND(907)로 구성된다. 스타트 

펄스(GSP)는 시프트 레지스터(901)로 입력되고, 클럭 펄스(GCL) 및 GCL의 극성을 변환하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변

환된 클럭 펄스(GSPb)는 클럭된 반전기들(902 및 903)을 도통 및 비도통으로 변환시킨다. 샘플링 펄스들이 따라서 

NAND(907)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된다.

스캐닝 방향 스위칭 회로는 스위치들(905 및 906)로 구성되고,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 방향을 도면을 향하여 좌우

측으로 스위칭한다. 스캐닝 방향 스위칭 신호(U/D)가 Lo신호일 때, 시프트 레지스터는 샘플링 펄스들을 도 9의 좌측

에서 우측으로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이와 달리, 스캐닝 방향 스위칭 신호(U/D)가 Hi 신호이면, 시프트 레지스터는 샘

플링 펄스들을 도면을 향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출력한다.

시프트 레지스터로부터 출력된 샘플링 펄스들은 NOR(908)로 입력되고 인에이블 신호들(ENB)과 계산된다. 이러한 

계산의 목적은 둔해진 샘플링 펄스들에 의해 동시에 야기되는 선택 근접 게이트 신호 라인들의 에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NOR(908)로부터 출력된 신호들은 버퍼들(909 및 910)을 통해 게이트 신호 라인들(G1 내지 Gy)로 출력된다

.

시프트 레지스터들이 수신하는 스타트 펄스(GSP), 클럭 펄스(GCL) 및 다른 것들이 외부 타이밍 제어기로부터 입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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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본 실시예의 게이트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 구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의의 알려진

게이트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 구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과 조합될 수 

있다.

[실시예 8]

도 15는 디지털 입력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의 예를 도시한다. 시프트 레지스터(1501)의 출력은 버퍼 회로(150

2)를 통해 래치(latch) 회로(1503)로 입력된다. 래치 회로는 버퍼 회로의 출력이 활성화될 때 디지털 비디오 신호를 

취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하나의 라인 기간동안, 시프트 레지스터는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디지털 비디오 신

호들을 취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하나의 라인이 저장된다. 데이터의 하나의 라인 저장이 끝난 후에, 래치 펄스들은 귀

선 기간에서 입력되고 래치 회로(1503)의 데이터는 래치 회로(1504)로 보내진다.

래치 회로(1504)의 데이터는 다음 귀선 기간때까지 유지된다. 래치 회로(1504)에서 보관되는 동안, 데이터는 D/A 반

전기(1505)에 의해 아날로그 변환을 수신한다. D/A 반전기의 출력은 아날로그 버퍼 회로(1506)와 스위치(1510)를 

통해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과 조합될 수 있다.

스위치 회로(1510)는 실시예 모드에서 스위치가 행하는 바와 동일한 방법으 로 동작하며, 소스 신호 라인(S1)을 제 1

프레임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1506)와, 제 2 프레임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1509)와, 제 3 프레임의 아날로그 버퍼 회

로(1508)와, 제 4 프레임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1507)로 연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의 출력 

변동은 실시예 모드에서와 같이 평균화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불균일성이 감소되고 화질이 개선된다. 이러한 실시

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과 조합될 수 있다.

[실시예 9]

도들 16a 내지 16c는 실시예 8에 도시된 래치 회로들의 특정한 실시예들을 도시한다. 도 16a의 래치 회로는 클럭된 

반전기를 사용하고 이는 또한 위에서 설명된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의 시프트 레지스터에 사용된다. 도 16b의 래치 

회로는 반전기들과 아날로그 스위치들의 조합이다. 도 16c의 래치 회로는 도 16b로부터 하나의 아날로그 스위치를 

제거함으로써 얻어진다. 도 16c의 두개의 반전기 회로들 중 하나의 출력은 아날로그 스위치의 구동 성능보다 적은 구

동 성능을 갖도록 설계되는 아날로그 스위치로 연결되며, 따라서 메모리 상태는 아날로그 스위치를 구동시키는 것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래치 회로들의 임의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원에 도시된 것들과 다른 회로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과 조합될 수 있다.

[실시예 10]

도 13은 시프트 레지스터를 생성하기 위해 유니폴라 TFT들을 사용하는 예를 도시한다. 도 13에 도시된 예는 n-채널

TFT들을 사용한다. P-채널 유니폴라 TFT들이 n-채널 TFT들 대신 사용될 수 있다. 유니폴라 프로세스의 사용은 마

스크들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도 13에서, 스타트 펄스가 스캐닝 방향 스위칭 스위치(1302)로 입력되고, 스위칭 TFT(1311)를 통해 시프트 레지스

터(1301)로 입력된다. 시프트 레지스터(1301)는 부트 스트랩을 사용하는 세트 리셋형 시프트 레지스터이다. 시프트 

레지스터(1301)의 동작이 이하에 설명될 것이다.

스타트 펄스가 TFT(1303)의 게이트와 TFT(1306)의 게이트로 입력된다. TFT(1306)가 턴온되면, TFT(1304)의 게

이트가 TFT(1304)를 턴오프하도록 Lo로 설정된다. TFT(1310)의 게이트가 또한 TFT(1310)를 턴오프하도록 Lo로 

설정된다. TFT(1303)의 게이트의 전위는 파워 서플라이 전위의 레벨로 상승된다. 따라서, TFT(1309)의 게이트의 

전위가 파워 서플라이 전위(-Vgs)의 레벨로 먼저 상승된다. 출력 1의 초기 전위가 Lo이므로, TFT(1309)는 출력 1 

및 캐패시터(1308)가 변화하는 동안 소스 전위를 상승시킨다. TFT(1309)의 게이트가 파워 서플라이 전위 -Vgs에 

도달하면, TFT(1309)는 출력(1)이 전위에서 계속 상승하도록 여전히 온이다. TFT(1309)의 게이트는 전기 방전 경

로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파워 서플라이 전위를 지나 그 소스를 따라 전위에서 계속 상승한다.

TFT(1309)의 드레인과 그의 소스가 동일한 전위에 도달함에 따라, 출력으로의 전류 흐름은 TFT(1309)의 전위에서

의 상승을 정지시키기 위해 정지된다. 출력(1)은 따라서 파워 서플라이 전위와 동일한 Hi 전위를 출력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CLb의 전위가 Hi로 설정된다. CLb가 Lo로 하강하면, 캐패시터(1308)의 전하들은 출력(1)을 Lo로 하강시

키기 위해 TFT(1309)를 통해 CLb로 보내진다. 출력(1)의 펄스들은 다음 단의 시프트 레지스터로 전송된다. 위는 실

시예 10의 회로의 동작이다. 이러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과 조합될 수 있다.

[실시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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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평면도이다. 도 14에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은 픽셀부(1403),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1401), 게이트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1402), FPC 단자(1408)가 접합되는 외부 입력 단자(14

04), 외부 입력 단자를 각 회로의 입력부로 연결시키기 위한 배선들(1407a 및 1407b) 등을 갖는다.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은 컬러 필터 및 다른 구성요소들을 갖는, 두 기판들 사이에 삽입된 밀봉 재료(1410)를 갖는 반대 기판(1411)과 

접합된다.

광차폐층(1405)은 반대편 기판 쪽에 제공되어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1401)를 오버랩한다. 광차페층(1406)은 

반대편 기판 쪽에 형성되어 게이트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1402)를 오버랩한다. 컬러 필터(1409)는 픽셀부(1403) 위

의 반대편 기판 쪽 상에 제공되고, 광차페층과 각 픽셀에 따라 적색(R), 녹색(G), 및 청색(G)의 3개의 컬러들로 착색된

층들로 구성된다. 실질적인 디스플레이에서, 적색(R)으로 착색된 층, 녹색(G)으로 착색된 층, 및 청색(B)으로 착색된 

층은 모든 컬러 이미지를 형성한다. 3가지 컬러들로 착색된 층들은 임의로(arbitrarily) 배열 될 수 있다.

컬러 필터(1409)가 여기서는 컬러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반대편 기판 상에 위치되지만,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는다. 

색상 필터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동안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상에 형성될 수 있다.

색상 필터에서, 광차폐층은 광에 대하여 디스플레이 영역과 다른 부분들을 차페하기 위하여 인접 픽셀들 사이에 제공

된다. 구동기 회로들을 덮는 영역들의 광차폐층들(1405 및 1406)은 구동기 회로들을 덮는 영역들이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전자 장치에 디스플레이부로서 설치될 때 덮어지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이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동안 광차페층에 제공될 수 있다.

상기 광차폐층들을 사용하지 않고 광에 대하여 디스플레이 영역(픽셀 전극들 사이의 갭들)과 구동기 회로들과 다른 

부분들을 차페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컬러 필터를 구성하는 복수의 착색된 층들이 적층되고 반대편

기판과 반대편 전극 사이에 적절히 배열되어 광에 대한 이러한 영역들을 차폐한다.

따라서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완성된다. 이러한 실시예는 전달형 액티브 매트릭스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의 제조 방법을 도시하지만 반사형 액티브 매트릭스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과 조합될 수 있다.

[실시예 12]

위와 같이 제조된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액정 모듈을 구성할 수 있고 다양한 전자 장치의 디스플레이부로서 사

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 주어지는 것은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디스플레이 매체로서 포

함되는 전자 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전자 장치의 예들로는, 비디오 카메라들, 디지털 카메라들, 고글형 디스플레이들(헤드 장착형 디스플레이들), 

항법 시스템들, 오디오 재생 디바이스들(자동차 오디오들, 오디오 컴포넌트들, 등), 노트북형 개인 컴퓨터들, 게임기들

, 휴대 정보 단말들(이동 컴퓨터들, 이동 전화들, 이동형 게임기들, 및 전자책들, 등), 기록매체를 갖는 이미지 재생 디

바이스들(특히,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 등과 같은 기록 매체를 재생할 수 있고 이들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갖는 디바이스들), 등이 주어질 수 있다. 이들 전자 장치의 예들이 도 17에 도시된다.

도 17a는 프레임(2001), 지지 베이스(2002), 디스플레이부(2003), 스피커부(2004), 비디오 입력 단말(2005), 등으로

구성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이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발광 디바이스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제조에 디스플

레이부(2003)로 사용된다. 발광 소자를 갖는 발광 디바이스가 자체-발광형(self-luminous type)이면 백라이트가 필

요 없고, 이에 의해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보다 얇은 디스플레이부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라

는 용어는 이를테면, 개인용 컴퓨터들을 위한, TV 방송 수신을 위한, 광고를 위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들을 포함한다는 것에 유의한다.

도 17b는 본체(2101), 디스플레이부(2102), 이미지 수신부(2103), 조작 키들(2104), 외부 접속 포트(2105), 셔터(21

06),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스틸 카메라이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발광 디바이스는 디지털 스틸 카메라의 제조에

디스플레이부(2102)로 사용된다.

도 17c는 본체(2201), 프레임(2202), 디스플레이부(2203), 키보드(2204), 외부 접속 포트(2205), 포인팅 마우스(22

06) 등으로 구성되는 노트북형 개인 컴퓨터이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발광 디바이스는 노트북형 개인 컴퓨터의 제

조에 디스플레이부(2203)로 사용된다.

도 17d는 본체(2301), 디스플레이부(2302), 스위치(2303), 조작키들(2304), 적외부(2305), 등으로 구성되는 이동 

컴퓨터이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발광 디바이스는 이동 컴퓨터의 제조에 디스플레이부(2302)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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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e는 본체(2401), 프레임(2402), 디스플레이부 A(2403), 디스플레이부 B(2404), 기록매체(DVD와 같은) 판독

부(2405), 조작 키들(2406), 스피커부(2407) 등으로 구성되는 기록 매체(특히, DVD 재생 디바이스)가 제공된 휴대 

이미지 재생 디바이스이다. 디스플레이부 A(2403)은 주로 이미지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디스플레이부 B(2404)는 

주로 문자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며,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발광 디바이스는 휴대 이미지 재생 디바이스의 제조에 디

스플레이부 A(2303) 및 디스플레이부 B(2404)로 사용된다. 기록 매체가 제공된 재생 디바이스들은 가정용의 게임기

들 등을 포함한다는 것에 유의한다.

도 17f는 본체(2501), 디스플레이부(2502), 암(2503) 등으로 구성되는 고글 형 디스플레이(헤드 장착형 디스플레이)

이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발광 디바이스는 고글형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디스플레이부(2502)로 사용된다.

도 17g는 본체(2601), 디스플레이부(2602), 프레임(2603), 외부 접속 포트(2604), 원격 제어 수신부(2605), 이미지 

수신부(2606), 밧데리(2607), 오디오 입력부(2608), 조작 키들(2609), 아이피스 부(2610), 등으로 구성되는 비디오 

카메라이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발광 디바이스는 비디오 카메라의 제조에 디스플레이부(2602)로 사용된다.

도 17h는 본체(2701), 프레임(2702), 디스플레이부(2703), 오디오 입력부(2704), 오디오 출력부(2705), 조작키들(2

706), 외부 접속 포트(2707), 안테나(2708) 등으로 구성되는 이동 전화이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발광 디바이스는

이동 전화의 제조에 디스플레이부(2703)로 사용된다. 흑색의 배경 상에 백색의 문자들을 디스플레이함으로써, 디스

플레이부(2703)는 이동 전화의 전력 소비를 억제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된 발광 디바이스의 응용 범위는 매우 넓어서 본 발명의 

발광 디바이스는 전자 장치의 임의의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전자 장치는 실시예들 1 내지 4를 

조합하는 것에 의해 형성된 임의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출력들을 위해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사용하는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들은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의 변

동으로 인한 수직의 줄무늬들과 이미지 품질이 보다 낮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본 발명에 따라,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의 출력들은 출력 전압 변동을 평균화 시키기 위하여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주

기적으로 스위칭되고 출력에서의 변동이 따라서 감소된다.

발명의 효과

절연 기판 상에 형성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출력에서 변화되어도 수직의 줄무늬들이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

는 것으로부터 방지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픽셀들과,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있어서,

상기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고,

스위칭 회로가 상기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과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 사이에 제공되며,

상기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상기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은 회로 그룹을 형성하고,

상기 회로 그룹의 상기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연결된 상기 회로 그룹의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은 상기 스위칭 회로

에 의해 그들의 연결들이 다른 회로들로 주기적으로 스위칭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2.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픽셀들과, 상기 신호 라인들을 구

동하기 위한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있어서,

상기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고,

스위칭 회로가 상기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과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 사이에 제공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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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상기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은 회로 그룹을 형성하고,

상기 회로의 상기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연결된 상기 회로 그룹의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은 상기 스위칭 회로에 의

해 그들의 연결들이 다른 회로들로 시간적으로 랜덤하게 스위칭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3.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서, 상기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는,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있어서,

스위칭 회로가 상기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과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 사이에 제공되고,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을 형

성하며,

n개 기간들의 세트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상기 회로 그룹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연결된 상기 회로 그룹의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은 상기 스위칭 회로에 의

해 그들의 연결들이 다른 회로들로 매 기간마다 스위칭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4.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 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서, 상기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는,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있어서,

스위칭 회로가 상기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과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 사이에 제공되고,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을 형

성하며,

n개 기간들의 세트가 시간적으로 랜덤하게 반복되고,

상기 회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연결된 상기 회로 그룹의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은 상기 스위칭 회로에 의해 그

들의 연결들이 다른 회로들로 매 기간마다 스위칭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5.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서, 상기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는,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있어서,

스위칭 회로가 상기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과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 사이에 제공되고,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을 형

성하며,

n개 기간들의 세트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r번째 기간(r은 1≤r≤n을 만족하는 자연수)에서, 상기 스위칭 회로는 상기 스위칭 그룹의 m번째 소스 신호 라인(m은

1≤m≤n-r+1을 만족하는 자연수)을 (m+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로, l번째 소스 신호 라인(l은 n-r+2≤l≤n을 

만족하는 자연수)을 (l-n+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로 각각 연결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6.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서, 상기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는,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있어서,

스위칭 회로가 상기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과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 사이에 제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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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을 형

성하며,

n개 기간들의 세트가 시간적으로 랜덤하게 반복되고,

r번째 기간(r은 1≤r≤n을 만족하는 자연수)에서, 상기 스위칭 회로는 상기 스위칭 그룹의 m번째 소스 신호 라인(m은

1≤m≤n-r+1을 만족하는 자연수)을 (m+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로, l번째 소스 신호 라인(l은 n-r+2≤l≤n을 

만족하는 자연수)을 (l-n+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로 각각 연결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은 소스 팔로어 회로들인,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은 전압 팔로어 회로들인,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을 따른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청구항 10.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픽셀들과,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고,

상기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상기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은 회로 그룹을 형성하고,

상기 회로 그룹의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 각각은 상기 회로 그룹의 상기 다른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의해 주기적으

로 구동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

청구항 11.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픽셀들과,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고,

상기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상기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은 회로 그룹을 형성하고,

상기 회로 그룹의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 각각은 상기 회로 그룹의 상기 다른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의해 시간적으

로 랜덤하게 구동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

청구항 12.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으로서, 상기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

을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는,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에 있어서,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을 형

성하며,

n개 기간들의 세트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상기 회로 그룹의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 각각은 상기 회로 그룹의 다른 아 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의해 매 기간마다 

구동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

청구항 13.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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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으로서, 상기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

을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는,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에 있어서,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을 형

성하며,

n개 기간들의 세트가 시간적으로 랜덤하게 반복되고,

상기 회로 그룹의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 각각은 상기 회로 그룹의 다른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에 의해 매 기간마다 구

동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

청구항 14.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으로서, 상기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

을 구동하기 위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는,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에 있어서,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을 형

성하며,

n개 기간들의 세트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r번째 기간(r은 1≤r≤n을 만족하는 자연수)에서, 상기 회로 그룹의 m번째 소스 신호 라인(m은 1≤m≤n-r+1을 만

족하는 자연수)은 (m+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에 의해 구동되고, l번째 소스 신호 라인(l은 n-r+2≤l≤n을 만족

하는 자연수)은 (l-n+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에 의해 구동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

청구항 15.
절연 기판 상에 복수의 픽셀들과, 복수의 소스 신호 라인들과, 복수의 게이트 신호 라인들과,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를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으로서, 상기 소스 신호 라인 구동기 회로는 상기 소스 신호 라인들

을 구동하기 위한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을 갖는,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에 있어서,

n(n은 자연수이며 2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개의 소스 신호 라인들 및 n개의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이 회로 그룹을 형

성하며,

n개 기간들의 세트가 시간적으로 랜덤하게 반복되고,

r번째 기간(r은 1≤r≤n을 만족하는 자연수)에서, 상기 회로 그룹의 m번째 소스 신호 라인(m은 1≤m≤n-r+1을 만

족하는 자연수)은 (m+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에 의해 구동되고, l번째 소스 신호 라인(l은 n-r+2≤l≤n을 만족

하는 자연수) 은 (l-n+r-1)번째 아날로그 버퍼 회로에 의해 구동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

청구항 16.
제 10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은 소스 팔로어 회로들인, 액정 디스플레

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

청구항 17.
제 10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버퍼 회로들은 전압 팔로어 회로들인, 액정 디스플레

이 디바이스 구동 방법.

청구항 18.
제 10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회로는 아날로그 스위칭 회로를 포함하는, 액정 디스플

레이 디바이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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