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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의 일예인 구동회로는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에 기초하여 생성된 아날로그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표

시장치의 구동회로이다. 이 회로는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의 전압레벨을 변환하는 레벨쉬프트회로와, 레벨쉬프트

회로에 의해 레벨변환된 디지털영상신호에 기초하여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는 D/A변환회로, 및 D/A변환회로의 출력

측 또는 레벨쉬프트회로와 D/A변환회로 사이에 접속되어 직렬영상신호를 병렬로 전개하고 유지하여 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전개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레벨쉬프트회로는 따라서 영상신호레지스터회로의 전단계에 형성된다.

대표도

도 8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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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에 기초하여 생성된 아날로그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표시장치의 구동회로에 있어서,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의 전압레벨을 변환하고 기준전압에 대해서 양극디지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양극레벨쉬프

트회로와,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의 전압레벨을 변환하고 기준전압에 대해서 음극디지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음

극레벨쉬프트회로를 구비하는 레벨쉬프트회로;

상기 양극디지털영상신호에 기초하여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양극D/A변환회로와, 상기 음극디지털영상신호

에 기초하여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음극D/A변환회로를 구비하는 D/A변환회로; 및

상기 양극D/A변환회로의 출력측 또는 상기 양극레벨쉬프트회로와 상기 양극D/A변환회로 사이에 접속되어 직렬로 입력된

양극영상신호를 병렬로 전개하고 유지하여 양극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양극전개회로와, 상기 음극D/A변환회로의

출력측 또는 상기 음극레벨쉬프트회로와 상기 음극D/A변환회로 사이에 접속되어 직렬로 입력된 음극영상신호를 병렬로

전개하고 유지하여 음극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음극전개회로를 구비하는 전개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전개회로는 상기 양극레벨쉬프트회로에 의해 레벨변환되어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를 랫칭하고 랫치된

상기 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양극레지스터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음극전개회로는 상기 음극레벨쉬프트회로에 의해 레벨변환되어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를 랫칭하고 랫치된

상기 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음극레지스터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양극D/A변환회로는 상기 양극전개회로로부터 병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로부터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아날로그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고,

상기 음극D/A변환회로는 상기 음극전개회로로부터 병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로부터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아날로그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D/A변환회로는 상기 양극레벨쉬프트회로에 의해 레벨변환된 직렬의 양극디지털영상신호로부터 직렬의 양극아

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음극D/A변환회로는 상기 음극레벨쉬프트회로에 의해 레벨변환된 직렬의 음극디지털영상신호로부터 직렬의 음극아

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며,

상기 양극전개회로는 상기 직렬의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상기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양극표본유지회로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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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음극전개회로는 상기 직렬의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상기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음극표본유지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전압이 시스템그라운드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다수의 출력단자와,

출력단자의 각각에 입력되는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와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절환하는 절환회로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절환회로는 상기 양극레벨쉬프트회로의 고전압이상의 전압 또는 상기 음극레벨쉬프트회로의 저전압이하의 전압에서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절환회로의 절환동작 전에 상기 다수의 출력단자를 프리차지선에 접속하는 다수의 프리차지스위치를 더 포함하여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리차지스위치는 상기 절환회로에 선행하는 양극프리차지스위치와 음극프리차지스위치를 포함하여 이루어

지고, 상기 양극프리차지스위치는 출력단자를 양극프리차지선에 접속하며, 상기 음극프리차지스위치는 출력단자를 음극

프리차지선에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D/A변환회로는 하나의 출력을 위한 다수의 양극D/A변환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양극D/A변환소자에 의해 변환된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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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음극D/A변환회로는 하나의 출력을 위한 다수의 음극D/A변환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음극D/A변환소자에 의해 변환된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D/A변환회로와 상기 음극D/A변환회로는 각각 전압폴로어회로를 포함하고, 제1구동기간에서는 디지털영상신호

에 기초하여 선택된 신호를 상기 전압폴로어회로를 통해서 출력하며, 제2구동기간에서는 상기 전압폴로어회로를 통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D/A변환회로와 상기 음극D/A변환회로는 각각 차동입력을 절환하는 전압폴로어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D/A변환회로와 상기 음극D/A변환회로는 각각 각 RGB를 위하여 독립적인 계조전압생성회로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14.

다수의 화소를 가지는 표시패널과, 상기 화소의 밝기를 제어하는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구동회로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구동회로는,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의 전압레벨을 변환하고 기준전압에 대해서 양극디지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양극레벨쉬프

트회로와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의 전압레벨을 변환하고 기준전압에 대해서 음극디지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음극

레벨쉬프트회로를 구비하는 레벨쉬프트회로;

상기 양극디지털영상신호에 기초하여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양극 D/A변환회로와, 상기 음극디지털영상신호

에 기초하여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음극D/A변환회로를 구비하는 D/A변환회로; 및

상기 양극D/A변환회로의 출력측 또는 상기 양극레벨쉬프트회로와 상기 양극D/A변환회로 사이에 접속되어 직렬로 입력된

양극영상신호를 병렬로 전개하고 유지하여 양극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양극전개회로와, 상기 음극D/A변환회로의

출력측 또는 상기 음극레벨쉬프트회로와 상기 음극D/A변환회로의 사이에 접속되어 직렬로 입력된 음극영상신호를 병렬

로 전개하고 유지하여 음극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음극전개회로를 구비하는 전개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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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시패널은 2개의 기판사이의 액정재료와, 상기 액정재료에 전계(電界)를 인가하는 표시전극과 공통전극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공통전극에 인가되는 공통전압은 상기 표시장치의 시스템그라운드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16.

디지털영상신호가 직렬로 입력되어 기준전압에 대해서 양극 및 음극으로 각각 레벨변환된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와 음극

아날로그영상신호를 표시장치의 데이터선에 출력하는 표시장치의 구동회로에 있어서,

기판상의 제1연속영역에 형성되어 상기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양극구동회로;

상기 기판상의 상기 제1연속영역과 다른 제2연속영역에 형성되어 상기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음극구동회로;

및

상기 기판상의 상기 제1,제2연속영역과 다른 제3연속영역에 형성되어 상기 양극구동회로로부터의 상기 양극아날로그영

상신호와 상기 음극구동회로로부터의 상기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절환하는 절환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구동회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전압은 시스템그라운드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구동회로는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의 전압레벨을 변환하여 기준전압에 대해서 양극디지털영상신호를 출

력하는 양극레벨쉬프트회로와, 직렬로 입력된 양극영상신호를 병렬로 전개하고 출력하는 양극랫치회로와, 상기 양극랫치

회로로부터의 디지털영상신호를 변환하여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양극D/A변환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음극구동회로는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의 전압레벨을 변환하여 기준전압에 대해서 음극디지털영상신호를 출

력하는 음극레벨쉬프트회로와, 직렬로 입력된 음극영상신호를 병렬로 전개하고 출력하는 음극랫치회로와, 상기 음극랫치

회로로부터의 디지털영상신호를 변환하여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음극D/A변환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구동회로는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의 전압레벨을 변환하여 기준전압에 대해서 양극디지털영상신호를 출

력하는 양극레벨쉬프트회로와, 양극디지털영상신호를 변환하여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양극D/A변환회로와,

상기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병렬로 전개하고 출력하는 양극표본유지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음극구동회로는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의 전압레벨을 변환하여 기준전압에 대해서 음극디지털영상신호를 출

력하는 음극레벨쉬프트회로와, 음극디지털영상신호를 변환하여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음극D/A변환회로와,

상기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병렬로 전개하고 출력하는 음극표본유지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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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레벨쉬프트회로와 상기 음극레벨쉬프트회로 중 하나의 레벨쉬프트회로는 입력된 영상신호를 제1전압레벨로 변

환하는 제1단계 전압변환회로와, 상기 제1단계 전압변환회로의 출력을 제2전압레벨로 변환하는 제2단계 전압변환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다른 하나의 레벨쉬프트회로는 상기 하나의 레벨쉬프트회로보다 적은 단계의 전압변환회로와 지연회로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구동회로는 상기 제1연속영역에 형성되어 제1전압과 상기 제1전압보다 작은 제2전압 사이에 동작하고,

상기 음극구동회로는 상기 제2연속영역에 형성되어 제3전압과 상기 제3전압보다 작은 제4전압 사이에 동작하며,

상기 제1전압은 상기 제3전압보다 크고 상기 제2전압은 상기 제4전압보다 크며,

상기 절환회로는 상기 제3연속영역에 형성되어 상기 제1전압과 상기 제4전압 사이에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

동회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전압과 상기 제3전압은 상기 기준전압과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연속영역에 있는 MOS트랜지스터의 게이트산화막이 상기 제3연속영역에 있는 MOS트랜지스터보다 더 두

꺼운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연속영역에 있는 MOS트랜지스터의 게이트길이가 상기 제3연속영역에 있는 MOS트랜지스터보다 더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25.

등록특허 10-0734009

- 6 -



다수의 화소를 가지는 표시패널과, 디지털영상신호가 직렬로 입력되어 기준전압에 대해서 양극 및 음극으로 각각 레벨변

환된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와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상기 표시패널에 출력하는 구동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구동회로는

기판상의 제1연속영역에 형성되어 상기 디지털영상신호 중 양극디지털영상신호를 처리하고, 상기 양극디지털영상신호를

D/A변환하여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양극구동회로와,

기판상의 상기 제1연속영역과 다른 제2연속영역에 형성되어 상기 디지털영상신호 중 음극디지털영상신호를 처리하고, 상

기 음극디지털영상신호를 D/A변환하여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음극구동회로와,

상기 양극구동회로와 상기 음극구동회로로부터 출력을 절환하는 절환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표시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패널은 2개의 기판사이의 액정재료와, 상기 액정재료에 전계(電界)를 인가하는 표시전극 및 공통전극을 포함하

여 이루어지고,

상기 기준전압은 상기 공통전극에 공급되는 공통전압과 상기 표시장치의 전원공급회로의 저위전압과 동일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전압은 시스템그라운드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8.

디지털영상신호가 직렬로 입력되어 기준전압에 대해서 양극 및 음극으로 각각 레벨변환된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와 음극

아날로그영상신호를 표시장치의 데이터선에 출력하는 표시장치의 구동회로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영상신호를 상기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로 변환해 출력하는 양극구동회로;

상기 디지털영상신호를 상기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로 변환해 출력하는 음극구동회로;

상기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와 상기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절환하여 상기 데이터선에 공급하는 절환회로;

상기 양극구동회로와 상기 절환회로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데이터선에 공급되는 아날로그영상신호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변화하기 전에 상기 데이터선을 양극프리차지전압에 프리차지 할 수 있는 양극프리차지스위치; 및

상기 음극구동회로와 상기 절환회로 사이에 형성되어 상기 데이터선에 공급되는 아날로그영상신호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변화하기 전에 상기 데이터선을 음극프리차지전압에 프리차지 할 수 있는 음극프리차지스위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구

동회로.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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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전압은 시스템그라운드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30.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프리차지전압과 상기 음극프리차지전압이 시스템그라운드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31.

디지털영상신호가 직렬로 입력되어 D/A변환해서 아날로그영상신호를 표시장치의 데이터선에 공급하는 표시장치의 구동

회로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영상신호를 시스템그라운드전압에 대해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로 변환해 출력하는 양극구동회로;

상기 디지털영상신호를 시스템그라운드전압에 대해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로 변환해 출력하는 음극구동회로; 및

양극구동회로의 고전압과 음극구동회로의 저전압의 범위내에서 시스템그라운드와 다른 DC전압을 생성하여 표시장치의

공통전극에 공급하는 전원공급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는 N형TFT소자를 가지고,

상기 전원공급회로는 상기 음극구동회로의 저전압과 시스템그라운드의 범위내에서 시스템그라운드와 다른 DC전압을 생

성하여 공통전극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청구항 33.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는 P형TFT소자를 가지고,

상기 전원공급회로는 상기 양극구동회로의 고전압과 시스템그라운드의 범위내에서 시스템그라운드와 다른 DC전압을 생

성하여 공통전극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회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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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표시장치의 구동회로와 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도트반전구동을 가진 액정표시장치에 적합한

구동회로에 관한 것이다.

액정표시장치는 휴대폰과 같이 소비전력이 낮고 경량이면서도 얇은 전자기구의 표시장치로 채용된다. 액정표시장치에는

단순매트릭스형과, 화소회로에서 TFTs (Thin Film Transistors)와 같이 능동소자를 사용하는 능동매트릭스형이 알려져

있다.

도 1은 공지의 액정표시장치의 블록도이다. 액정표시장치는 주사선구동회로(2)와, 액정패널(3)과, 제어회로(7)와, 데이터

선구동회로(51)과, 전원회로(58)과, 공통전압(common voltage)생성회로(59)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제어회로(7)에는

영상신호와, 수직동기신호(Vsync)와, 수평동기신호(Hsync) 및 도트클락신호(dCLK)의 각 신호가 입력된다. 전원회로

(58)에는 VDC와 GND의 전원전압이 공급된다. 모든 TFT의 게이트전극은 행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주사선(5)에 접속되

고 드레인전극은 열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데이터선(4)에 접속된다. 각 데이터선(4)에는 제어회로(7)에 의해 제어되는

데이터선구동회로(51)로부터의 표시신호가 입력된다. 이런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제어회로(7)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주

사선구동회로(2)가 주사선(5)를 순번에 따라 주사하게 되고 디스플레이에 하나의 영상을 표시하게 된다(선순차방식). 이

런 하나의 영상은 프레임(frame) 또는 필드(field)이라고 불린다.

공지의 액정표시장치에서는 데이터선(4)에서 TFT를 경유하여 화소에 인가되는 전압(이하, '화소전압'이라 한다)의 극성

은 소정의 기간마다 반전된다. 즉, 화소는 교류로 구동된다. 여기에서 사용된 '극성'이라는 단어는 액정의 공통전극의 전압

(공통전압)을 기준으로 화소전압이 양인지 음인지를 나타낸다. 이런 구동방법은 액정재료의 퇴화를 억제하기 위해 적용된

다. 한 예로서,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접한 화소마다 극성이 다르도록 모든 인접한 데이터선과 주사선마다 화소전압의

극성이 반전되는 도트반전구동방식과,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인접한 데이터선마다 그리고 2개 주사선마다 극성이 반

전되는 2선도트반전구동방식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동방식에서는 플릭커링(flickering)과 다른 결점이 저감되고 화질

이 향상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트반전구동방식을 실현하는 데이터선구동회로(51)이 일본특허출원공개공보 10-62744호에

개시되었다. 데이터선구동회로(51)는 쉬프트레지스터회로(61)과, 데이터레지스터회로(62)와, 데이터랫치회로(63)와, 절

환회로A(64)와, 레벨쉬프트회로P(65)와, 레벨쉬프트회로N(66)과, D/A변환회로P(67)와, D/A변환회로N(68)과, 절환회로

B(69)와, 신호처리회로(70)와, 양극계조(階調)전압생성회로(71)와, 음극계조전압생성회로(7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신호처리회로(70)에는 랫치신호(STB)와 극성신호(POL)가 입력된다. 쉬프트레지스터회로(61)에는 수평시작신호(STH)

와 클락신호(CLK)가 입력된다. 절환회로A(64)는 양극구동회로 또는 음극구동회로의 어느 하나에 입력하도록 영상신호를

선택한다. 그리고 절환회로B(69)는 선택된 출력이 영상신호와 대응되도록 양극구동회로와 음극구동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절환시킨다.

양극구동회로는 공통전압에 대해 영상신호를 양으로 레벨변환하는 레벨쉬프트회로P(65)와 양극D/A변환회로(67)를 포함

하여 이루어진다. 음극구동회로는 공통전압에 대하여 영상신호를 음으로 레벨변환하는 레벨쉬프트회로N(66)과 음극D/A

변환회로(68)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각 전압설정의 예로서 공통전압은 5V, 양극전압은 5V∼10V, 음극전압은 0V∼5V

라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공통전압, 데이터선구동회로의 전압 및 주사선구동의 전압은 전원회로(58)에 의해 발생된다.

도5는 랫치신호(STB), 극성신호(POL) 및 인접한 데이터선(4)의 출력 간의 관계를 나타낸 타이밍 차트이다.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접한 데이터선의 극성은 반전되고 각 프레임용 데이터선의 출력은 반전된다. 도 6은 절환회로A(64)와 절환

회로B(69)의 상세도로서, 도5에 도시된 각 타이밍에서 스위칭상태를 나타낸다. 도5와 도6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절환

회로A(64)와 절환회로B(69)는 매 라인과 프레임마다 출력이 반전되도록 스위칭동작을 수행하여 도트반전구동을 실현시

킨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구동회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첫번째 문제점은 회로규모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각 데이터

선에 대응되는 각 구동회로에 레벨쉬프트회로가 제공된다. 레벨쉬프트회로에 입력되는 전압과 레벨이 변환되는 전압 간의

차이가 크다면 회로규모가 커진다. 게다가 레벨쉬프트회로에서 전원전압이 높으면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의 내압(耐壓)이

클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게이트산화막(Tox)이 두꺼워지고, 게이트길이(L)와 게이트폭(W)이 커지며, 소자간 거리가 길어

진다. 그 결과로 회로면적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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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래의 구동회로(도4)에서 한 주사선의 영상신호는 데이터랫치회로(63)에서 평행하게 랫치된 후 두 개의 인접한 신

호마다 양 또는 음으로 레벨변환된다. 따라서, 영상신호가 n-비트신호이고 데이터선의 수가 m이면 각 구동회로에서 요구

되는 레벨쉬프트회로의 수는 n×m이다.

또한 종래의 구동회로에서 1개 주사선의 디지털영상신호가 데이터랫치회로(63)에서 평행하게 랫치된 후 두 개의 인접한

신호마다 신호들이 양 또는 음의 레벨쉬프트회로(65,66)에 절환된다. 따라서 디지털영상신호를 절환하는 데 필요한 절환

회로(64)의 수는 역시 n×m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전력소비가 크다는 것이다. 만약 공통전압이 5V이면 양극에서 약 10V의 높은 레벨전압이 전원회로에서

생성되고 그 결과로 전원회로의 효율은 감소하며 전력소비가 증가한다. 다수의 축전기와 스위치로 구성된 전하펌프구조가

전원회로에 사용되고 2.5V에서 10V의 전압이 생성되면 전원효율은 약 60%에서 70%이다. 스위치들은 기생축전기를 가

지고 있고 전력은 이 기생축전기에 의해 소비되므로 효율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전압이 2.5V에서 5V로 증가되면 효율은

80%이고, 전압이 5V에서 10V로 증가되면 효율이 비슷하게 80%이지만, 전압이 2.5V에서 10V로 증가되면 효율은 80%

×80%=64%이다. 구동에 사용되는 전원전압이 높다면 승압회수가 증가하여 전원회로의 효율은 감소하고 소비전력은 증

가하게 된다.

본 발명은 상기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표시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구동회로의 회로규모를

저감시키고, 표시장치의 소비전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르면, 직렬로 입력되는 디지털영상신호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아날로그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표

시장치의 구동회로가 제공된다. 구동회로는 직렬로 입력되는 디지털영상신호의 전압레벨을 변환하는 레벨쉬프트회로와,

레벨쉬프트회로에 의해 레벨이 변환된 디지털영상신호에 기초하여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는 D/A변환회로와, D/A변

환회로의 출력측 또는 레벨쉬프트회로와 D/A변환회로 사이에 접속되어 직렬로 입력된 영상신호를 병렬로 전개하고 유지

하여 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전개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레벨쉬프트회로를 D/A변환회로와 전개회로의 전단

계에 배치함으로써 회로규모를 저감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르면, 다수의 화소를 가지는 표시패널과, 화소의 밝기를 제어하는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하

는 구동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표시장치가 제공된다. 구동회로는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의 전압레벨을 변환

하는 레벨쉬프트회로와, 레벨쉬프트회로에 의해 레벨이 변환된 디지털영상신호에 기초하여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생성하는

D/A변환회로와, D/A변환회로의 출력측 또는 레벨쉬프트회로와 D/A변환회로 사이에 접속되어 직렬로 입력된 영상신호를

병렬로 전개하고 유지하여 영상신호를 병렬로 출력하는 전개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르면, 기준전압에 대해서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와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표시장치의 데이

터선에 출력하는 표시장치의 구동회로가 제공된다. 구동회로는 기판상의 제1연속영역에 형성되어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

를 출력하는 양극구동회로와, 기판상의 제1연속영역과 다른 제2연속영역에 형성되어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음극구동회로와, 기판상의 제1,제2연속영역과 다른 제3연속영역에 형성되어 양극구동회로로부터의 양극아날로그영상신

호와 음극구동회로로부터의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절환하는 절환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이러한 소자

배치는 칩 크기를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르면, 다수의 화소를 가지는 표시패널과, 기준전압에 대해 양극인 아날로그영상신호와 음극인

아날로그영상신호를 표시패널에 출력하는 구동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표시장치가 제공된다. 구동회로는 양극구동회

로와 음극구동회로와 절환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양극구동회로는 기판상의 제1연속영역에 형성되어 양극디지털영

상신호를 처리하고, 양극디지털영상신호를 D/A변환하여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한다. 음극구동회로는 기판상의 제

1연속영역과 다른 제2연속영역에 형성되어, 음극디지털영상신호를 처리하고, 음극디지털영상신호를 D/A변환하여 음극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한다. 절환회로는 양극구동회로와 음극구동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절환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르면, 기준전압에 대해서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와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표시장치의 데이

터선에 출력하는 표시장치의 구동회로가 제공된다. 구동회로는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양극구동회로와, 음극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음극구동회로와,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와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절환하여 데이터선에

제공하는 절환회로와, 양극구동회로와 절환회로 사이에 형성되며 데이터선에 제공되는 아날로그신호가 양극에서 음극으

로 변화되기 전에 데이터선을 양극프리차지(pre-charge)전압에 프리차지 할 수 있는 양극프리차지스위치와, 음극구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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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절환회로 사이에 형성되며 데이터선에 제공되는 아날로그신호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변화되기 전에 데이터선을 음극

프리차지(pre-charge)전압에 프리차지 할 수 있는 음극프리차지스위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양극,음극구동회로가 프

리차지스위치를 각각 가지고 있으므로 회로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전압소자의 프리차지스위치를 제조하는 것이 가

능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르면, 디지털영상신호를 D/A변환하여 표시장치의 데이터선에 아날로그영상신호를 공급하는

표시장치의 구동회로가 제공된다. 구동회로는 시스템그라운드전압에 대해 양극인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양극구동

회로와, 시스템그라운드전압에 대해 음극인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음극구동회로와, 양극구동회로의 고전압과 음

극구동회로의 저전압의 범위내에서 시스템그라운드전압과 다른 직류전압을 생성하여 표시장치의 공통전극에 공급하는 전

원공급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공통전압은 피드스루(feed-through)오차를 보상할 수 있다.

제1실시예

도 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 액정표시장치의 블록도이다. 다수의 데이터선들(4)과 데이터선(4)에 직교하도록 배

치되는 다수의 주사선들(5)이 액정패널(3)상에 형성되고, 이 선들의 교차점에는 절환소자로서 TFT(Thin Film

Transistors)와 액정 등을 함유하는 화소(6)가 형성된다. 화소에는 액정에 전계(electric field)를 인가하는 표시전극과 공

통전극이 형성된다.

표시전극에는 데이터선으로부터 화소의 밝기(빛의 투과량)를 제어하는 아날로그영상신호가 공급되고, 공통전극에는 공통

전압(직류전압)이 공급된다. 또한 액정표시장치는 데이터선(4)을 구동하는 데이터선구동회로(1)와, 주사선(5)을 구동하는

주사선구동회로(2)와, 데이터선구동회로(1)와 주사선구동회로(2)를 제어하는 제어회로(7)와, 제어회로(7)와 데이터선구

동회로(1)와 주사선구동회로(2)에 전압을 공급하는 전원회로(8)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전원회로(8)에 공급되는 전원전

압의 고위전압은 VDC이고 저위전압은 시스템그라운드 GND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선구동회로(1)의 블록도이다. 회로의 각 구성요소의 구성과 동작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데이

터선구동회로(1)는 쉬프트레지스터회로(11,21)와, 데이터레지스터회로(12,22)와, 데이터랫치회로(13,23)와, D/A변환회

로(14,24)와, 계조(階調)전압생성회로(15,25)와, 신호처리회로(31)와, 레벨쉬프트회로(32)와, 절환회로(33)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데이터선구동회로(1)에 입력된 신호는 디지털영상신호Dx(이하 '영상신호Dx'라 한다.)와, 클락신호(CLK)와, 수평시작신

호(STH)와, 랫치신호(STB)와, 극성신호(POL)를 포함한다. 이러한 신호로부터 신호처리회로(31)에서 소망되는 타이밍신

호가 생성되어 후술할 데이터랫치회로(13,23)와 절환회로(33)를 제어하게 된다. 또한 신호처리회로(31)는 도 9에 도시된

클락생성회로(3161)를 포함한다. 클락생성회로(3161)에서는 클락신호(CLK)로부터 도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락신호

(CLK)와 동기화된 CK1신호, CK2신호, 및 CK3신호가 생성된다.

64계조(6비트)컬러액정표시장치에서 영상신호(Dx)에 관해서는 DR( DR00, DR01, DR02, DR03, DR04, DR05), DG(

DG00, DG01, DG02, DG03, DG04, DG05), DB( DB00, DB01, DB02, DB03, DB04, DB05)의 총 18비트로 구성된 1표시

단위(3화소)의 신호가 클락신호(CLK)와 동기하여 입력된다. 영상신호(Dx)가 각 R, G 및 B에 관해서 6비트인 경우에 대해

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이 숫자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고 영상신호(Dx)는 7비트이상일 수도 있고 5비트이하일 수도 있

다.

데이터선구동회로(1)에 입력될 디지털영상신호가 각 1표시단위(3화소, 18비트)에 입력되면 화소수가 QVGA

(240RGB×320)일 때 데이터선구동회로(1)의 클락주파수는 (프레임 주파수)×(화소수) = 60Hz × 320 × 240 = 약 4.6

MHz이다. 화소수가 QVGA의 4배인 VGA(480RGB×640)일지라도 영상신호가 매 2표시단위마다 데이터선구동회로(1)에

입력되면 충분한 클락주파수는 9.2MHz가 될 것이다.

수평시작신호(STH)가 쉬프트레지스터회로(11,21)에 입력되고, 클락신호(CLK)와 동기화된 표본화신호가 쉬프트레지스

터회로(11,21)에 연속적으로 생성된다. 쉬프트레지스터회로는 다수의 플립플롭(flip-flop)회로들로 이루어진다. 클락신호

(CLK)와 동기하여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영상신호(Dx)는 표본화신호에 따라 데이터레지스터회로(12,22)에 랫치된다. 데

이터레지스터회로(12,22)에 랫치된 영상신호(Dx)는 랫치신호(STB)의 입력에 대응하여 데이터랫치회로(13,23)에 병렬적

으로 출력되고, 데이터랫치회로(13,23)에 랫치된다. 데이터랫치회로(13,23)는 D/A변환회로(14,24)에 접속되고 극성신호

(POL)에 따라 양극신호와 음극신호를 택일적으로 선택하는 절환회로(33)를 통하여 각 데이터선에 양극신호와 음극신호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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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선구동회로(1)는 다른 극성의 아날로그영상신호를 인접한 데이터선에 동시에 출력한다. 데이터선구

동회로(1)는 양극의 아날로그영상신호를 공급하는 양극구동회로(10)와, 음극의 아날로그영상신호를 공급하는 음극구동회

로(2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양극 또는 음극신호는 절환회로(33)에 의해 선택되어 데이터선에 출력된다. 여기에서 양

극과 음극은 액정의 액정공통전극의 전압(공통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화소전압의 양 또는 음을 가리킨다.

본 발명은 특히 아날로그신호를 데이터선에 공급하는 구동회로와 관련된다. 양극구동회로(10)의 동작전압은 VPL에서

VPH까지이고, 음극구동회로(20)의 동작전압은 VNL에서 VNH까지이다. 데이터선을 구동하는 구동회로의 기준전압은 시

스템GND(0V)이고 공통전압도 시스템GND이다. VPL과 VNH가 GND와 같을 경우에는 VPL과 VNH가 GND에 쇼트될 수

있다. 만약 다음의 관계가 성립하면 즉 VPH>VPL, VPH>VNH, VNH>VNL, VPL>VNL이 성립하면, VNH와 VPL이 다른

전압일 수 있다. 이하에서 설명을 간편화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는 VPL=VNH=GND, VPH=5V, VNL=-5V라

고 가정한다. 또한 액정의 임계전압이 약 3V에서 동작되면, VPH는 3V, VNL은 -3V일 수 있다. 또는 TFT의 기생축전기

에 기인한 피드스루오차가 고려된다면 VPH는 6V, VNL은 -4V이거나 VPH는 4V, VNL은 -6V일 수 있다.

양극구동회로(10)는 적어도 양극D/A변환회로(14)와, 양극계조전압생성회로(15)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실시예에서

는 양극구동회로(10)는 양극쉬프트레지스터회로(11)와, 랫치회로인 양극레지스터회로(12)와, 양극데이터랫치회로(13)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각 회로의 동작전압은 GND에서 VPH까지이다. 음극구동회로(20)는 적어도 음극D/A변환회로

(24)와, 음극계조전압생성회로(25)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음극구동회로(20)도 역시 음극쉬프트레지스터회로(21)와, 랫

치회로인 음극레지스터회로(22)와, 음극데이터랫치회로(23)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각 회로의 동작전압은 VNL에서

GND까지이다.

신호처리회로(31)는 VSS에서 VDD까지 동작한다. 따라서, 레벨쉬프트회로(32)는 신호처리회로(31)와 양극구동회로(10)

와 음극구동회로(20) 사이에 제공된다. 신호처리회로(31)의 저위전압(VSS)이 GND에 쇼트될 수도 있고 VSS는 GND와 다

른 전압일 수도 있다. 이하 제1실시예에서는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VSS는 GND와 같다고 가정한다.

레벨쉬프트회로(32)는 신호처리회로(31)에서 생성된 신호에 대응하여 후술할 양극레벨쉬프트회로(321), 음극레벨쉬프트

회로(322)와, 고압레벨쉬프트회로(323)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양극구동회로(10)와 음극구동회로(20)에 입력될 신호는

양극레벨쉬프트회로(321)와 음극레벨쉬프트회로(322)에 따라서 각 동작전압에 레벨변환된 후 입력된다. 예를 들면, 클락

신호(CLK)로부터 생성된 CK3신호에 있어서, 양극쪽에 레벨변환된 CK3_P신호는 양극구동회로(10)에 입력되고, 음극쪽

에 레벨변환된 CK3_N신호는 음극구동회로(20)에 입력된다. 시작신호(STH)와 같이 다른 신호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신호

_P와 신호_N은 각각 양극구동회로(10)와 음극구동회로(20)에 입력된다. 절환회로(33)을 제어하는 신호는 (VPH - VNL)

의 전압에서 동작되는데 고압레벨쉬프트회로(323)를 경유하여 입력된다. 여기에서 절환회로(33)를 제어하는 신호의 전압

은 VPH이상의 전압이거나 VNL이하의 전압일 수 있다.

이하에서 레벨쉬프트회로(32)를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11과 도12에 도시된 회로는 본 실시예에 사용된 레벨쉬프트회

로(32)이다. 일반적인 트랜지스터 기호가 도11,12에 도시된 회로에 사용된다. 따라서, 게이트에 원이 부착된 트랜지스터

는 P채널트랜지스터이고 게이트에 원이 없는 트랜지스터는 N채널트랜지스터이다. 동일한 기호가 이하 도면에서 사용된

다. 도11에 도시된 양극레벨쉬프트회로(321)는 (GND- VDD)레벨을 가진 신호를 양극신호(GND-VPH)로 변환시킨다. 음

극레벨쉬프트회로(322)는 (GND-VDD)레벨을 가진 신호를 음극신호(VNL-GND)로 변환시킨다. 양극레벨쉬프트회로

(321)는 지연(遲延)회로(3211)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레벨쉬프트회로와 동일하다. 입력전압을

변환하는 양극레벨쉬프트회로(321)는 P채널트랜지스터(3212)와 N채널트랜지스터(3214)의 직렬회로와, P채널트랜지스

터(3213)와 N채널트랜지스터(3215)의 직렬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이러한 회로들은 VPH-GND간에 병렬로 접속

된다. 외부로부터의 입력은 낮은 전압측에서 N채널트랜지스터(3214)나 N채널트랜지스터(3215)의 게이트로 입력되고,

하나의 직렬회로에 있어서 P채널트랜지스터(3213)와 N채널트랜지스터(3215)의 중간노드(P채널트랜지스터(3213)와 N

채널트랜지스터(3215)의 사이) P2로부터 신호가 출력된다. P채널트랜지스터(3212) 또는 P채널트랜지스터(3213)의 게이

트는 또 다른 직렬회로의 중간노드 P1 또는 P2에 접속된다.

다음에는 양극레벨쉬프트회로(321)의 동작을 설명한다. 간편함을 위해 노드Q나 노드QB의 입력에 대해 노드P2의 출력을

설명한다. H레벨 즉, VDD전압이 노드Q에 입력되면, N채널트랜지스터(3214)가 활성화(active) 되고, 노드P1은 GND 즉

L레벨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P채널트랜지스터(3213)가 활성화 되고, 노드P2가 VPH라고 가정한다. 역으로, L레벨 즉

GND가 노드Q에 입력되면 노드QB는 이 때 H레벨이 되므로, N채널트랜지스터(3215)가 활성화 된다. 따라서, 노드P2는

GND라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입력신호에 따라 출력된 신호는 지연회로(3211)를 경유하여 인버터(3216)에 의해 외부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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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레벨쉬프트회로(322)는 2단계구조의 레벨쉬프트회로인데 첫번째 단계의 레벨쉬프터(level shifter)는 VNL-VDD변

환을 위한 것이고 두번째 단계의 레벨쉬프터(level shifter)는 VNL-GND변환을 위한 것이다. 첫번째 단계는 P채널트랜지

스터(3221)와 N채널트랜지스터(3223)의 직렬회로와, P채널트랜지스터(3222)와 N채널트랜지스터(3224)의 직렬회로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회로들은 VDD와 VNL사이에 접속된다. 외부로부터의 입력은 고전압측의 P채널트랜지스터(3221) 또

는 P채널트랜지스터(3222)의 게이트로 입력되고, 하나의 직렬회로에서 P채널트랜지스터(3222) 또는 N채널트랜지스터

(3224)의 중간노드P4로부터 신호가 출력된다. N채널트랜지스터(3223) 또는 N채널트랜지스터(3224)의 게이트는 또 다

른 직렬회로의 중간노드 P3 또는 P4에 접속된다. 외부로부터의 극성이 다른 신호는 노드QB,Q로부터 고전압측에 접속된

P채널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입력된다.

두번째 단계에서, 첫번째 단계로부터의 출력은 저전압측에 접속된 N채널트랜지스터(3227)와 N채널트랜지스터(3228)의

게이트로 입력된다. 두번째 단계의 출력은 인버터(3229)를 경유하여 외부로 출력된다. 두번째 단계의 회로구성은 비록 전

원전압이 다르긴 하지만 양극레벨쉬프트회로의 레벨쉬프터(3211)의 그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두번째 단계는 P채널트랜

지스터(3225)와 N채널트랜지스터(3227)의 직렬회로와, P채널트랜지스터(3226)와 N채널트랜지스터(3228)의 직렬회로

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회로들은 GND와 VNL사이에 접속된다.

다음에서는 음극레벨쉬프트회로(322)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첫째로, 노드Q 또는 노드QB에 대응하는 노드P3와 노드

P4의 출력을 설명한다. H레벨 즉, VDD가 노드Q에 입력되면, 노드QB는 L레벨 즉 GND전압이므로 P채널트랜지스터

(3222)는 활성화 된다. 따라서 노드P4는 VDD 즉 H레벨이라고 가정한다. 그 결과로 N채널트랜지스터(3223)가 활성화 되

고 노드P3는 VNL 즉 L레벨이라고 가정한다. 역으로 L레벨 즉 GND가 노드Q에 입력되면, P채널트랜지스터(3221)는 활성

화 되고 노드 P3는 VDD 즉 H레벨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N채널트랜지스터(3224)는 활성화 되고, 노드P4는 VNL 즉 L

레벨이라고 가정한다.

다음에는 노드P4에 관련하여 노드P6의 출력을 설명한다. 노드P4가 H레벨 즉 VDD이면, N채널트랜지스터는 활성화 되고

노드P5는 VNL 즉 L레벨이라고 가정한다. 그 결과로 P채널트랜지스터(3226)는 활성화 되고 노드P6은 GND라고 가정한

다. 역으로 노드P4가 L레벨 즉 VNL이면 노드P3는 H레벨이라고 가정한다. 그 결과로 N채널트랜지스터(3228)는 활성화

되고, 노드P6은 VNL이라고 가정한다.

2단계구조를 갖는 음극레벨쉬프트회로(322)는 긴 지연(遲延)시간을 가진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양극레벨쉬프트회

로(321)에는 음극레벨쉬프트회로의 지연시간과 같은 지연시간을 얻도록 지연회로(3221)가 설치될 수 있다. 비록 레벨변

환이 변환기(converter)를 이용하여 수행되기는 하지만, 변환기에서 정상전류(定常電流)가 흐르고 따라서 소비전력이 높

기 때문에 액정표시장치 및 다른 휴대형 전자기기에도 그것이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다.

도 12에 고전압레벨쉬프트회로(323)가 보다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이 회로의 회로구성은 음극레벨쉬프트회로(32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2단계로 이루어진다. 상세하게는 첫번째 단계는 P채널트랜지스터(3231)와 N채널트랜지스터(3233)

의 직렬회로와, P채널트랜지스터(3232)와 N채널트랜지스터(3234)의 직렬회로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회로들은 VDD와

VNL사이에 접속된다. 두번째 단계는 P채널트랜지스터(3235)와 N채널트랜지스터(3237)의 직렬회로와, P채널트랜지스

터(3236)와 N채널트랜지스터(3238)의 직렬회로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회로들은 VPH와 VNL사이에 접속된다. 고전압레

벨쉬프트회로(323)는 (GND-VDD)레벨의 신호를 (VNL-VPH)레벨로 변환한다. 첫번째 단계에서 (GND-VDD)레벨의 신

호가 (VNL-VDD)레벨로 변환되고, 두번째 단계에서 (VNL-VPH)레벨로 변환된다. 동작원리가 전술한 음극레벨쉬프트회

로(322)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두번째 단계의 출력은 인버터(3239)를 경유하여 외부로 출력된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절환회로(33)는 VPH이상의 전압, VNL이하의 전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고전압레벨쉬프트회로

(323)의 동작전압은 VPH이상의 전압, VNL이하의 전압이다.

컬러표시에서는 1표시단위는 RGB의 3화소(도트)로 구성된다. 따라서, RGB의 3도트가 1단위의 표시컬러를 구성한다. 도

트반전구동방식에서는 도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 X1선의 첫 표시단위(R1,G1,B1)에 인가되고, (-,+,-)가 두번

째 표시단위(R2,G2,B2)에 인가된다. 즉, 인접한 도트의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개의 인접한 단자 Y(2i-1), Y(2i) (i는 자

연수)에서는 양과 음 또는 음과 양이 동시에 공급된다. 여기에서, RGB의 3도트단위(1표시단위) 즉, 양과 음의 2도트단위

보다는 2와 3의 공배수인 6도트단위 즉, 매 2표시단위마다 제어가 수행되면 신호처리회로(31)의 회로구성이 간단해진다.

6도트단위 외에도 12도트단위 또는 18도트단위와 같이 6의 배수인 비트수로 제어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4는 신호처리회로(31)에서 영상신호Dx(DR,DG,DB)가 양극구동회로(10) 또는 음극구동회로(20)로 분배되는 회로를

나타낸다. 첫번째 표시단위영상신호(R1,G1,B1)와 두번째 표시단위영상신호(R2,G2,B2)는 CK1신호와 CK2신호에 따라

각각 랫치회로(311)와 랫치회로(312)에 랫치되고, 첫번째 표시단위영상신호(R1,G1,B1)와 두번째 표시단위영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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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G2,B2)는 CK3신호에 따라 랫치회로(313)에 동시에 랫치된다. 랫치회로(313)에 랫치된 영상신호는 영상신호절환회

로(314)에 의해 양극구동회로(10)와 음극구동회로(20) 중 하나에 선택적으로 입력된다. 영상신호절환회로(314)의 출력의

선택은 극성신호(POL)의 H,L에 따라 수행된다.

도 14는 데이터선구동회로(1)에 입력되는 영상신호(Dx)가 각 1표시단위를 위하여 입력되고, 6비트단위로 제어를 수행하

기 위해서 랫치회로(311,312)와 클락신호(CLK)로부터 생성된 CK1,CK2신호를 사용하여 영상신호가 랫치회로(313)에 6

도트로 랫치되는 경우와 관련된다. 그러나, 데이터선구동회로(1)에 입력되는 영상신호가 본래 2표시단위(36비트)를 위한

것이라면, 랫치회로(311,312)가 불필요하고 영상신호(Dx)가 클락신호(CLK)와 동기화되어 랫치회로(313)에 랫치될 수

있다. 따라서, 클락신호(CK1,CK2,CK3)의 생성은 생략될 수 있다. 그 결과로 회로규모는 감소될 수 있다. 또한 CLK_P신

호와 CLK_N신호는 클락신호(CLK)로부터 생성될 수 있고 양극구동회로(10)와 음극구동회로(20)에 입력될 수 있다.

도15a,15b는 영상신호절환회로(314)와 극성신호(POL)에 따른 스위칭상태를 상세하게 나타낸다. 도15a는 극성신호

(POL)=L인 상태를 나타내고, 도15b는 극성신호(POL)=H인 상태를 나타낸다. 영상신호절환회로(314)는 스위치(3141)와

스위치(314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영상신호절환회로(314)는 영상신호 DR1과 DG1, DB1과 DR2, DG2와 DB2를 각

쌍으로 잡아 양극레벨쉬프트회로(321) 또는 음극레벨쉬프트회로(322)에 입력을 스위칭함으로써 스위치(3141,3142)를

극성신호(POL)의 H,L에 따라 온과 오프를 스위치한다. 도15a,15b에 의하면 극성신호(POL)=L(도15a)이면 스위치(3141)

는 온으로 되고 스위치(3142)는 오프된다(도13의 X1선에 상당하다.). 도1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극성신호(POL)=H이면

스위치(3141)는 오프 되고 스위치(3142)는 온으로 된다(도13의 X2선에 상당하다.).

도 16은 D/A변환회로(14,24)로부터 출력을 스위치하고 그것들을 데이터선에 출력하는 절환회로(33)를 상세하게 나타낸

다. 절환회로(33)는 스위치(331)와, 스위치(332)와, 프리차지스위치(333)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절환회로(33)는 후술

할 고전압소자로 제조된다. 양극구동회로(10)와 음극구동회로(20)는 후술할 중전압소자로부터 제조된다. 중전압은 액정

의 임계전압과 동등한 전압이고, 고전압은 액정의 임계전압보다 2배이상의 전압이다.

도17은 영상신호를 데이터레지스터회로(12,22)에 랫치하는 타이밍과 데이터선을 구동하는 타이밍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는 타이밍 차트이다. 도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상신호를 데이터레지스터회로(12,22)에 랫치하는 타이밍과 데이터선을

구동하는 타이밍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수평기간에 의해 스태거된다(staggered). 다시 말해서 주사선(Xk)에 상당하는 영

상신호는 (K-1)번째 수평기간에서 데이터레지스터회로(12,22)에 랫치되고, (K-1)번째 수평기간에 랫치된 영상신호는 K

번째 수평기간에서 데이터랫치회로(13,23)에 의해 랫치되고, 데이터선은 이 영상신호에 따른 신호에 의해 구동된다.

도 18은 D/A변환회로(14,24)의 상세도이다. D/A변환회로(14,24)는 디코더회로(144,244)와, 증폭기(141,241)와, 스위치

(142,143,242,243)를 포함하는 회로로 구성될 수 있다. 디코더회로(144,244)는 예를 들어 도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

될 수 있다. 도19에서 그것들은 논리회로와 다수의 스위치들로 구성되고 영상신호(Dx)를 입력하는 입력단자와, 인버터

(4411)와, 인버터(4412)와, 논리회로(4413,4414,4415,4416)와, N채널트랜지스터(4417,4418,4419,4420)와, 출력단자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것들은 역시 도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도20에 도시된 구성에서 그것들은 영상

신호(Dx)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단자와, 인버터(4421)와, 인버터(4422)와, N채널인핸스먼트형(4423)과, N채널디프레션

형(4424)과, 출력단자를 가진다. 계조전압을 선택하기 위한 다수의 스위치들은 병렬로 접속된 P채널트랜지스터와 N채널

트랜지스터를 가지는 트랜스퍼(transfer)스위치로 구성된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N채널트랜지스터만 도시한다. 양극

계조전압생성회로(15)와 음극계조전압생성회로(25)는 다수의 저항들이 직렬로 연결되는 저항스트링(string)회로로 구성

되고 따라서 저항치는 감마특성과 일치하도록 설정되며, 소망되는 계조전압(Vn)은 각 접속점으로부터 얻어진다. 각 계조

전압은 D/A변환회로(14,24)에 접속된다.

다음은 도 21, 도15, 도16에 도시된 타이밍차트를 사용하여 각 스위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설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1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6개의 데이터선과 2개의 주사선이 있는 경우를 고려한다. 역시 단자(Y1)가 데이터선(R1)에 접속되

고, 단자(Y2)가 데이터선(G1)에 접속되고, 단자(Y3)가 데이터선(B1)에 접속되고, 단자(Y4)가 데이터선(R2)에 접속되고,

단자(Y5)가 데이터선(G2)에 접속되고, 단자(Y6)가 데이터선(B2)에 접속되고, 각 데이터선 R1, G1, B1, R2, G2, B2에 대

응하는 영상신호는 DR1, DG1, DB1, DR2, DG2, DB2로 나타내어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도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트반

전구동이 첫번째 주사선 X1에서 각 소자의 극성이 (+, -, +, -, +, -)로 되고 두번째 주사선 X2에서 각 소자의 극성이 (-,

+, -, +, -, +)로 되도록 수행되는 예를 설명한다.

첫째로,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예로서 데이터선 R1과 G1을 설명한다. 극성신호(POL)가 (K-1)번째 수평기간에서 L일

때, 영상신호절환회로(314)는 도15a에 도시된 스위치상태에 있고, 스위치(3141)는 온으로 스위치되며, 스위치(3142)는

오프로 스위치되고, 영상신호(DR1)는 양극레벨쉬프트회로(321)를 경유하여 양극구동회로(10)에 입력되며, 양극데이터레

지스터회로(12)에 랫치된다. 영상신호 DG1은 음극레벨쉬프트회로(322)를 경유하여 음극구동회로(20)에 입력되고, 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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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레지스터회로(22)에 랫치된다. 랫치신호(STB)가 K번째 수평기간에 입력되면, 데이터레지스터회로(12,22)에 랫치

된 영상신호(DR1,DG1)는 데이터랫치회로(13,23)에 랫치된다. 이때에 극성신호(POL)가 L에서 H로 스위치된다. 영상신호

(DR1)에 대응하는 양극신호는 양극D/A변환회로(14)에 입력된다. 또한 동시에 영상신호(DG1)에 대응하는 음극신호는 음

극D/A변환회로(24)에 입력된다. 극성신호(POL)가 절환회로(33)에서 H일 때, 스위치(331)는 온으로 스위치되고, 도 16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위치(332,333)는 오프되며, 영상신호(DR1)에 대응하는 양극신호가 데이터선(R1)에 공급되고, 영

상신호(DG1)에 대응하는 양극신호가 데이터선(G1)에 공급된다.

극성신호(POL)가 (K-1)번째 수평기간에서 H일 때, 영상신호절환회로(314)는 도 15b에 도시된 스위치상태에 있고, 스위

치(3142)는 온으로 스위치되고, 스위치(3141)은 오프로 스위치되며, 영상신호(DR1)는 음극레벨쉬프트회로(322)를 경유

하여 음극구동회로(20)에 입력되며, 음극데이터레지스터회로(22)에 랫치된다. 영상신호 (DG1)은 양극레벨쉬프트회로

(321)를 경유하여 양극구동회로(10)에 입력되고, 데이터레지스터회로(12)에 랫치된다. 랫치신호(STB)가 K번째 수평기간

에 입력되면, 데이터레지스터회로(22,12)에 랫치된 영상신호(DR1,DG1)는 데이터랫치회로(13,23)에 랫치된다. 이때에 극

성신호(POL)가 H에서 L로 스위치된다. 영상신호(DR1)에 대응하는 음극신호는 음극D/A변환회로(24)에서 선택되고, 동시

에 영상신호(DG1)에 대응하는 양극신호는 양극D/A변환회로(14)에서 선택된다. 극성신호(POL)가 절환회로(33)에서 L일

때, 스위치(332)는 온으로 스위치되고, 도 1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위치(331,333)는 오프되며, 영상신호(DR1)에 대응

하는 음극신호가 데이터선(R1)에 공급되고, 영상신호 (DG1)에 대응하는 양극신호가 데이터선(G1)에 공급된다.

비록 상기 설명은 데이터선(R1)과 데이터선(G1)에 대한 것이지만 영상신호DB1과 DR2에 대응하는 양극 또는 음극 신호

가 데이터선(B1)과 데이터선(R2)에 출력되고, 영상신호DG2과 DB2에 대응하는 양극 또는 음극 신호가 데이터선(G2)와

데이터선(B2)에 출력된다. 각 신호처리작동은 전술한 R1과 G1에 대해 설명한 것과 같다.

랫치신호(STB)가 H인 기간에서는 프리차지스위치(333)가 온으로 스위치되고, 스위치(331,332)가 오프되며, 출력단자는

VM에 쇼트된다. VM은 VPH와 VNL의 중간전압이지만, VPH와 VNL의 중간전압이 GND이면 GND에 쇼트되는 것이 좋

다. 따라서 단자는 쇼트되고 D/A변환회로의 내압(耐壓)을 초과하는 전압공급이 예방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만약 (k-1)번째 수평기간에서 양극신호가 데이터선에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k번째 수평기간에서 음극신

호가 음극D/A변환회로(24)에 의해 공급되지만 데이터선은 양극전압을 유지한다. 따라서 내압을 초과하는 전압이 음극D/

A변환회로(24)에 일시적으로 공급된다. 그 결과로 가장 안 좋은 경우에는 중간전압소자로 구성된 음극D/A변환회로가 파

괴될 것이다. 따라서 내압을 초과하는 전압이 음극D/A변환회로(24)에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선이 VM에 프

리차지되고 데이터선이 음극D/A변환회로(24)에 의해 구동된다. 양극D/A변환회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양극과 음극으로 레벨변환된 영상신호가 양극구동회로(10)와 음극구동회로(20)에 입력된다. 따라서, 종

래의 시스템에서와 같이 각 데이터선에 대응하는 레벨쉬프트회로가 불필요하다. 신호처리회로(31)에서 생성되는 신호를

양극구동회로(10)와 음극구동회로(20)에 입력하는 이전 단계에서 레벨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레벨쉬프트회로의 수는 제어

신호의 수의 두 배와 같고 하나의 클락신호(CLK), 하나의 시작신호(STH), 영상신호(Dx36), 하나의 랫치신호(STB), 하나

의 극성신호(POL)에 대해서는 적어도 40×2=80이 된다. 종래의 데이터구동회로에서는, 화소수가 QVGA(240RGB×320)

일 때, 레벨쉬프트회로의 수는 데이터선의 수와 영상신호의 비트수(n)의 곱과 같고, 따라서 240×3×6=4320개의 회로가

필요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 발명에 따르면, 이 수는 80/4320 = 약 1/54로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절환회로(64)에서는 절환회로의 수는 데이터선의 수와 영상신호의 비트수의 곱이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

르면, 영상신호절환회로(314)에서 절환회로의 수는 영상신호의 비트수와 같다. 따라서 절환회로의 수는 1/(데이터선의

수)로 감소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비록 화소수가 변할지라도 레벨쉬프트회로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술한

효과는 화소수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쉬프트레지스터회로와, 데이터레지스터회로와, 데이터랫치부에서 트랜지스터와 같은 소자의 크기가 증

가한다. 따라서, 그런 회로부의 소자면적도 증가한다. 그러나, 소자면적이 큰 절환회로A와 레벨쉬프트회로의 삭감으로 인

한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칩 면적은 감소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공통전압은 전원회로의 저위전압 또는 GND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로, 공통전압을 생성하는 회로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전원회로(8)의 회로규모가 감소될 수 있다. 전원회로(8)에서, 공급되는 VDC전압을 기초로 VDC1전

압(2.5V)이 생성되고, 승압회로에서 2×VDC1(VDD2)가 생성되며, VDD2로부터 VPH가 생성된다. 2×VDC1으로부터 다

이오드, 스위치 및 축전기에서 반전되어 - 2×VDC1(VSS2)가 생성되고, VSS2로부터 VNL이 생성된다. 종래의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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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5V에서 5V를 생성하고 5V에서 10V를 생성하는 2단승압이 사용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르면 공통전압이 GND

로 설정되기 때문에 2.5V에서 5V로의 1단승압이 수행된다. 따라서, 전원효율이 80%이고 종래의 64%보다 더 좋다. 그 결

과로 소비전력이 감소된다.

다음에는 본 발명에 따라 반도체 제조장치의 데이터선구동회로(1)를 제조하는 예를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라, 저전압소자

(2.5V), 중전압소자(5V), 고전압소자(10V)의 확산처리에 의한 제조예를 설명한다. 상기 문단에서의 전압은 단순히 예시

적인 전압이고 저전압<중전압<고전압인 조건을 만족하는 한 다른 전압이 채택될 수 있다.

반도체회로에서 트랜지스터와 같은 장치소자에 있어서 소자표면적은 전압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

게이트길이(Lmin), 게이트폭(Wmin), 및 게이트산화막두께(Tox)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 Lmin(2.5V)<Lmin

(5V)<Lmin(10V), Wmin(2.5V)<Wmin(5V)<Wmin(10V), Tox(2.5V)<Tox(5V)<Tox(10V). 따라서, 고전압소자의 사용

을 최소화하는 회로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칩 크기가 감소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고전압소자가 절환회로(33)와 레벨

쉬프트회로(32)의 부분에서만 형성되어 칩 크기가 감소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신호처리회로(31)는 저전압소자로 제조되고, 양극구동회로(10)와 음극구동회로(20)는 중전압소자로 제조

되며, 절환회로(33)와 레벨쉬프트회로(32)의 일부는 고전압소자로 제조된다. 액정의 임계전압이 3V만큼 낮을 때, 신호처

리회로(31), 양극구동회로, 및 음극구동회로는 중전압소자(3V)로 제조될 수 있고, 절환회로(33)와 레벨쉬프트회로(32)의

일부는 고전압소자(6V)로 제조될 수 있다.

도 22는 반도체회로장치에 있어서 기판과, 기판상의 소자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3은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선

구동회로의 모식도이다. 도 24는 도 23에서 A-A'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고전압레벨에서 제조된 N형트랜지스터는 Q1n으

로 표시되고 P형트랜지스터는 Q1p로 표시되며, 중전압레벨에서 제조된 N-웰(well)-2상의 N형트랜지스터는 Q2n으로 표

시되고 P형트랜지스터는 Q2p로 표시되며, N-웰(well)-3상의 N형트랜지스터는 Q3n으로 표시되고 P형트랜지스터는

Q3p로 표시되며, 저전압레벨에서 제조된 N-웰(well)-4상의 N형트랜지스터는 Q4n으로 표시되고 P형트랜지스터는 Q4p

로 표시된다.

기판(P-sub)전압은 최소전압VNL=-5V로서, 신호처리회로(31)는 N-웰-4상에서 제조되고, 양극구동회로(10)는 N-웰-3

상에서 제조되며, 음극구동회로(20)는 N-웰-2상에서 제조되며, 절환회로(33)와 레벨쉬프트회로(32)의 일부는 P-sub와

N-웰-1상에서 제조된다. 반도체회로장치에서는 트랜지스터 이외의 장치소자들, 예를 들면, 저항, 축전기, 다이오드가 있

고, 이러한 소자의 내압(耐壓)이 역시 확보된다.

도 25에 도시된 바와 같이, VDD=2.5V, VSS=GND, VPH=5V, VPL=GND, VNH=GND, VNL=-5V인 전압에서 동작될 경

우에, 기판(P-sub)은 -5V, N-웰-1은 VPH, N-웰-2는 GND, N-웰-3은 VPH, N-웰-4는 VDD이다.

다른 전압의 N-웰사이의 간격은 수십μm이어야 하고, 도 2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양극구동회로(10)와 음극구동회로(20)

를 교대로 배치하기보다는 양극구동회로(10)와 음극구동회로(20)를 다른 연속영역에 배치함으로써 칩크기가 감소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 26b나 도 2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연속영역에 양극구동회로(10)가 형성되고, 제1연속영역과 다

른 제2연속영역에 음극구동회로(20)가 형성되며, 같은 전압의 N-웰이 함께 배치된다. 그 결과로 칩크기가 감소될 수 있

다.

도 26b에 상당하는 도23의 배치에서, 양극구동회로(10)(N-웰-3)와 음극구동회로(20)(N-웰-2)는 Y축에 평행한 선의 오

른쪽과 왼쪽에 배치된다.

도 27에 도시된 배치에서는, 양극구동회로(10)(N-웰-3)와 음극구동회로(20)(N-웰-2)는 X축에 평행한 선의 위와 아래에

배치된다. 도 28은 도27에서 B-B'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양극구동회로(10)와 음극구동회로(20)는 도 23에 도시된 우-좌

구성과 반대로 좌-우 구성으로 배치될 수 있고, 도 27에 도시된 상-하 구성과 반대로 하-상 구성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것

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또한 기판은 Nsub(N형기판)일 수 있다. 이 경우에 Nsub는 VPH와 같은 가장 높은 전압으로 설정

된다.

제2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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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실시예에서 신호처리회로(31)에 의해 생성된 신호는 레벨쉬프트회로(32)를 경유하여 양극구동회로(10)와 음극구동회

로(20)에 입력되지만, 입력된 신호는 레벨쉬프트된 전압이기 때문에 영상신호버스에서 소비전력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

나, 도 2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상신호절환회로(314)와 레벨쉬프트회로(32) 사이에 데이터반전회로(315)를 설치함으로

써 영상신호버스에서의 소비전력의 증가는 억제될 수 있다.

데이터반전회로(315)는 각 영상신호에 대해 이전 데이터와 그 다음 데이터를 랫치하고 비교하는 회로와, 비교결과에 따라

영상신호를 반전하는 회로와, 영상반전신호(INV)를 생성하는 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데이터반전회로(315)는 이전

데이터와 그 다음 데이터를 비교하여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절반을 초과한 비트가 반전되면 영상반전신호(INV)를 0으로

설정하고, 반전된 비트수가 절반 이하이면 영상반전신호(INV)를 1로 설정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데이터레지스터회

로(12,22)의 초기단계의 회로는 배타적논리회로이다.

예를 들면, 영상신호가 6비트신호일 때, 이전 데이터가 000011이고 그 다음 데이터가 111111이면 6비트중 4비트의 영상

신호가 반전된다. 따라서, 4비트를 반전하여 111111을 얻는 것보다 2비트를 반전하여 000000을 얻음으로써 소비전력이

억제된다. 따라서, 영상반전신호(INV)는 0으로 설정되고, 양극레벨쉬프트회로(321) 또는 음극레벨쉬프트회로(322)에 입

력된 영상신호는 000000으로 반전되어 양극데이터레지스터회로(12) 또는 음극데이터레지스터회로(22)에 입력된다. 또

한 양극데이터레지스터회로(12) 또는 음극데이터레지스터회로(22)에서 영상반전신호(INV)에 따라 영상신호는 111111

로 반전되고 랫치된다.

만약 이전 데이터가 000011이고 그 다음 데이터가 110011이면, 6비트 중 2비트의 영상신호만 반전된다. 따라서 그 과정

이 상술한 것과 반대로 된다. 영상반전신호(INV)는 1로 설정되고, 양극레벨쉬프트회로(321) 또는 음극레벨쉬프트회로

(322)에 입력된 영상신호는 110011 그대로 입력된다. 또한 양극데이터레지스터회로(12) 또는 음극데이터레지스터회로

(22)에서 영상반전신호(INV)에 따라 영상신호는 110011로 랫치된다.

소비전력은 cv2f( c: 용량(capacitance), v: 전압폭, f: 주파수)이다. 용량 c는 데이터레지스터회로를 저전압소자로부터 고

전압소자로 변화시킴으로써 거의 2배가 된다. 게다가 전압폭 역시 2.5V에서 5V로 2배가 된다. 따라서, 소비전력은 최대 8

배로 증가된다. 그러나, 데이터반전회로(315)에 의하여 6비트 중 3비트가 반전될 때는 최대소비전력은 4배증가로 감소된

다. 전 화면이 흰색 또는 검은색 등으로 동일한 색상인 경우 영상신호는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전력은 0이다. 1비트

체크패턴으로 영상반전신호만 반전된다. 따라서, 소비전력은 8/6=1.3배로 증가된다. 문자정보에서는 흰 배경에 검은 기호

가 많다. 따라서, 최대 약 1.3배를 넘지 않는다. 게다가, 액정표시장치의 전체로 볼 때, 전체 소비전력은 데이터선(4)과 주

사선(5)을 구동하는 소비전력과, 데이터선구동회로의 D/A변환회로에서의 소비전력이 거의 대부분이고, 영상신호버스에

서 소비전력은 전체 소비전력에 기초하여 최대 10%이하이다. 이런 이유로 영상신호버스의 소비전력은 1.3배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전체 장치의 증가는 3%이하이다. 공통전압을 GND로 설정하는 것은 구동시스템의 전원회로의 효율을 64%에서

80%로 향상시킨다. 따라서, 소거(cancellation)에도 불구하고 소비전력은 감소된다.

제3실시예

도 30은 제1실시예에서 설명된 음극레벨쉬프트회로(322)와 다른 음극레벨쉬프트회로를 나타낸다. 음극레벨쉬프트회로

(322)는 고전압소자로 제조되지만, 음극레벨쉬프트회로(324)는 두번째 단계 P채널트랜지스터를 제외하고는 중전압소자

로 제조된다. 음극레벨쉬프트회로 322와 음극레벨쉬프트회로 324의 차이는 첫번째 단계의 레벨쉬프트회로의 저위전압은

VLS(-1×VDC1)(도 31참조)이고 첫번째 단계의 출력은 두번째 단계의 레벨쉬프트회로의 P채널트랜지스터에 입력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32를 참조하면, 첫번째 단계의 레벨쉬프트회로와 두번째 단계의 레벨쉬프트회로의 사이에 VLS-GND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인버터가 삽입되면 레벨쉬프트회로의 모든 소자를 중전압소자로 제조할 수 있다.

이런 회로에서 첫번째 단계의 레벨쉬프트회로와 두번째 단계의 레벨쉬프트회로는 다른 N-웰상에서 제조된다. 도 33은 본

실시예의 N-웰배치를 나타낸다. 도 34는 도 33에서 C-C'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도 3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첫번째 단계의

레벨쉬프트회로는 N-웰-5상에서 제조되고 두번째 단계의 레벨쉬프트회로는 음극구동회로(20)에서와 유사하게 N-웰-2

상에서 제조된다. 이런 실시예에서는, 음극레벨쉬프트회로는 중전압소자로 제조되기 때문에, 소자면적은 고전압소자로 제

조될 때에 비해 감소될 수 있다.

제4실시예

제1실시예 내지 제3실시예에서, 절환회로인 스위치(331)와 스위치(332) 다음에 프리차지(pre-charge)스위치(333)가 설

치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프리차지스위치(333)가 양극전압과 음극전압을 조절한다. 그 결과로, 프리차지스위치(33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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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소자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양극프리차지스위치와 음극프리차지스위치가 각각 양극구동회로와

절환회로 사이와, 음극구동회로와 절환회로 사이에 설치되어, 양극과 음극을 위한 프리차지회로를 준비함으로써 프리차지

스위치는 중전압소자로 제조될 수 있고 회로규모는 훨씬 감소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약간의 구성요소는 제1실시예

에서 도15, 도16, 및 도 21을 사용하여 설명된 것과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부호가 부여된 구성요소의 설명은 생

략한다.

도 35a 내지 도 35d는 본 실시예의 프리차지스위치(145,245)와 절환회로(33)의 스위칭동작을 나타낸다. 도 35a 내지 도

35d는 시간에 따른 스위치의 접속단계에서 연속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절환회로(33)에서 스위치(331)와 스위치(332)의

기능은 도 16을 참조하여 설명된 예의 그것과 동일하다. 프리차지스위치(145)와 프리차지스위치(245)는 제1실시예의 프

리차지스위치(333)를 대신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프리차지스위치(145)와 프리차지스위치(245)는 각각 상술한 전압에 접

속되고, 데이터선은 상술한 전압에 접속되어, 상술한 전압에 프리차지하고 양극D/A변환회로(14)와 음극D/A변환회로(24)

에 내압을 초과하는 전압이 인가되는 것을 방지한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차지스위치(145)는 양극D/A변환회로

(14)에 접속되고, 프리차지스위치(245)는 음극D/A변환회로(24)에 접속된다. 또한 프리차지스위치(145)는 VPL전압에 접

속되고, 프리차지스위치(245)는 VNH전압에 접속된다.

또한 도 35a 내지 도 35d에 도시된 각 상태를 도 3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6에 도시된 타이밍차트는 제1실시예의 도

21에 대응되고, 프리차지스위치(145)와 프리차지스위치(245)의 타이밍(timing)은 프리차지스위치(333)의 타이밍을 대신

하여 도시된다. 도 35a는 랫치신호(STB)가 L이고 극성신호(POL)가 H일 때의 타이밍에서 스위치상태를 나타낸다. 양극영

상신호는 홀수의 출력단자(Y2i-1)로부터 출력되고, 음극영상신호는 짝수의 출력단자(Y2i)로부터 출력된다. 도 35b는 랫

치신호(STB)가 H이고 극성신호(POL)가 L일 때 접속상태를 나타낸다. 프리차지스위치(145)와 프리차지스위치(245)는

온으로 스위치되고, 출력단자(Y2i-1)와 출력단자(Y2i)는 VPL전압과 VNH전압에 각각 프리차지된다.

도 35c는 랫치신호(STB)가 L로 된 상태를 나타낸다. 프리차지스위치(145)와 프리차지스위치(245)는 오프로 스위치되고,

스위치(331,332)를 온/오프로 스위칭함으로써 음극영상신호는 홀수의 출력단자(Y2i-1)로부터 출력되고, 양극영상신호는

짝수의 출력단자(Y2i)로부터 출력된다. 도 35d는 랫치신호와 극성신호 둘다 H인 다음 타이밍에 대응하는 상태를 나타낸

다. 프리차지스위치(145)와 프리차지스위치(245)는 온으로 스위치되고, 출력단자(Y2i-1)와 출력단자(Y2i)는 VNH전압

과 VPL전압에 각각 프리차지된다. 다음 타이밍에서 랫치신호(STB)는 L로 되고 도 35a에 도시된 상태로 회복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스위치(331)와 스위치(332)가 오프로 스위치되기 전에, 프리차지스위치(145)와 프리차지스위치(245)

는 온으로 스위치된다. 그 결과로 D/A변환회로(14)와 D/A변환회로(24)의 출력단자(데이터선)에 인가된 전압은 VPL 또는

VNH에 각각 쇼트된다(프리차징). 따라서, 내압을 초과하는 전압이 D/A변환회로(14)와 D/A변환회로(24)에 인가되지 않

도록 제어된다. 프리차지스위치(145)와 프리차지스위치(245)는 각각 양극과 음극전압에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고전압소자보다는 중전압소자로 제조될 수 있고, 회로규모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VPL과 VNH는 시스템 GND에 있을 수

있다. 도 37a-37d는 이 경우의 회로구조와 스위칭동작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동작은 도 35a-35d에서의 회로와 동일하므

로 설명은 생략한다.

제5실시예

제1실시예 내지 제4실시예에서, 직렬로 입력되는 디지털영상신호는 데이터레지스터회로와 데이터랫치회로에서 병렬의

디지털신호로 전개되고 유지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가 아날로그영상신호로 변환되고, 이 아

날로그영상신호가 표본유지회로에서 전개되고 유지되어 데이터선을 구동하는 예를 설명한다. 이런 구성으로 데이터선(n

비트 디지털신호의 경우에 n 데이터선이 요구된다.)의 수가 하나의 아날로그데이터선으로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선의 수는 감소될 수 있고, 회로규모도 감소될 수 있다.

도 38은 본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선구동회로장치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제1실시예 내지 제4실시예에서의

데이터레지스터회로(12,22)와 데이터랫치회로(13,23) 대신에 표본유지회로(16,26)가 설치된다. 또한, D/A변환회로

(14,24) 대신에 D/A변환회로(17,27)가 레벨쉬프트회로(32)와 표본유지회로(16,26) 사이에 설치된다. 게다가, 계조전압생

성회로(15,25)는 D/A변환회로(17,27)에 접속된다. 레벨쉬프트회로(32)에서 양극 또는 음극으로 쉬프트된 직렬디지털영

상신호는 D/A변환회로(17,27)에서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되고, 표본유지회로(16,26)에서는 클락에 따라 연속적인 표본화

가 수행된다. 직렬로 입력된 디지털영상신호는 아날로그영상신호로 변환되고, 이 아날로그영상신호는 표본유지회로에서

전개되고 유지된다. 이 때, 쉬프트레지스터회로(11,21)로부터 출력된 SMP신호에 따라 양극표본유지회로(16)에서 표본화

가 수행될 지, 음극표본유지회로(26)에서 표본화가 수행될 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스위치회로(33)에서 양/음 스위칭이 수

행되고, 신호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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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는 하나의 데이터선(화소)에 대응하는 표본유지회로(16,26)와 절환회로(33)를 상세하게 나타낸다. 양극과 음극에 대

한 두 개의 표본유지회로(16,26)가 하나의 데이터선에 접속된다. 각 표본유지회로(16,26)에서, 양극증폭기(전압폴로어)

(163)가 스위치(161)와 스위치(334) 사이에 설치되고, 음극증폭기(전압폴로어)(263)가 스위치(261)와 스위치(335) 사이

에 설치된다. 양극아날로그신호를 저장(표본화)하기 위한 축전기(162)가 스위치(161)와 GND사이에 접속되고, 음극아날

로그신호를 저장(표본화)하기 위한 축전기(262)가 스위치(261)와 GND사이에 접속된다.

스위치(161,261), 축전기(162,262), 및 증폭기(163,263)는 중전압소자로 제조된다. 쉬프트레지스터회로(11,21)로부터

입력된 표본화신호(SMP)에 의해 스위치(161, 261)는 절환된다. 또한, 절환회로(33)를 구성하는 스위치(334,335,336)는

고전압소자로 제조된다. 스위치(334)는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하고, 스위치(335)는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출력

하며, 동작전압을 초과하는 전압이 양극증폭기(163)와 음극증폭기(263)에 인가되지 않도록 스위치(336)는 GND에 프리

차지된다. 제1실시예 내지 제4실시예에서는, 보통 두 개의 출력단자에 의해 사용되어 절환회로(33)가 양극과 음극아날로

그영상신호를 선택하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스위치(334,335,336)가 각 출력단자에 설치된다.

두 개의 증폭기(전압폴로어)(163,263)가 하나의 출력단자에 접속되는 상기 구성에 관련된 문제는 증폭기의 오프셋 전압의

변화로 인해 얇은 수직선이 표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증폭기의 오프셋 전압이 프레임 사이에서 소거되어야 한

다. 따라서, 도 40에 도시된 차동(差動)입력(반전된 입력, 반전되지 않은 입력)을 절환하는 절환회로가 증폭기(163,263)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0은 차동입력을 절환하는 절환회로가 구비된 증폭기의 구성예를 나타낸 것이다. 증폭기는

입력절환회로(1631)와, 차동증폭단계(1632)와, 차동증폭단계의 출력절환회로(1633)와, 소스(source)접지회로를 포함하

는 중간단계의 회로(1634), 및 PMOS트랜지스터(1635a,b)로 이루어진 출력단계(1635)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기호 B1

과 B2는 바이어스(bias)전압을 나타낸다. 차동증폭단계(1632)는 NMOS트랜지스터(1632a,b)로 이루어진 차동대(差動

對:differential pair)과, PMOS트랜지스터(1632c,d)로 이루어진 전류거울(current mirror)회로와, 차동대의 꼬리쪽에 접

속된 NMOS트랜지스터(163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그것은 전류거울회로의 게이트접속을 절환하는 절환회로

(1636)를 포함한다.

입력절환회로(1631)는 4개의 스위치(1631a∼d)로 이루어지고, 차동증폭단계(1632)에의 입력신호와 출력으로부터의 피

드백(feedback)은 각각 차동대의 하나의 트랜지스터에 접속된다. 도면에 도시된 구성에서, 스위치(1631b,d)는 온으로 스

위치되고, 스위치(1631a,c)는 오프로 스위치되며, 입력신호는 NMOS트랜지스터(1632b)에 입력되고, 출력은 NMOS트랜

지스터(1632a)에 피드백 공급된다. 절환회로(1636)의 스위치(1636a)는 온이고, 스위치(1636b)는 오프이며, 출력절환회

로(1633)의 스위치(1633a)는 온이고, 스위치(1633b)는 오프이다. 입력절환회로(1631)가 스위치되고 차동입력이 스위치

될 때, 출력절환회로(1633)와 절환회로(1636)의 모든 스위치가 절환된다. 따라서, 차동입력을 스위치함으로써 증폭기의

오프셋 전압의 변화가 방지될 수 있다.

도 41은 도 39와 다른 절환회로(33)와 표본유지회로(16,26)를 상세하게 나타낸다. 표본유지회로(16,26)는 증폭기

(163,263)를 포함하지 않고, 절환회로(33)는 하나의 증폭기(337)를 포함한다. 스위치161과 스위치334와 스위치261과 스

위치335는 증폭기 없이 직접적으로 접속되고, 고전압소자로 제조된 증폭기(337)는 스위치(334,335,336)의 다른 단자(출

력측)에 접속된다. 하나의 증폭기(전압폴로어)가 하나의 출력단자에 접속되는 구성의 경우에 양극전압출력 중의 오프셋

전압 선단과 음극전압출력 중의 오프셋 전압 후미와 관련하여서는, 선단과 후미가 보통 같기 때문에 오프셋전압은 양극과

음극을 가지는 교류구동에 의해 소거된다. 따라서, 절환회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증폭기(337)의 입력부의 기생

축전기와 축전기(162,262)사이에 전하분포가 있기 때문에 이득(gain)은 1보다 작고 이득에 어긋남이 있다. 따라서, 증폭

기(337)의 입력부의 기생축전기의 용량이 가능한 한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양극D/A변환회로(17)와 음극D/A변환회로(27)는 도 4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조전압생성회로(15,25)에 접속함에 기인하

여 직렬디지털영상신호에 대응하는 계조전압을 선택하고, 전압폴로어와 고속으로 표본유지회로(16,26)에 연결된 데이터

선을 구동한다. 여기에서, 신호처리회로(31)와 레벨쉬프트회로(32)는 제1실시예 내지 제4실시예의 회로와 동일하여 여기

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43에 그런 구성과 그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도시된다. 도 43에서 참조번호 316과 317은

랫치회로를 나타낸다. 랫치회로(316)는 RGB의 각 영상신호에 대응되도록 두개의 랫치소자로 이루어지고, 하나의 랫치소

자는 CK1과 CK2신호에 따라 입력된 영상신호를 선택적으로 랫치한다. 다시 말해서, 첫번째 표시단위의 영상신호가 하나

의 랫치소자에 의해 랫치되고, 두번째 표시단위의 영상신호가 또 다른 랫치소자에 의해 랫치된다.

랫치회로(317)는 랫치회로(316)의 각 랫치소자에 대응하는 랫치소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랫치회로(316)으로부터의

출력은 CK3신호에 따라 랫치회로(317)에 의해 랫치된다. 랫치회로(317)는 첫번째 표시단위(DR1,DG1,DB1)의 영상신호

와 두번째 표시단위(DR2, DG2,DB2)의 영상신호를 동시에 랫치한다. 다른 구조적 소자들은 이미 설명된 소자들과 동일하

다.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선구동회로장치는 도트반전방식이기 때문에, 인접한 출력단자의 극성은 반전된다. 이것은 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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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지스터회로(11,21)와 레벨쉬프트회로(32)로부터 표본유지회로(16,26)에 입력되는 표본화신호(SMP)에 의해 가능해

진다. 도 38과 도 4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양극표본화신호(SMP_P)는 양극쉬프트레지스터회로(11)로부터 양극표본유지회

로(16)에 입력되고, 음극표본화신호(SMP_N)는 음극쉬프트레지스터회로(21)로부터 음극표본유지회로(26)에 입력된다.

도 42에서, 표본유지회로(16,26) 내에서는 각 데이터선에 대응되는 표본유지회로가 점선 또는 실선의 사각형으로 그려진

다. 점선과 실선의 차이는 표본화신호(SMP)에 대한 반응에서의 차이이다. 예를 들면, 표본화신호(SMP)가 H일 때는 점선

으로 그려진 표본유지회로만 표본화(sampling)를 수행하고, 표본화신호(SMP)가 L일 때는 실선으로 그려진 표본유지회로

만 표본화(sampling)를 수행한다. SMP신호에 대한 그런 동작은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도트반전은 표본화신호(SMP)를 클

락과 동기하여 절환함으로써 실현되어진다. 따라서, 도 42에 도시된 예에서 표본화신호(SMP)가 H일 때 점선으로 그려진

표본유지회로가 표본화(sampling)를 수행한다. 따라서, 양극표본유지회로(16)에 의해 표본화된 신호는 출력단자 Y1, Y3,

Y5에 출력되고, 음극표본유지회로(26)에 의해 표본화된 신호는 출력단자 Y2, Y4, Y6에 출력된다.

도 42에 도시된 예에서, 양극D/A변환회로(17)와 음극D/A변환회로(27)는 세 개의 양극증폭기(171,172,173)(각 RGB에

대해)와, 세 개의 음극증폭기(271,272,273)(각 RGB에 대해)를 각각 포함한다. 또한, 양극D/A변환회로(17)는 각 증폭기

(171,172,173)에 대응하는 디코더(174,175,176)를 역시 포함한다. 이와 유사하게 음극D/A변환회로(27)는 각 증폭기

(271,272,273)에 대응하는 디코더(274,275,276)를 역시 포함한다. QVGA화소(240RGB×320)에서는, 60Hz의 프레임주

파수에서 공백기간(blanking period)이 제거되면, 하나의 수평기간은 약 50μsec이 될 것이다. 따라서, 50μsec/120 =

416nsec에서 구동이 수행된다. 또한 도 4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계조전압생성회로(15,25)가 각 RGB에 대해 독립적인

계조전압생성회로소자를 구비할 때, 회로규모는 증가하지만 화질은 향상된다. 도 44에서, 양극계조전압생성회로(15)는 각

RGB에 대응되는 계조전압생성회로소자(151,152,153)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음극계조전압생성회로

(25)는 각 RGB에 대응되는 계조전압생성회로소자(251,252,253)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화소수가 클 때는 도 45에 도시된 바와 같이 D/A변환회로의 수가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5에서, 양극D/A변환회

로(17)와 음극D/A변환회로(27)는 각 RGB에 대응하는 두 개의 D/A변환회로소자를 각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세한 구

성을 다음에서 설명한다. 양극D/A변환회로(17)는 R을 위하여 증폭기(1711)와, 그에 대응되는 디코더(1741)와, 증폭기

(1712)와, 그에 대응되는 디코더(174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증폭기(1711)와 증폭기(1712)의 출력은 절환회로(177)

에 의해 선택적으로 외부로 출력된다. 도면에서, 증폭기(1711,1712)의 출력은 다른 선에 출력된다. 따라서, 증폭기(1711)

의 출력(R1_P)은 상측의 선(Y1,Y4의 접속선)에 출력되고, 증폭기(1712)의 출력(R2_P)은 하측의 선(Y7,Y10의 접속선)에

출력된다. 또한 G를 위하여 증폭기(1721)와, 그에 대응되는 디코더(1751)와, 증폭기(1722)와, 그에 대응되는 디코더

(1752)가 설치된다. 증폭기(1721)와 증폭기(1722)의 출력은 절환회로(178)에 의해 선택적으로 외부로 출력된다. 증폭기

(1721)의 출력(G1_P)은 상측의 선(Y2,Y5의 접속선)에 출력되고, 증폭기(1722)의 출력(G2_P)은 하측의 선(Y8,Y11의 접

속선)에 출력된다. 또한 B를 위하여 증폭기(1731)와, 그에 대응되는 디코더(1761)와, 증폭기(1732)와, 그에 대응되는 디

코더(1762)가 설치된다. 증폭기(1731)와 증폭기(1732)의 출력은 절환회로(179)에 의해 선택적으로 외부로 출력된다. 증

폭기(1731)의 출력(B1_P)은 상측의 선(Y3,Y6의 접속선)에 출력되고, 증폭기(1732)의 출력(B2_P)은 하측의 선(Y9,Y12

의 접속선)에 출력된다.

이와 유사하게, 음극D/A변환회로(27)는 각 RGB에 대응하는 두 개의 D/A변환회로소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보다 상세

하게는, 음극D/A변환회로(27)는 R을 위하여 증폭기(2711)와, 디코더(2741)와, 증폭기(2712)와, 디코더(2742)를 포함하

여 이루어진다. 증폭기(2711)와 증폭기(2712)의 출력은 절환회로(277)에 의해 선택적으로 외부로 출력된다. 또한 G를 위

하여 증폭기(2721)와, 디코더(2751)와, 증폭기(2722)와, 디코더(2752)가 설치된다. 증폭기(2721)와 증폭기(2722)의 출

력은 절환회로(278)에 의해 선택적으로 외부로 출력된다. 또한 B를 위하여 증폭기(2731)와, 디코더(2761)와, 증폭기

(2732)와, 디코더(2762)가 설치된다. 증폭기(2731)와 증폭기(2732)의 출력은 절환회로(279)에 의해 선택적으로 외부로

출력된다. 각 증폭기와 출력선의 접속관계는 D/A변환회로(17)의 그것과 유사한 규칙을 따른다.

예를 들면, 신호가 X1선에 출력되는 경우에, 신호(R1_P, G1_N, B1_P, R1_N, G1_P, B1_N, R2_P, G2_N, B2_P, R2_N,

G2_P, B2_N)는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Y12)에 각각 출력된다. 각 선 또는 각 프레임에서 극성

이 반전될 때, 각 단자의 출력극성의 P,N은 절환된다. 다시 말해서, 신호(R1_N, G1_P, B1_N, R1_P, G1_N, B1_P, R2_N,

G2_P, B2_N, R2_P, G2_N, B2_P)는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Y12)에 각각 출력된다. 각 선의

출력의 절환은 각 절환회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하나의 선에서, 동일한 극성과 동일한 색상을 가진 두 개의 D/A변환

회로소자는 신호를 교대로 출력한다. 동일한 색상과 동일한 극성인 다수의 D/A변환회로소자들을 준비하고 D/A변환회로

소자가 동일한 선에서 신호를 교대로 출력하도록 절환회로를 설치함으로써 증폭기의 오프셋 전압은 시간적으로 분산될 수

있고 표시결함의 발생이 방지될 수 있다. 동일한 극성과 동일한 색상의 각각에 대해서 세 개이상의 D/A변환회로소자가 설

치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역시 D/A변환회로소자는 신호를 교대로(주기적으로) 출력한다. 이 때, 차동입력(반전된 입력,

반전되지 않은 입력)은 도 4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증폭기에서 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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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차트가 도 46에 도시되어 있다. 출력Y1을 예로 들어 상세하게 동작을 설명한다. 도 46은 출력Y1과, 출력Y1을 제어

하기 위한 각 스위치의 동작타이밍을 나타낸다. 상기한 바와 같이, 도트반전구동에서는 각 인접한 데이터선에서 극성이 다

르다. 따라서, 2n번째와 2n-1번째 표본화스위치(161,261)는 각각 다른 타이밍에서 온으로 스위치되고, 아날로그영상신

호를 표본화한다. 스위치(161,261)의 절환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화신호(SMP)에 의해 수행된다. 다음은 도 46

을 참조하여 출력Y1을 예로 설명한다. 출력Y2 역시 설명한다. 다음의 참조부호는 도 46에 도시된다 : SMP는 표본화신호

를 나타내고, SW161-336은 스위치161-336을 각각 나타내고, Y1은 출력Y1을 나타낸다.

도 46의 첫번째 기간에 있어서, X1선으로서 Y1으로부터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가 출력되고, Y2으로부터 음극아날로그영

상신호가 출력될 때, 도 4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환회로(33)의 스위치(334)가 Y1에서 온으로 되고 이것은 도 39와 도 41

로부터도 이해된다. 한편, Y2에서는 스위치(335)가 온으로 스위치된다. 이 때, X2선으로서 출력된 아날로그영상신호의 표

본화는 표본유지회로(16,26)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Y1측에서는 도 4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위치(261)는 온으로 되고,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표본화하여 유지한다. 한편, Y2측에서는 스위치(161)는 온으로 되고,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를

표본화한다. 첫번째 기간에서 두번째 기간으로 스위칭시점에서, 스위치(334,335)는 Y1,Y2 둘다에 대해 오프로 되고, 스

위치(336)는 온으로 되며, 데이터선은 GND레벨에 프리차지된다.(pre-charged)

첫번째 기간에서 두번째 기간으로의 스위칭은 표본화신호(SMP)에 따라 수행된다. 스위치(336)에 의한 프리차지에 관해

서도 표본화신호(SMP)에 동기화시켜도 좋다. 두번째 기간에서 스위칭이 수행되면, 도 46에 도시된 바와 같이 Y1에서 스

위치(335)가 온으로 되고 첫번째 기간에서 표본화된 음극아날로그영상신호가 출력된다. 또한, 스위치(161)는 온으로 되고

양극아날로그영상신호가 표본화된다. Y2에서는, 양극과 음극의 역으로 동작이 수행된다. 상기의 동작을 SMP와 동기화하

여 반복함으로써 도트반전구동이 실현된다.

또한, 프리차징 전압은 시스템그라운드(ground) GND로 설정되었지만, GND이외에 양극구동회로의 저위전압(VPL) 또는

음극구동회로의 고위전압(VNH)일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VPL=VNH=GND. 이런 구성으로 n비트 디지털영상신호이외에도 아날로그영상

신호가 사용될 수 있다. 비록 n비트 디지털영상신호의 데이터선(데이터버스)의 수가 n이지만 D/A변환이 수행되면 1개 선

상의 아날로그영상신호가 얻어진다. 따라서, 데이터선을 구동하기 위한 D/A변환회로의 소비전력은 디지털영상신호의 처

리와 비교하면 1/n이다. 또한, 데이터선의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회로규모도 감소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회로규모와 소비전력이 훨씬 감소되는 액정표시장치에서의 데이터선구동회로를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6실시예

본 실시예에서는 TFT소자에서 발생하는 피드스루(feed-through)오차를 고려하여 공통전압이 의도적으로 GND와 다른

전압치로 설정되는 예를 설명한다. 피드스루오차는 게이트전극의 기생축전기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오차이고, 게이트전극

에 입력되는 신호의 변화가 출력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오차이다. 상세하게는, TFT소자가 홀드(hold)상태로 변화될 때 주

사선(5)으로부터 게이트전극에 입력되는 주사신호가 화소전극의 전압에 영향을 미친다.

TFT소자의 게이트전극과 드레인전극(화소전극)의 사이에 있는 기생축전기에 기인한 주사선 전압변화에 따라 화소전극의

전압이 변화한다. 이 전압변화가 피드스루오차이다. 제1실시예 내지 제5실시예에서는 구동회로의 기준전압과 공통전압이

GND이지만, 피드스루오차를 고려하여 피드스루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공통전압은 GND와 다른 전압치로 설정된다.

여기에서 피드스루오차의 값이 패널(panel)마다 변화하기 때문에 공통전압을 매 패널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 피드스루

오차는 N형TFT소자에 있어서는 음(negative)측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동회로의 기준전압은 GND로 설정

되고, 공통전압은 GND보다 낮고 음극구동회로의 저압보다 높은 DC전압으로 설정된다. 한편, P형TFT소자에 있어서는 피

드스루오차가 양(positive)측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동회로의 기준전압은 GND로 설정되고, 공통전압은

GND보다 높고 양극구동회로의 고압보다 낮은 DC전압으로 설정된다. 이런 설정은 공통전압이 TFT소자에서 발생되는 피

드스루오차를 보상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선구동회로(1)의 동작전압은 공통전압에 따라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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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형TFT소자에 있어서 예를 들어 피드스루오차는 -1V, 공통전압은 -1V, VPH은 5V, VNL은 -5V라고 한다. 또한 P형

TFT소자에 있어서는 예로서 피드스루오차는 -1V, 공통전압은 1V, VPH은 5V, VNL은 -5V라고 한다. 피드스루오차를

위한 공통전압의 조정량은 예로서 ±2V범위내라고 한다. 대부분의 액정표시장치는 N형TFT소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하에서는 N형TFT소자를 가진 액정표시장치를 예로 설명한다.

도 47은 본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블록도이다. 데이터선구동회로(1)는 제1실시예 내지 제5실시예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에 따라 구성된다. 전원공급회로(8)는 공통전압생성회로(9)를 가진다. 전원공급회로(8)는 데이터선구동회

로(1)와 같거나 다른 기판상에 형성될 수 있다. 공통전압은 완충회로에서 생성되고, 가변저항 또는 저항분압기에 의해 조

정되어 -2V에서 +2V의 전압을 출력한다. 이 경우에, 완충회로는 고전압소자로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통전압에 요

구되는 전압은 대략 -1V에서 2V이므로 완충은 GND와 음극저위전압VNL로 동작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완충회로를 중

전압소자로 구성할 수 있다. 비록 GND와 음극저위전압VNL에서 동작하는 완충회로가 GND를 출력하는 것은 어렵지만,

공통전압에 GND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다. VPL≥GND≥공통전압≥VNL로 설정하면, 전원회로에서 DC-DC

변환기의 승압횟수가 감소될 수 있고, 전원공급회로의 고효율화 및 소비전력의 저감이 가능하다.

공통전압은 공통전압생성회로(9)에 의해서 생성된다. 공통전압생성회로(9)는 GND와 VNL사이에 접속되는 저항분압회로

와 저항사이의 노드에 접속되는 바이패스(bypass)축전기로 이루어진 간단한 회로를 사용하여 구성될 수 있다. 공통전압은

저항분압회로의 저항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 도 48은 양극감마곡선, 음극감마곡선 및 공통전압을 나타낸다. 양

극감마곡선은 GND보다 크게 설정된다. 음극감마곡선은 GND보다 작게 설정된다. 공통전압은 -1V±1V 내에서 조정된다.

이 조정범위는 한 예이다. 공통전압이 GND와 음극저위전압VNL로 생성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공통전압은 이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제1실시예에서는 공통전압이 GND이기 때문에 감마곡선은 각 양극과 음극에 대해 조정되지만, 본 실시예

에서는 양극과 음극감마곡선은 고정되고 공통전압만 조정되어 편리성(convenience)이 향상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는 피드스루오차를 보상하고 회로규모의 증가를 제한할 수 있는 LCD의 데이터선구동회로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되고 변화될 수 있

음이 명백하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데이터선구동회로에 대해 예로서 전술되었고 각 회로는 실리콘기판, 유리기판, 또는

플라스틱기판상에 제조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은 표시장치의 구동회로의 회로규모를 저감시키고 소비전력을 저감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블록도,

도 2는 종래기술의 도트반전구동에서 각 화소의 극성을 나타내는 모식도,

도 3은 종래기술의 2선도트반전구동에서 각 화소의 극성을 나타내는 모식도,

도 4는 종래기술에 따른 데이터선구동회로의 블록도,

도 5는 종래기술에 따른 데이터선구동회로의 타이밍차트,

도 6a-6c는 종래기술에 따른 데이터선구동회로의 스위치상태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블록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데이터선구동회로의 블록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클락생성회로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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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클락생성의 타이밍차트,

도 1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양극레벨쉬프트회로(321)와 음극레벨쉬프트회로(322)의 상세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고전압 레벨쉬프트회로(323)의 상세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도트반전구동에서 화소의 극성을 나타내는 모식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신호처리회로(31)의 신호를 분배하는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도 15a,15b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영상신호절환회로(314)의 상세도,

도 16a-16c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절환회로(33)의 상세도,

도 1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영상신호와 구동신호의 타이밍도,

도 18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D/A변환회로의 상세도,

도 19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 디코더회로를 나타낸 도면,

도 20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 디코더회로를 나타낸 도면,

도 2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사용되는 타이밍차트,

도 2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 반도체회로장치의 단면도,

도 23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 영역배치도,

도 24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 반도체회로장치의 단면도,

도 2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 전원전압표,

도 26a-26c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 양극구동회로와 음극구동회로의 배치도,

도 2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 영역배치도,

도 28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 반도체회로장치의 단면도,

도 29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있어서 영상신호회로의 블록도,

도 30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있어서 음극레벨쉬프트회로(324)의 상세도,

도 31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있어서 전원공급전압의 상관도,

도 32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있어서 음극레벨쉬프트회로(324)의 상세도,

도 33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있어서 영역배치도,

도 3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있어서 반도체회로장치의 단면도,

도 35a-35d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있어서 프리차지스위치의 상세도,

도 36은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있어서 타이밍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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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a-37d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있어서 프리차지스위치의 상세도,

도 38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선구동회로의 블록도,

도 39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있어서 표본유지회로를 나타낸 도면,

도 40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있어서 증폭기의 상세도,

도 41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있어서 표본유지회로를 나타낸 도면,

도 42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있어서 D/A변환회로의 상세도,

도 43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있어서 영상신호회로의 블록도,

도 44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있어서 D/A변환회로의 블록도,

도 45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있어서 D/A변환회로를 나타낸 도면,

도 46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있어서 타이밍차트,

도 47은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있어서 LCD의 블록도,

도 48은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있어서 디지털영상신호와 아날로그영상신호의 상관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데이터선구동회로 2 : 주사선구동회로 4 : 데이터선

7 : 제어회로 8 : 전원회로 9 : 공통전압생성회로

10:양극구동회로 11:양극쉬프트레지스터회로 12:양극데이터레지스터회로

13:양극데이터랫치회로 14:변환회로 15:양극계조전압생성회로

20:음극구동회로 21:음극쉬프트레지스터회로 22:음극데이터레지스터회로

23:음극데이터랫치회로 25: 음극계조전압생성회로 31:신호처리회로

33:절환회로 51:데이터선구동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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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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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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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등록특허 10-0734009

- 28 -



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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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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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b

도면16c

도면17

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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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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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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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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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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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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