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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구동 회로, 전기 광학 장치 및 구동 방법

요약

저소비 전력으로 표시 패널을 구동할 수 있는 구동 회로, 이것을 포함하는 전기 광학 장치 및 구동 방법을 제공한다.

구동 회로는, 데이터선을 그룹으로 나눈 다수의 데이터선군(SG1 ∼ SG3)에 대응하여 설치되는 전압 설정 회로(OPA ∼

OPC)를 포함한다. 전압 설정 회로는, 커먼 전압(VCOM)이 극성 반전함으로써 데이터선 전압(VS)이 VDDR, VSS의 한쪽

전원측으로 변화한 경우에, VS를 다른쪽 전원측으로 변화시킨다. 전압 설정 회로는, VCOM의 극성 판정 타이밍 후의 기간

에 데이터선 전압(VS)을 다른쪽 전원측으로 변화시킨다.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포함하는 임피던스 변환 회로(OPA ∼

OPC) 중, VDDR, VSS측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 이외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전압 설정 회로로서 사용한다.

대표도

도 10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기 광학 장치(액정 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주사 라인 반전 구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출력 회로에 연산 증폭기를 포함시킨 구성의 구동 회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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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A), (B)는 데이터선 전압의 변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출력 회로에 연산 증폭기를 포함시키지 않는 구성의 구동 회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극성 반전 타이밍 후의 기간에, 데이터선을 소정 전압으로 설정하는 회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 (A), (B)는, 커먼 전압, 데이터선 전압의 신호 파형예,

도 8은 극성 반전 타이밍 후의 기간에, 데이터선을 소정 전압으로 설정하는 구동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9는 구동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포함하는 연산 증폭기를 전압 설정 회로로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1은 기준 전압 발생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2는 기준 전압 발생 회로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제1 전압 분할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제1 전압 분할 회로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5는 제2 전압 분할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6은 전압 분할 단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7은 제2 전압 분할 회로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8 (A), (B)는, 아몰퍼스 실리콘 TFT 패널이나 저온 폴리실리콘 TFT 패널에서의 데이터선의 접속 방법에 대해 설명하

기 위한 도면,

도 19는 R, G, B 용의 데이터 신호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SA1 ∼ SA528 : 스위칭 소자(제1 스위칭 소자군)

SB1 ∼ SB528 : 스위칭 소자(제2 스위칭 소자군)

SC1 ∼ SC528 : 스위칭 소자(제3 스위칭 소자군)

L1 ∼ L3 : 라인 S1 ∼ S528 : 데이터선

SG1 ∼ SG3 : 데이터선군 VDDR : 제1 전원

VSS : 제2 전원 VCOM : 커먼 전압(대향 전극의 전압)

VS : 데이터선 전압 LP : 수평 동기 신호

OP1 ∼ OP7 : 연산 증폭기(임피던스 변환 회로)

DSWR, DSWG, DSWB : 디멀티플렉스용 스위칭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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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 R12 : 저항 소자 VT11 ∼ VT17 : 전압 분할 단자

RP1 ∼ RP12 : 저항 소자 RM1 ∼ RM12 : 저항 소자

VTP12 ∼ VTP17 : 전압 분할 단자

VTM12 ∼ VTM17 : 전압 분할 단자

SWPM, SWM, SWPM2 ∼ SWPM7 : 스위칭 소자

R21 ∼ R26 : 저항 소자 VTR0 ∼ VTR63 : 전압 분할 단자

VTL0 ∼ VTL63 : 전압 분할 단자

VTH0 ∼ VTH63 : 전압 분할 단자 10 : 데이터 래치

12 : 레벨 시프터 14 : 버퍼

20 : 기준 전압 발생 회로

30 : DAC(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

40 : 출력 회로 50 : 스위칭 신호 생성 회로

60, 62, 64 : 전압 설정 회로 80 : 제1 전압 분할 회로

82 : 래더 저항 84 : 양극성용 래더 저항

86 : 음극성용 래더 저항 90 : 제2 전압 분할 회로

92 : 제1 래더 저항(저 저항) 94 : 제2 래더 저항(고 저항)

100 : 제1 저항 전환용 스위칭부 102 : 제2 저항 전환용 스위칭부

512 : 표시 패널

520 : 데이터선 구동 회로(소스 드라이버)

530 : 주사선 구동 회로(게이트 드라이버)

540 : 컨트롤러 542 : 전원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구동 회로, 전기 광학 장치 및 구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휴대 전화기 등의 전자 기기에 이용되는 액정 패널로서, 단순 매트릭스 방식의 액정 패널과, 박막 트랜지스터

(Thin Film Transistor : 이하, TFT라 약기함) 등의 스위칭 소자를 사용한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액정 패널이 알려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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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매트릭스 방식은,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에 비해 저소비 전력화가 용이이하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다색화나 동화상

표시가 어렵다고 하는 불리한 점이 있다. 한편,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은, 다색화나 동화상 표시에 적합하다고 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저소비 전력화가 어렵다고 하는 불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최근 휴대 전화기 등의 휴대형 전자 기기에서는, 고품질 화상의 제공을 위해, 다색화, 동화상 표시에 대한 요망이

강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단순 매트릭스 방식의 액정 패널을 대신해,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액정

패널이 사용되게 되어 왔다.

그런데,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액정 패널에서는, 표시 패널의 데이터선을 구동시키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의 출력 회로

내에, 임피던스 변환 회로로서 기능하는 전압 폴로워 접속의 연산 증폭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산 증폭기를 출력

회로에 설치하면, 데이터선의 전압 변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어, 데이터선의 전압을 단시간에 원하는 계조 전압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산 증폭기를 출력 회로에 설치하면, 쓸데없이 소비되는 전류가 많아져, 소비 전류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 연산 증폭기는, 데이터선의 개수와 같은 개수만큼 설치된다. 따라서, 각 연산 증폭기의 소비 전력이 증가하

면, 데이터선 구동 회로의 소비 전력은, 연산 증폭기의 개수분만큼 증가해 버려, 소비 전력의 악화는 더욱 심각해진다.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기술적 과제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하는 바는, 저소비 전력으로 표시 패널을 구

동시킬 수 있는 구동 회로, 이것을 포함하는 전기 광학 장치 및 구동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다수의 화소와, 다수의 주사선과, 다수의 데이터선을 갖는 표시 패널을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 회로에 있어서,

그 각각이, 데이터선을 그룹으로 나눈 다수의 데이터선군의 각각에 대응하여 설치되는 다수의 전압 설정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각 전압 설정 회로가, 표시 패널의 각 화소가 갖는 화소 전극과 전기 광학 물질을 사이에 끼고 대향하는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함으로써 데이터선의 전압이 제1, 제2 전원의 한쪽 전원측으로 변화한 경우에, 데이터선의 전압을 제1,

제2 전원의 다른쪽 전원측으로 변화시키는 구동 회로에 관계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예를 들면 제1 데이터선군에는 제1 전압 설정 회로, 제2 데이터선군에는 제2 전압 설정 회로, 제3 데이터

선군에는 제3 전압 설정 회로라는 식으로, 다수의 전압 설정 회로가 설치된다. 그리고,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함으

로써, 표시 패널의 기생 용량 등이 원인이 되어 데이터선의 전압이 변화한 경우에, 전압 설정 회로가, 변화한 데이터선 전

압을 역방향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데이터선 전압을 제1, 제2 전원 사이의 전압으로 설정한다. 이에 의해, 그 후에, 데이

터선 전압을 단시간에 적정한 전압(계조 전압 등)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표시 특성을 유지하면서 저소비 전력화를 도모

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서는, 상기 각 전압 설정 회로가,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하는 타이밍 후의 소정의 기간에, 데이터선의

전압을 제1, 제2 전원의 다른쪽 전원측으로 변화시켜도 된다.

이 경우의 소정의 기간은, 예를 들면, 대향 전극 전압의 극성 반전 타이밍과 화소 전극으로의 데이터 신호의 기입 확정 타

이밍의 사이에 있는 기간이다.

또 본 발명에서는, 다수의 기준 전압을 발생시키는 기준 전압 발생 회로와, 발생된 다수의 기준 전압을 사용하여, 디지털

계조 데이터를 아날로그 계조 전압으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로부터의 아날

로그 계조 전압을 데이터선에 출력하는 출력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전압 설정 회로가, 상기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포함하는 다수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이어도 된다.

이 경우에,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포함하는 임의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전압 설정 회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서는, 상기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다수의 저항 소자가 직렬 접속되는 래더 저항을 갖고, 이 래더 저항의 M개

(M ≥4)의 전압 분할 단자에 M개의 전압을 출력하는 제1 전압 분할 회로와, 상기 제1 전압 분할 회로로부터의 M개의 각

전압이 각 입력 단자에 입력되고, 기준 전압을 생성시키기 위한 각 전압을 각 출력 단자에 출력하는 M개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전압 설정 회로가, M개의 상기 임피던스 변환 회로 중, 제1, 제2 전원측의 임피던스 변환 회

로를 적어도 제외하는 K개(2 ≤K ≤M-2)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이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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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선 전압을, 제1, 제2 전원 사이의 중간 전압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발명에서는, 상기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다수의 저항 소자가 직렬 접속되는 래더 저항을 갖고, 이 래더 저항의 M개

의 전압 분할 단자에 M개의 상기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출력 단자가 접속되며, 래더 저항의 N개(N ≥2 ×M)의 전압 분할

단자인 기준 전압 출력 단자에 기준 전압을 출력하는 제2 전압 분할 회로를 포함해도 된다.

이와 같이 하면, M개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임피던스 변환 기능을 이용하여, N개의 기준 전압의 출력 단자에서의 출력

임피던스를 낮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본 발명에서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의 출력 단자와 데이터선과의 사이에 설치되는 제1 스위칭 소자군과, 다수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출력 단자와 데이터선과의 사이에 설치되는 제2 스위칭 소자군을 포함하며,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

성 반전하는 타이밍 후의 소정의 기간에, 상기 제1 스위칭 소자군이 OFF로 되고, 상기 제2 스위칭 소자군이 ON으로 되도

록 해도 된다.

이와 같이 하면, 제2 스위칭 소자군을 ON으로 함으로써, 전압 설정 회로를 사용하여, 데이터선 전압을 소정 전압으로 설정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제1 스위칭 소자군을 ON으로 하고, 제2 스위칭 소자군을 OFF로 함으로써, 데이터선 전압을,

적정한 계조 전압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발명은, 다수의 화소와, 다수의 주사선과, 다수의 데이터선을 갖는 표시 패널을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 회로에 있어

서, 다수의 기준 전압을 발생시키는 기준 전압 발생 회로와, 발생된 다수의 기준 전압을 사용하여, 디지털 계조 데이터를

아날로그 계조 전압으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로부터의 아날로그 계조 전압

을 데이터선에 출력하는 출력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포함하는 1개 또는 다수의 임피던스 변환 회

로가, 표시 패널의 각 화소가 갖는 화소 전극과 전기 광학 물질을 사이에 끼고 대향하는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함으

로써 데이터선의 전압이 제1, 제2 전원의 한쪽 전원측으로 변화한 경우에, 데이터선의 전압을 제1, 제2 전원의 다른쪽 전

원측으로 변화시키는 구동 회로에 관계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함으로써 데이터선의 전압이 변화한 경우에,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포함

하는 1개 또는 다수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가, 변화한 데이터선 전압을 역방향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데이터선 전압을

제1, 제2 전원 사이의 전압으로 설정한다. 이에 의해, 그 후에 데이터선 전압을 단시간에 적정한 전압(계조 전압 등)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표시 특성을 유지하면서 저소비 전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서는,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하는 타이밍을 포함하는 소정의 기간에, 데이터선이 하이 임피던스 상태

로 설정되어도 된다.

이와 같이 하면, 대향 전극의 전압의 극성 반전에 의해 구동 회로의 출력 단자측으로 유입되어 오는 전하를, 전원측으로 되

돌리는 것이 가능해져, 저소비 전력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상기 중 어느 한 구동 회로와, 상기 구동 회로에 의해 구동되는 표시 패널을 포함하는 전기 광학 장치에 관계

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다수의 화소와, 다수의 주사선과, 다수의 데이터선을 갖는 표시 패널을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 방법에 있어

서, 표시 패널의 각 화소가 갖는 화소 전극과 전기 광학 물질을 사이에 끼고 대향하는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함으로

써 데이터선의 전압이 제1, 제2 전원의 한쪽 전원측으로 변화한 경우에, 데이터선을 그룹으로 나눈 다수의 데이터선군마

다 설치되는 각 전압 설정 회로를 사용하여, 데이터선의 전압을 제1, 제2 전원의 다른쪽 전원측으로 변화시키는 구동 방법

에 관계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다수의 화소와, 다수의 주사선과, 다수의 데이터선을 갖는 표시 패널을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 방법에 있어

서, 기준 전압 발생 회로를 사용하여, 다수의 기준 전압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다수의 기준 전압을 사용하여, 디지털 계조

데이터를 아날로그 계조 전압으로 변환하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로부터의 아날로그 계조 전압을 데이터선에 출력

하는 동시에, 표시 패널의 각 화소가 갖는 화소 전극과 전기 광학 물질을 사이에 끼고 대향하는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함으로써 데이터선의 전압이 제1, 제2 전원의 한쪽 전원측으로 변화한 경우에, 상기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포함하는

1개 또는 다수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사용하여, 데이터선의 전압을 제1, 제2 전원의 다른쪽 전원측으로 변화시키는 구동

방법에 관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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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실시 형태에 대해 도면을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본 실시 형태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내용을 부당하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

본 실시 형태에서 설명되는 구성의 전부가 본 발명의 해결 수단으로서 필수라고는 한정할 수 없다.

1. 전기 광학 장치

도 1에, 본 실시 형태의 전기 광학 장치(협의로는 액정 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낸다. 이 전기 광학 장치는, 휴대 전화, 휴대

형 정보 기기(PDA 등), 디지털 카메라, 프로젝터, 휴대형 오디오 플레이어,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 비디오 카메라, 전자

수첩, 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등의 여러가지 전자 기기에 장착할 수 있다.

도 1의 전기 광학 장치는, 표시 패널(512)(협의로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데이터선 구동 회로(520)(협의

로는 소스 드라이버), 주사선 구동 회로(530)(협의로는 게이트 드라이버), 컨트롤러(540), 전원 회로(542)를 포함한다. 또

한, 전기 광학 장치에 이들 모든 회로 블록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고, 그 일부의 회로 블록을 생략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여기서 표시 패널(512)(전기 광학 패널)은, 다수의 주사선(협의로는 게이트선)과, 다수의 데이터선(협의로는 소스선)과,

주사선 및 데이터선에 의해 특정되는 화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데이터선에 박막 트랜지스터(TFT)(Thin Film

Transistor, 광의로는 화소용 스위칭 소자)를 접속하고, 이 TFT에 화소 전극을 접속함으로써,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전기

광학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표시 패널(512)은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예를 들면 유리 기판)에 의해 구성된다. 이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에는, 도 1의 Y방향으로 다수 배열되어 각각 X방향으로 신장하는 주사선(G1 ∼ GI)(I는 2 이상의 자연수)과, X방향으

로 다수 배열되어 각각 Y방향으로 신장하는 데이터선(S1 ∼ SJ)(J는 2 이상의 자연수)이 배치되어 있다. 또, 주사선(GK)(1

≤K ≤I, K는 자연수)과 데이터선(SL)(1 ≤ L ≤J, L은 자연수)과의 교차점에 대응하는 위치에 화소가 설치되고, 각 화소는,

박막 트랜지스터(TFT-KL)(광의로는 화소용 스위칭 소자), 화소 전극(PE-KL)을 포함한다.

TFT-KL의 게이트 전극은 주사선(GK)에 접속되고, TFT-KL의 소스 전극은 데이터선(SL)에 접속되고, TFT-KL의 드레

인 전극은 화소 전극(PE-KL)에 접속되어 있다. 이 화소 전극(PE-KL)과, 화소 전극(PE-KL)과 액정 소자(광의로는 전기

광학 물질)를 사이에 끼고 대향하는 대향 전극(COM)(커먼 전극)과의 사이에는, 액정 용량(CL-KL)(전기 광학 물질의 용

량) 및 보조 용량(CS-KL)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TFT-KL, 화소 전극(PE-KL) 등이 형성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과, 대향 전극(COM)이 형성되는 대향 기판과의 사이에 액정이 봉입되어, 화소 전극(PEKL)과 대향 전극(COM)의 사이의

인가 전압에 따라 액정 소자의 투과율이 변화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향 전극(COM)에 부여되는 전압(VCOM)(제1, 제2 커먼 전압)은, 전원 회로(542)에 의해 생성된다. 또, 대향 전극

(COM)을 대향 기판 상에 전체적으로 형성하지 않고, 각 주사선에 대응하도록 띠 형상으로 형성해도 된다.

데이터선 구동 회로(520)는,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표시 패널(512)의 데이터선(S1 ∼ SJ)을 구동한다. 한편, 주사선 구

동 회로(530)는, 표시 패널(512)의 주사선(G1 ∼ GI)을 차례로 주사 구동한다.

컨트롤러(540)는, 도시 생략한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 이하, CPU로 약기함) 등의 호스트에 의해 설정된

내용에 따라, 데이터선 구동 회로(520), 주사선 구동 회로(530) 및 전원 회로(542)를 제어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컨트롤러(540)는, 데이터선 구동 회로(520) 및 주사선 구동 회로(530)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동작 모

드의 설정이나 내부에서 생성한 수직 동기 신호나 수평 동기 신호의 공급을 행하고, 전원 회로(542)에 대해서는, 대향 전극

(COM)의 전압(VCOM)의 극성 반전 타이밍의 제어를 행한다.

전원 회로(542)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기준 전압에 기초하여, 표시 패널(512)의 구동에 필요한 각종 전압이나, 대향 전

극(COM)의 전압(VCOM)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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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1에서는, 전기 광학 장치가 컨트롤러(540)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컨트롤러(540)를 전기 광학 장치의

외부에 설치해도 된다. 또는, 컨트롤러(540)와 함께 호스트를 전기 광학 장치에 포함시키도록 해도 된다.

또, 주사선 구동 회로(530), 컨트롤러(540), 전원 회로(542)의 적어도 1개를 데이터선 구동 회로(520)에 내장시켜도 된다.

또, 데이터선 구동 회로(520), 주사선 구동 회로(530), 컨트롤러(540), 전원 회로(542)의 일부 또는 전부를 표시 패널

(512) 상에 형성해도 된다.

2. 데이터선 전압의 변동

액정 소자에는, 직류 전압을 장시간 인가하면 열화하는 성질이 있다. 이 때문에, 액정 소자에 인가하는 전압의 극성을 소정

기간마다 반전시키는 구동 방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구동 방식으로는, 프레임 반전 구동, 주사(게이트) 라인 반전 구

동, 데이터(소스) 라인 반전 구동, 도트 반전 구동 등이 있다.

여기서, 주사 라인 반전 구동에서는, 액정 소자에 인가되는 전압이 주사 기간마다(1개 또는 다수의 주사선마다) 극성 반전

된다. 예를 들면, 제K의 주사 기간(제K의 주사선의 선택 기간)에서는 양극성의 전압이 액정 소자에 인가되고, 제K+1의 주

사 기간에서는 음극성의 전압이 인가되고, 제K+2의 주사 기간에서는 양극성의 전압이 인가된다. 한편, 다음 프레임에서

는, 이번에는, 제K의 주사 기간에서는 음극성의 전압이 액정 소자에 인가되고, 제K+1의 주사 기간에서는 양극성의 전압

이 인가되고, 제K+2의 주사 기간에서는 음극성의 전압이 인가되게 된다.

그리고, 이 주사 라인 반전 구동에서는, 대향 전극(COM)의 전압(VCOM)(이하, 커먼 전압이라고 부름)이 주사 기간마다 극

성 반전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극의 기간(T1)(제1 기간)에서는 커먼 전압(VCOM)은 VC1(제1 커먼 전압)

이 되고, 음극의 기간(T2)(제2 기간)에서는 VC2(제2 커먼 전압)가 된다.

여기서, 양극의 기간(T1)은, 데이터선(화소 전극)의 전압(VS)이 커먼 전압(VCOM)보다도 높아지는 기간이다. 이 기간

(T1)에서는 액정 소자에 양극성의 전압이 인가되게 된다. 한편, 음극의 기간(T2)은, 데이터선 전압(VS)이 커먼 전압

(VCOM)보다도 낮아지는 기간이다. 이 기간(T2)에서는 액정 소자에 음극성의 전압이 인가되게 된다. 또, VC2는, 소정의

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VC1을 극성 반전한 전압이다.

이와 같이 커먼 전압(VCOM)을 극성 반전함으로써, 표시 패널의 구동에 필요한 전압을 낮게 할 수 있다. 이에 의해, 구동

회로의 내압을 낮게 할 수 있어, 구동 회로의 제조 프로세스의 간소화, 저비용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커먼 전압(VCOM)을 극성 반전시키면, 액정 용량(CL)이나 보조 용량(CS)이나 TFT의 기생 용량 등에 의한

용량 커플링 효과에 의해, 데이터선 전압(화소 전극 전압)이 변동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도 3에 나타낸 것과 같은 구성의 구동 회로를 채용하면, 상기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3에서, 기준 전압 발생 회로(620)는 γ보정용 래더 저항을 포함하며, 다수의 기준 전압을 발생시킨다. DAC

(630)(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는, 기준 전압 발생 회로(620)로부터의 다수의 기준 전압을 사용하여, 디지털 계조 데이

터(R, G, B용 데이터)를 아날로그 계조 전압으로 변환한다. 출력 회로(640)는, DAC(630)로부터의 아날로그 계조 전압을

데이터선에 출력한다.

도 3에 나타낸 구성의 구동 회로에서는, 출력 회로(640)가, 전압 폴로워 접속의 연산 증폭기(광의로는 임피던스 변환 회

로)를 포함하며, 이 연산 증폭기에 의해 각 데이터선을 구동한다. 따라서, 커먼 전압(VCOM)이 극성 반전함으로써 데이터

선 전압에 변동이 발생해도, 이 전압 변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어, 도 4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시간에 데이터선

전압(화소 전극 전압)을 원하는 계조 전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 3의 구동 회로에서는, 모든 데이터선에, 소비 전력이 큰 연산 증폭기가 접속된다. 이 때문에, 소비 전력이 대단

히 커져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본 실시 형태에서는 도 5에 나타낸 것과 같은 구성의 구동 회로를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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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5에서는, 출력 회로(40)는, 연산 증폭기를 포함하지 않고, DAC(30)의 출력 단자와 데이터선과의 사이의 접속의 ON

·OFF를 행하는 스위칭 소자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출력 회로(40)에 연산 증폭기를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에, 기준 전압 발

생 회로(20)에, 전압 폴로워 접속의 연산 증폭기(광의로는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도 5의 구성에서는, 출력 회로(40)가 연산 증폭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 3의 구성에 비해, 연산 증폭기의 개수

분만큼 소비 전력을 저감할 수 있다. 특히, 도 5의 구성은, 데이터선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 저소비 전력화의 효과가 대단히

커진다.

그러나, 도 5의 구성에서는, 출력 회로(40)가 연산 증폭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커먼 전압(VCOM)의 극성 반전에 의해

데이터선 전압(화소 전극 전압)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데이터선 전압을 단시간에 원하는 계조 전압으로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도 4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선 전압(VS)을 적정한 전압으로 되돌리는 데 많은

시간을 요해, 화소 전극(PE)의 전압이 확정되는 타이밍까지, 데이터선 전압(VS)을 원하는 계조 전압으로 설정할 수 없다

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에 연산 증폭기(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도 5와 같이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에 연산 증폭기를 포함시켰다 해도, 전압 분할 단자(VT)로부터의 기준 전압

이 계조 전압으로서 전체 화소에 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먼 전압(VCOM)이 극성 반전하면, 데이터선이 원하는 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많은 시간을 요한다. 즉, 원하는 전압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래더 저항의 저항치(R)와 기생 용량(CL,

CS, 데이터선 용량 등)으로 정해지는 시정수(時定數)분만큼 지연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래더

저항의 저항치를 작게 하면, 이번에는, 래더 저항에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여,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의 소비

전력이 증가해 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도 5의 구성은, 출력 회로(40)의 소비 전력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데이터선 전압(화소 전극

전압)의 변동을 억제하는 것이 곤란해지거나,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의 소비 전력이 증가해 버리는 등의 기술적 과제가

있다.

3. 극성 반전시에 있어서의 데이터선 전압의 설정

이상과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실시 형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동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즉 본 실시 형태에서는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선을 그룹으로 나눈 데이터선군(SG1, SG2, SG3)에 대응하여, 전

압 설정 회로(60, 62, 64)(협의로는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설치한다. 또한, 전압 설정 회로를 다수개 설치하지 않고, 1개만

설치하는 구성도 가능하다.

여기서, 데이터선군(SG1)은 데이터선(S1, S4, S7 … S523, S526)의 그룹이고, 데이터선군(SG2)은 데이터선(S2, S5, S8

… S524, S527)의 그룹이다. 또 데이터선군(SG3)은 데이터선(S3, S6, S9 … S525, S528)의 그룹이다. 그리고, 전압 설정

회로(60)는 데이터선군(SG1)(S1, S4 … S526)의 전압을 설정하고, 전압 설정 회로(62)는 데이터선군(SG2)(S2, S5 …

S527)의 전압을 설정한다. 또 전압 설정 회로(64)는 데이터선군(SG3)(S3, S6 … S528)의 전압을 설정한다.

그리고 본 실시 형태에서는 도 7 (A)의 신호 파형예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향 전극의 전압(VCOM)이 극성 반전함으로써,

데이터선 전압(VS)이 VDDR(제1 전원), VSS(제2 전원)의 한쪽측으로 변화한 경우에, 전압 설정 회로(60, 62, 64)가, 데이

터선 전압(VS)을 다른쪽 전원측으로 변화시키는 전압 설정을 행한다. 즉, VCOM의 극성 반전 타이밍 후의 소정의 기간(극

성 반전 타이밍과 화소 전극으로의 데이터 신호의 기입이 확정되는 타이밍 사이에 있는 소정의 기간)에, 데이터선 전압

(VS)을 다른쪽 전극측의 전압(VDDR과 VSS 사이의 중간 전압)으로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커먼 전압(VCOM)의 극성 반전에 의해 데이터선 전압(VS)이 VDDR측(한쪽측)으로 변화한 경우에는, 도 7 (A)

의 B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압 설정 회로(60, 62, 64)가 VS를 VSS측(다른쪽측)으로 변화시키는 전압 설정을 행한다. 한

편, VCOM의 극성 반전에 의해 VS가 VSS측(한쪽측)으로 변화한 경우에는, B2에 나타낸 바와 같이, VS를 VDDR측(다른

쪽측)으로 변화시키는 전압 설정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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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함으로써, 커먼 전압(VCOM)이 극성 반전함으로써 데이터선 전압(VS)(화소 전극 전압)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도, VS를 단시간에 원하는 계조 전압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도 7 (B)에 본 실시 형태의 구동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신호 파형예를 나타낸다. 도 7 (B)에서는 VCOM

의 극성 반전시에 전압 설정 회로에 의한 데이터선 전압(VS)의 설정이 행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선 전압(VS)을 적

정한 전압으로 되돌리는 데 많은 시간을 요해, 화소 전극 전압이 확정되는 타이밍까지, 데이터선 전압(VS)을 원하는 계조

전압으로 하는 것이 늦어져 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본 실시 형태에서는, 도 7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도 5에 나타낸 것과

같은 회로 구성을 채용한 경우에도, 데이터선 전압(VS)을 단시간에 적절한 계조 전압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실시 형태에서는, 데이터선(S1 ∼ S528)이 SG1, SG2, SG3으로 그룹으로 나눠지는 동시에, 다수의 전압 설정 회로

(60, 62, 64)가 설치된다. 따라서, 데이터선 전압의 설정시에 표시 패널과의 사이에서 대(大)전류가 흐른 경우에도, 이 대

전류를, 다수의 라인(L1, L2, L3)에 의해 분산하여 흐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전압 설정 회로(60, 62, 64)에

접속되는 라인(L1, L2, L3)이 일렉트론 ·마이그레이션(electron migration)에 의해 단선되어 버리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

다.

또한, 도 6에서는, 데이터선을 3개의 그룹(SG1, SG2, SG3)으로 그룹 나누고 있으나, 2개의 그룹으로 나누거나, 4개 이상

의 그룹으로 나누어도 된다. 또,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도 임의이고, 예를 들면 SG1에 S1 ∼ S176를 포함시키고, SG2에 S

177 ∼ S352를 포함시키고, SG3에 S353 ∼ S528을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그룹 나누기로 해도 된다.

또, 도 6에서는, 3개의 전압 설정 회로(60, 62, 64)를 설치하고 있는데, 2개의 전압 설정 회로를 설치하거나, 4개 이상의 전

압 설정 회로를 설치해도 된다.

도 6에서, DAC(30)(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의 출력 단자(Q1 ∼ Q528)와 데이터선(S1 ∼ S528)과의 사이에는, 스위

칭 소자(SA1 ∼ SA528)(제1 스위칭 소자군)가 설치되어 있다.

또, 전압 설정 회로(60, 62, 64)(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출력 단자와 데이터선(S1 ∼ S528)의 사이에는 스위칭 소자(SB1

∼ SB528)(제2 스위칭 소자군)가 설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압 설정 회로(60)의 출력 단자(L1)와 데이터선(S1, S4 …S523, S526)(데이터선군 SG1)의 사이에는, 스

위칭 소자(SB1, SB4 … SB523, SB526)가 설치된다. 또, 전압 설정 회로(62)의 출력 단자(L2)와 데이터선(S2, S5 …

S524, S527)(데이터선군 SG2)의 사이에는, 스위칭 소자(SB2, SB5 … SB524, SB527)가 설치된다. 또, 전압 설정 회로

(64)의 출력 단자(L3)와 데이터선(S3, S6 … S525, S528)(데이터선군 SG3)의 사이에, 스위칭 소자(SB3, SB6 … SB525,

SBS258)가 설치된다.

그리고 본 실시 형태에서는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VCOM의 극성 반전 타이밍(TMI) 후의 기간(TB)(극성 반전 타이밍

(TMI)과 데이터 신호의 기입 확정 타이밍(TMW1 또는 TMW2)의 사이에 있는 기간)에서, 스위칭 소자(SA1 ∼ SA528)

(제1 스위칭 소자군)가 OFF로 된다. 또 스위칭 소자(SB1 ∼ SB528)(제2 스위칭 소자군)가 ON으로 된다.

즉, 기간(TB)에서, 스위칭 소자(SA1 ∼ SA528)를 ON ·OFF 제어하는 스위칭 신호(SA)가 비(非)액티브(스위칭 소자를 오

프로 하는 레벨)로 된다. 또, 스위칭 소자(SB1 ∼ SB528)를 ON ·OFF 제어하는 스위칭 신호(SB)가 액티브(스위칭 소자를

ON으로 하는 레벨)로 된다.

그리고, TB에 이어지는 기간(TA)에서, 스위칭 신호(SA)가 액티브로 되어, 스위칭 소자(SA1 ∼ SA528)가 ON으로 된다.

또, 스위칭 신호(SB)가 비액티브로 되어, 스위칭 소자(SB1 ∼ SB528)가 OFF로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도 7 (A)의 B1, B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위칭 신호(SB)가 액티브로 되는 기간(TB)에서, 전압 설정

회로(60, 62, 64)의 전압 설정에 의해, 데이터선(S1 ∼ S528)의 전압이 VSS측 또는 VDDR측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기간(TB)에 이어지는 기간(TA)에서, 데이터선(S1 ∼ S528)의 전압을, DAC(30)로부터의 적정한 계조 전압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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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도 8의 C1, C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커먼 전압(VCOM)의 극성 반전 타이밍(TMI)을 포함하는 기

간(TZ)에서, 데이터선이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설정된다. 이것은, 이 기간(TZ)에서, 스위칭 소자(SA1 ∼ SA528, SB1 ∼

SB528)를 같이 오프로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선을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설정하면, 커먼 전압(VCOM)의 극성 반전에 의해 구동 회로의 출력 단자측으

로 유입되어 오는 전하를, 전원측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해져, 저소비 전력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 설명하는 스위칭 소자(SA1 ∼ SA528, SB1 ∼ SB528 및 후술하는 스위칭 소자)는, N형 트랜지스

터나 P형 트랜지스터로 실현해도 되고, 트랜스퍼 게이트(N형 트랜지스터와 P형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소스 영역을

서로 접속함으로써 구성되는 게이트)에 의해 실현해도 된다.

4. 구동 회로의 구성

도 9에, 본 실시 형태의 구동 회로(데이터선 구동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낸다.

이 구동 회로는, 데이터 래치(10), 레벨 시프터(12), 버퍼(14)를 포함한다. 또,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 DAC(30)(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회로, 전압 선택 회로, 전압 생성 회로), 출력 회로(40), 스위칭 신호 생성 회로(50)를 포함한다. 또한, 구동

회로에 이들 모든 회로 블록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고, 그 일부의 회로 블록을 생략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도 9에서, 데이터 래치(10)는, 표시 메모리인 RAM으로부터의 데이터를 래치한다. 레벨 시프터(12)는, 데이터 래치(10)의

출력의 전압 레벨을 시프트한다. 버퍼(14)는, 레벨 시프터(12)로부터의 데이터를 버퍼링하여, 디지털 계조 데이터로서

DAC(30)에 출력한다.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는, 계조 전압을 생성하기 위한 다수의 기준 전압을 발생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는, 다수의 저항 소자가 직렬 접속되는 래더 저항을 갖는다. 그리고, 래더 저항의 전압 분할 단자(기준 전압

발생 단자)에 기준 전압을 발생시킨다.

이 경우,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에는, 도 5에 나타낸 것과 같은 임피던스 변환 회로(협의로는 전압 폴로워 접속의 연산 증

폭기)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에 제1, 제2 전압 분할 회로를 포함시키

고, 제1 전압 분할 회로가 갖는 래더 저항의 M개의 전압 분할 단자로부터의 M개(예를 들면 7개)의 전압을, M개의 임피던

스 변환 회로의 입력 단자에 입력한다. 또, 제2 전압 분할 회로가 갖는 래더 저항의 M개의 전압 분할 단자에, M개의 임피

던스 변환 회로의 출력 단자를 접속하는 동시에, 그 래더 저항의 N개(N ≥2 × M)의 전압 분할 단자인 기준 전압 출력 단자

에, N개(예를 들면 64개)의 기준 전압을 출력하도록 한다.

DAC(30)는,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로부터의 다수의 기준 전압을 사용하여, 버퍼(14)로부터의 디지털 계조 데이터를 아

날로그 계조 전압으로 변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계조 데이터를 디코드하고, 디코드 결과에 기초하여, 다수의

기준 전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기준 전압을 아날로그 계조 전압으로서 출력 회로(40)에 출력한다. 이 DAC

(30)가 갖는 디코더는 ROM 등을 사용하여 실현할 수 있다.

출력 회로(40)는, DAC(30)로부터의 아날로그 계조 전압을 데이터선에 전달하는 회로이다. 이 출력 회로(40)에는, DAC

(30)의 출력 단자와 데이터선과의 사이의 접속의 ON ·OFF 제어를 행하는 스위칭 소자(커먼 전압의 극성 반전시에 데이터

선을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설정하기 위한 스위칭 소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이 출력 회로(40)에는,

도 6에 나타낸 것과 같은 스위칭 소자(SA1 ∼ SA528, SB1 ∼ SB528)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스위칭 신호 생성 회로(50)는,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 DAC(30), 출력 회로(40)가 갖는 여러가지 스위칭 소자를 ON

·OFF 제어하기 위한 스위칭 신호를 생성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스위칭 신호 생성 회로(50)는, 도 6에서 설명한 것과 같

은 스위칭 소자(SA1 ∼ SA528, SB1 ∼ SB528)를 ON ·OFF 제어하기 위한 스위칭 신호(SA, SB) 등을 생성한다.

5. 기준 전압 발생 회로

도 6에 나타낸 전압 설정 회로(60, 62, 64)로서는,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가 포함하는 전압 폴

로워 접속의 연산 증폭기(OPA, OPB, OPC)(광의로는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는, 스위칭 소자(SB1, SB4 … SB526)(스위칭 소자군 SG1)에 접속되는 라인(L1)을,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의 연산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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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OPA)에 접속하고, 스위칭 소자(SB2, SB5 … SB527)(스위칭 소자군 SG2)에 접속되는 라인(L2)을, 연산 증폭기(OPB)

에 접속한다. 또, 스위칭 소자(SB3, SB6 … SB528)(스위칭 소자군 SG3)에 접속되는 라인(L3)을, 연산 증폭기(OPC)에 접

속한다.

이와 같이 하면, 데이터선의 전류(전하)의 끌어내기 위한 전압 설정 회로를, 새롭게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져, 회로의

소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즉 본 실시 형태에서는 도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AC(30)와 데이터선 사이에 연산 증폭기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기

준 전압 발생 회로(20)에 연산 증폭기를 포함시키는 구성으로 하고 있다. 이 도 5의 구성으로 함으로써, 모든 데이터선에

연산 증폭기가 접속되는 도 3의 구성에 비해, 회로의 소규모화와 저소비 전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실시 형태에서는, 이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에 포함되는 연산 증폭기(OPA, OPB, OPC)를 더욱 유효하게 이용

하기 위해서, 이들 OPA, OPB, OPC를 도 6의 전압 설정 회로(60, 62, 64)로서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면, 스위칭 소자(SB1 ∼ SB528)와 연산 증폭기(OPA, OPB, OPC)(전압 설정 회로) 사이를, 라인(L1 ∼ L3)을

사용하여 바이패스 접속(직결)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가 포함하는 저항 소자를 개재하지 않고, 연산

증폭기(OPA, OPB, OPC)의 출력을 스위칭 소자(SB1 ∼ SB528)에 접속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데이터선(S1 ∼ S528)측에

서 본 구동 회로의 출력 임피던스를 낮게 할 수 있다. 이 결과, 도 7 (A)의 B1, B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선 전압(VS)

을 단시간에 원하는 전압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표시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 11에,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의 구성예를 나타낸다.

이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는, 이의 7개의 전압 분할 단자(광의로는 M개의 전압 분할 단자)에 전압(V0’, V4’, V13’,

V31’, V50’, V59’, V63’)(광의로는 M개의 전압)을 출력하는 제1 전압 분할 회로(80)를 포함한다.

또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는, 제1 전압 분할 회로로부터의 전압(V0’, V4’, V13’, V31’, V50’, V59’, V63’)이 각 입력 단

자에 입력되는 전압 폴로워 접속의 연산 증폭기(OP1, OP2, OP3, OP4, OP5, OP6, OP7)(광의로는 M개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포함한다. 이들 연산 증폭기(OP1 ∼ OP7)는, 기준 전압(GV0 ∼ GV63)을 생성하기 위한 전압(V0, V4, V13,

V31, V50, V59, V63)을 출력 단자에 출력한다.

또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는, 연산 증폭기(OP1, OP2, OP3, OP4, OP5, OP6, OP7)와 제2 전압 분할 회로(90) 사이에 설

치되는 스위칭 소자(SC1 ∼ SC7)(제3 스위칭 소자군)를 포함한다. 또한, 이들 스위칭 소자(SC1 ∼ SC7)를 설치하지 않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또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는, 이의 7개의 전압 분할 단자(광의로는 M개의 전압 분할 단자)에, 스위칭 소자(SC1 ∼ SC7)

를 개재하여 연산 증폭기(OP1 ∼ OP7)의 출력 단자가 접속되고, 그 64개의 전압 분할 단자(광의로는 N개의 전압 분할 단

자)인 기준 전압 출력 단자에 기준 전압을 출력하는 제2 전압 분할 회로(90)를 포함한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가 포함하는 도 11의 연산 증폭기(OP3, OP4, OP5)를, 도 6의 전압 설정 회

로(60, 62, 64)(도 10의 OPA, OPB, OPC)로서 사용하고 있다. 즉, 7개(M개)의 연산 증폭기(OP1 ∼ OP7)(임피던스 변환

회로) 중, VDDR(제1 전원)측, VSS(제2 전원)측의 연산 증폭기(OP1, OP2, OP6, OP7)를 제외한 3개(K개)의 연산 증폭기

(OP3, OP4, OP5)를, 도 6의 전압 설정 회로(60, 62, 64)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연산 증폭기(OP3, OP4, OP5)의 출력 전압(V13, V31, V50)(입력 전압 V13’, V31’, V50’)은, VDDR(제1 전원)과

VSS(제2 전원)의 중간의 전압이 된다. 따라서, 이들 연산 증폭기(OP3, OP4, OP5)의 출력 전압(V13, V31, V50)을 사용

하여 데이터선 전압(VS)을 설정하면, VS를 VDDR과 VSS의 중간 전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 7 (A)의 B1, B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선 전압(VS)을 VDDR과 VSS의 중간 전압으로 설정한 후에, VS를 계조 전압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즉, 데이터선 전압(VS)이, VDDR이나 VSS의 전압이나 이것에 가까운 전압으로 설정되어 버리면, 그 후에 VS를 계조 전압

으로 설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본 실시 형태와 같이, VDDR측, VSS측의 연산 증폭기(OP1,

OP2, OP6, OP7)가 아니라, VDDR과 VSS의 중간에 배치되는 연산 증폭기(OP3, OP4, OP5)를 전압 설정 회로(60, 62,

64)로서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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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실시 형태에서는, 다수의 연산 증폭기(OP3, OP4, OP5)를 사용하여 데이터선군마다 전압 설정을 행하고 있으므로,

라인(L1, L2, L3)에 흐르는 전류량을 적게할 수 있어, 일렉트론 ·마이그레이션에 의한 단선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도 11에서, 연산 증폭기(OP2, OP3, OP4, OP5, OP6)를 전압 설정 회로로서 사용하거나, OP3, OP4만을 전압 설정

회로로서 사용하거나, OP4, OP5만을 전압 설정 회로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본 실시 형태에서는, 연산 증폭기

(OP1, OP7) 이외의 임의의 연산 증폭기를 전압 설정 회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준 전압 발생 회로(20)에, 제1 전압 분할 회로(80)를 설치하는 한편, 제2 전압 분할 회로

(90)를 설치하지 않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즉, 도 12에서는, 제1 전압 분할 회로(80)가 전압(V0’ ∼ V63’)을 전압 분할 단자에 출력한다. 그리고, 연산 증폭기(OP1

∼ OP64)(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입력 단자에는, 이들 전압(V0’ ∼ V63’)이 입력된다. 그리고, 연산 증폭기(OP1 ∼

OP64)는, 스위칭 소자(SC1 ∼ SC64)를 개재하여, 기준 전압 출력 단자에 기준 전압(GV0 ∼ GV63)을 출력한다.

이 경우에도, VDDR, VSS측의 연산 증폭기(OP1, OP64) 이외의 임의의 연산 증폭기(VDDR과 VSS의 중간에 배치되는 연

산 증폭기(OP32, OP33, OP34) 등)를, 전압 설정 회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도 13에, 제1 전압 분할 회로(80)의 구성예를 나타낸다.

이 제1 전압 분할 회로(80)는, 다수의 저항 소자(R1 ∼ R12)가 전원(VDDR, VSS) 사이에 직렬 접속되는 래더 저항(82)을

갖는다. 그리고, 이 래더 저항(82)의 전압 분할 단자(VT11 ∼ VT17)에 전압(V0’, V4’, V13’, V31’, V50’, V59’, V63’)을

출력한다.

또한 도 13에서, 전압 분할 단자(VT12 ∼ VT16)는, 저항(R2 ∼ R10)의 각 8개의 탭으로부터 임의의 탭을 선택할 수 있는

전압 분할 단자이다. 어느 탭을 사용하는지는, 레지스터(4비트)의 설정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탭을 선택하

는지에 따라, 여러가지의 γ 보정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도 14에, 제1 전압 분할 회로(80)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낸다.

도 14의 제1 전압 분할 회로(80)는, 저항 소자(RP1∼RP12)가 직렬 접속되는 양극성용의 래더 저항(84)과, 저항 소자

(RM1 ∼ RM12)가 직렬 접속되는 음극성용의 래더 저항(86)을 갖는다.

그리고, 양극성용의 래더 저항(84)은, 커먼 전압(VCOM)이 양극성이 되는 기간(도 2의 기간(T1))에서 사용된다. 한편, 음

극성용의 래더 저항(86)은, VCOM이 음극성이 되는 기간(도 2의 기간(T2))에서 사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VCOM의 양극 기간에서는, 스위칭 소자(SWP)가 ON으로 되고, SWM이 OFF로 된다. 또, VDDR에는

양극성의 전압이 부여된다. 그리고, 스위칭 소자(SWPM2 ∼ SWPM7)가, 양극성용의 래더 저항(84)의 전압 분할 단자

(VTP12 ∼ VTP17)와 연산 증폭기(OP1 ∼ OP7)의 입력 단자를 접속한다.

한편, VCOM의 음극 기간에서는, 스위칭 소자(SWM)가 ON으로 되고, SWP가 OFF로 된다. 또, VDDR에는 음극성의 전압

이 부여된다. 그리고, 스위칭 소자(SWPM2 ∼ SWPM7)가, 음극성용의 래더 저항(86)의 전압 분할 단자(VTM12 ∼

VTM17)와 연산 증폭기(OP1 ∼ OP7)의 입력 단자를 접속한다.

일반적으로, VCOM의 양극 기간과 음극 기간에서는 γ 보정 특성(계조 특성)이 비대칭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γ 보정 특성

이 비대칭이 되는 경우에도, 도 14와 같이 양극성용, 음극성용의 래더 저항(84, 86)을 설치하면, VCOM의 양극 기간, 음극

기간의 각 기간에 최적인 γ 보정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15에, 제2 전압 분할 회로(90)의 구성예를 나타낸다.

이 제2 전압 분할 회로(90)는, 다수의 저항 소자(R21 ∼ R26)가 직렬 접속되는 래더 저항(92)을 갖는다. 그리고, 이 래더

저항(92)의 전압 분할 단자(VTR0, VTR4, VTR13, VTR31, VTR50, VTR59, VTR63)(광의로는 M개의 전압 분할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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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스위칭 소자(SC1 ∼ SC7)를 개재하여, 연산 증폭기(OP1∼OP7)의 출력 단자가 접속된다. 또, 이 래더 저항(92)의

전압 분할 단자(VTR0 ∼ VTR63)(광의로는 N개의 전압 분할 단자)인 기준 전압 출력 단자에, 기준 전압(GV0 ∼ GV63)을

출력한다.

또한, 전압 분할 단자(VTR[1 : 3], VTR[5 : 12] …)는, 도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저항 소자(R21, R22 …)를 더욱 저항

분할함으로써 얻어지는 단자이다.

도 15에 나타낸 구성의 제2 전압 분할 회로(90)에 의하면, 임피던스 변환 기능을 갖는 연산 증폭기(OP1 ∼ OP7)를 사용하

여, 기준 전압(GV0 ∼ GV63)을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전압 분할 단자(VTR0 ∼ VTR63)에서의 출력 임피던스를 낮게

할 수 있다. 이 결과, 도 5와 같이 출력 회로(40)에 연산 증폭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성의 경우에도, 비교적 단시간에, 데이

터선 전압(화소 전극 전압)을 원하는 계조 전압으로 설정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도 17에, 제2 전압 분할 회로(90)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낸다.

이 제2 전압 분할 회로(90)는, 저항 소자(RL21 ∼ RL26)가 직렬 접속되는 저(低) 저항(예를 들면 10KΩ)의 제1 래더 저항

(94)과, 저항 소자(RH21 ∼ RH26)이 직렬 접속되는 고(高) 저항(예를 들면 20KΩ)의 제2 래더 저항(96)을 포함한다.

또 제2 전압 분할 회로(90)는, 제1 저항 전환용 스위칭부(100)를 포함한다. 이 제1 저항 전환용 스위칭부(100)는, 제1 래

더 저항(94)의 7개(광의로는 M개)의 전압 분할 단자(VTL0, VTL4, VTL13, VTL31, VTL50, VTL59, VTL63)와, 제2

래더 저항(96)의 7개(광의로는 M개)의 전압 분할 단자(VTH0, VTH4, VTH13, VTH31, VTH50, VTH59, VTH63) 중 어

느 하나를, 연산 증폭기(OP1∼OP7)(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출력 단자에 접속하는 스위칭 소자군을 포함한다.

또한, 도 17에서는, 제1 저항 전환용 스위칭부(100)가, 도 11의 스위칭 소자 SC1 ∼ SC7의 기능을 실현하고 있다.

또 제2 전압 분할 회로(90)는, 제2 저항 전환용 스위칭부(102)를 포함한다. 이 제2 저항 전환용 스위칭부(102)는, 제1 래

더 저항(94)의 64개(광의로는 N개)의 전압 분할 단자(VTL0 ∼ VTL63)와, 제2 래더 저항(96)의 64개(광의로는 N개)의

전압 분할 단자(VTH0 ∼ VTH63) 중 어느 하나를, 64개(광의로는 N개)의 기준 전압(GV0 ∼ GV63)의 출력 단자에 접속

하는 스위칭 소자군을 포함한다.

또한, 제1, 제2 저항 전환용 스위칭부(100, 102)는, 연산 증폭기(OP1, OP7)의 출력 단자를, 기준 전압(GV0, GV63)의 출

력 단자에 직접 접속하기 위한 스위칭 소자도 포함한다.

또, 도 17의 스위칭 소자(SWRL)는, 저 저항의 제1 래더 저항(94)을 사용할 때 ON으로 되고, 고 저항의 제2 래더 저항(96)

을 사용할 때 OFF로 된다. 한편, 스위칭 소자(SWRH)는, 고 저항의 제2 래더 저항(96)을 사용할 때 ON으로 되고, 저 저항

의 제1 래더 저항(94)을 사용할 때 OFF로 된다. 이들 스위칭 소자(SWRL, SWRH)를 설치함으로써, 허비되는 전류가 제1,

제2 래더 저항(94, 96)에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저소비 전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도 17의 스위칭 소자(SWVSS)는, 연산 증폭기(OP7)의 출력(V63)을 기준 전압(GV63)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전원

(VSS)의 전압을 기준 전압(GV63)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ON으로 된다.

도 17에 나타낸 것과 같은 저 저항의 제1 래더 저항(94)과 고 저항의 제2 래더 저항(96)을 설치하고, 상황에 따라 제1, 제2

래더 저항(94, 96)을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구동 능력의 향상과 저소비 전력화를 양립할 수 있게 된다.

즉, 저 저항의 제1 래더 저항(94)을 사용하면, 기준 전압 출력 단자의 출력 임피던스를 낮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래더 저항에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는 불리한 점이 있다. 한편, 고 저항의 제2 래더 저항(96)을 사용하면, 래더

저항에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기준 전압 출력 단자의 출력 임피던스가 높아지는

불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제1, 제2 래더 저항(94, 96)을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래더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기

준 전압 출력 단자의 출력 임피던스를 가능한 한 낮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6. 출력 회로

도 9의 구동 회로가 포함하는 출력 회로(40)로서는 여러가지 구성의 것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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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아몰퍼스(비정질) 실리콘에 의해 TFT가 형성되는 표시 패널(광의로는 제1 종류의 표시 패널)에서는, 도 18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R, G, B(광의로는 제1, 제2, 제3의 색 성분)의 각각의 데이터선(소스선)에 대해, 이것에 대응한

데이터선 출력 단자가, 드라이버 IC(구동 회로)에 설치된다.

한편, 저온 폴리실리콘(다결정 실리콘)에 의해 TFT가 형성되는 표시 패널(광의로는 제2 종류의 표시 패널)에서는, 회로의

일부를 패널 상에 형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드라이버 IC, 표시 패널간의 배선 개수를 줄이기 위해, 도 18 (B)에 나타낸 바

와 같이, R, G, B용의 데이터 신호를 다중화하여 전달하는 데이터선을 사용하여, 표시 패널과 드라이버 IC를 접속하는 방

법을 채용할 수 있다.

즉, 이 도 18 (B)의 방법에서는, 드라이버 IC측에, 멀티플렉스(multiplex)용 스위칭 소자(MSWR, MSWG, MSWB)를 설치

한다. 그리고, 이 스위칭 소자(MSWR, MSWG, MSWB)를 사용하여, R, G, B용의 데이터 신호를 다중화하여, 1개의 데이

터선(S)를 사용하여 표시 패널측에 전달한다.

한편, 표시 패널측에는, 디멀티플렉스(demultiplex)용의 스위칭 소자(DSWR, DSWG, DSWB)를 설치한다. 그리고, 1개의

데이터선(S)에 의해 다중화하여 전달되는 R, G, B용의 데이터 신호를, 디멀티플렉스용 스위칭 소자(DSWR, DSWG,

DSWB)를 사용하여 분리하여, R, G, B용의 각 화소에 전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스위칭 소자(DSWR, DSWG,

DSWB)를, 도 19에 나타낸 것과 같은 스위칭 신호(RSEL, GSEL, BSEL)를 사용하여 ON ·OFF 제어하여, R, G, B용의 데

이터 신호를 분리한다. 또한 도 19에서, LP는 수평 동기 신호(래치 펄스)이다.

이 도 18 (B)의 방법에 의하면, 표시 패널, 드라이버 IC 사이의 배선 개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실장 면적을 작게 할 수 있

어, 장치를 컴팩트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실시 형태의 출력 회로(40)는, 도 18 (B)에 나타낸 것과 같은 멀티플렉스용 스위칭 소자(MSWR, MSWG, MSWB)를 포

함하는 것이어도 된다. 이러한 구성의 출력 회로(40)에서도, VCOM의 극성 반전 타이밍 후의 기간에 데이터선(S)의 전압

(VS)을 VDDR측 또는 VSS로 변화시킴으로써, VS를 단시간에 원하는 계조 전압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본 실시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요지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의 변형 실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실시 형태에서는, TFT를 사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장치에 본 발명의 구동 회로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

해 설명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장치 이외의 액정 장치에 본 발명

의 구동 회로를 적용하거나, 일렉트로루미네선스(EL) 장치, 유기 EL 장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등의 전기 광학 장치

에 본 발명의 구동 회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구동 회로의 구성도 도 5 ∼ 도 19에서 설명한 구성에 한정되지 않고, 이들과 균등한 여러 가지 구성을 채용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주사 라인 반전 구동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반전 구동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 명세서 중의 기재에 있어서 광의의 용어(전압 설정 회로, 연산 증폭기, 화소용 스위칭 소자, 전기 광학 물질, 전기 광학

패널, 전기 광학 장치, 제1 전원, 제2 전원 등)로서 인용된 용어(연산 증폭기, 임피던스 변환 회로, TFT, 액정 소자, 표시

패널, 액정 장치, VDDR, VSS 등)는,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있어서도 광의의 용어로 치환할 수 있다.

또, 본 발명 중 종속 청구항의 발명에서는, 종속 청구항의 구성 요건의 일부를 생략하는 구성으로 할 수도 있다. 또, 본 발명

의 1 독립 청구항의 발명의 요부를, 다른 독립 청구항에 종속시킬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데이터선 전압을 단시간에 적정한 전압(계조 전압 등)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표시 특성을 유지하면

서 저소비 전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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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다수의 화소와, 다수의 주사선과, 다수의 데이터선을 갖는 표시 패널을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 회로에 있어서,

데이터선을 그룹으로 나눈 다수의 데이터선군의 각각에 대응하여 설치되는, 다수의 전압 설정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각 전압 설정 회로가,

표시 패널의 각 화소가 갖는 화소 전극과 전기 광학 물질을 사이에 끼고 대향하는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함으로써

데이터선의 전압이 제1, 제2 전원의 한쪽 전원측으로 변화한 경우에, 데이터선의 전압을 제1, 제2 전원의 다른쪽 전원측으

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전압 설정 회로가,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하는 타이밍 후의 소정의 기간에, 데이터선의 전압을 제1, 제2 전원의 다른쪽 전원측으로 변

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회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다수의 기준 전압을 발생시키는 기준 전압 발생 회로와,

발생된 다수의 기준 전압을 사용하여, 디지털 계조 데이터를 아날로그 계조 전압으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

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로부터의 아날로그 계조 전압을 데이터선에 출력하는 출력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전압 설정 회로가, 상기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포함하는 다수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

동 회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다수의 저항 소자가 직렬 접속되는 래더 저항을 갖고, 이 래더 저항의 M개(M ≥4)의 전압 분할 단자에 M개의 전압을 출력

하는 제1 전압 분할 회로와,

상기 제1 전압 분할 회로로부터의 M개의 각 전압이 각 입력 단자에 입력되고, 기준 전압을 생성시키기 위한 각 전압을 각

출력 단자에 출력하는 M개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전압 설정 회로가, M개의 상기 임피던스 변환 회로 중, 제1, 제2 전원측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적어도 제외

하는 K개(2 ≤K ≤M-2)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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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다수의 저항 소자가 직렬 접속되는 래더 저항을 갖고, 이 래더 저항의 M개의 전압 분할 단자에 M개의 상기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출력 단자가 접속되며, 래더 저항의 N개(N ≥2 ×M)의 전압 분할 단자인 기준 전압 출력 단자에 기준 전압을 출력

하는 제2 전압 분할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회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의 출력 단자와 데이터선과의 사이에 설치되는 제1 스위칭 소자군과,

다수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출력 단자와 데이터선과의 사이에 설치되는 제2 스위칭 소자군을 포함하며,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하는 타이밍 후의 소정의 기간에, 상기 제1 스위칭 소자군이 OFF로 되고, 상기 제2 스위칭

소자군이 ON으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회로.

청구항 7.

다수의 화소와, 다수의 주사선과, 다수의 데이터선을 갖는 표시 패널을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 회로에 있어서,

다수의 기준 전압을 발생시키는 기준 전압 발생 회로와,

발생된 다수의 기준 전압을 사용하여, 디지털 계조 데이터를 아날로그 계조 전압으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

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로부터의 아날로그 계조 전압을 데이터선에 출력하는 출력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포함하는 1개 또는 다수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가,

표시 패널의 각 화소가 갖는 화소 전극과 전기 광학 물질을 사이에 끼고 대향하는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함으로써

데이터선의 전압이 제1, 제2 전원의 한쪽 전원측으로 변화한 경우에, 데이터선의 전압을 제1, 제2 전원의 다른쪽 전원측으

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회로.

청구항 8.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하는 타이밍을 포함하는 소정의 기간에, 데이터선이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설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구동 회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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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의 구동 회로와,

상기 구동 회로에 의해 구동되는 표시 패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10.

다수의 화소와, 다수의 주사선과, 다수의 데이터선을 갖는 표시 패널을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 방법에 있어서,

표시 패널의 각 화소가 갖는 화소 전극과 전기 광학 물질을 사이에 끼고 대향하는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함으로써

데이터선의 전압이 제1, 제2 전원의 한쪽 전원측으로 변화한 경우에,

데이터선을 그룹으로 나눈 다수의 데이터선군마다 설치되는 각 전압 설정 회로를 사용하여, 데이터선의 전압을 제1, 제2

전원의 다른쪽 전원측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방법.

청구항 11.

다수의 화소와, 다수의 주사선과, 다수의 데이터선을 갖는 표시 패널을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 방법에 있어서,

기준 전압 발생 회로를 사용하여, 다수의 기준 전압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다수의 기준 전압을 사용하여, 디지털 계조 데이터를 아날로그 계조전압으로 변환하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로부터의 아날로그 계조 전압을 데이터선에 출력하는 동시에,

표시 패널의 각 화소가 갖는 화소 전극과 전기 광학 물질을 사이에 끼고 대향하는 대향 전극의 전압이 극성 반전함으로써

데이터선의 전압이 제1, 제2 전원의 한쪽 전원측으로 변화한 경우에,

상기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포함하는 1개 또는 다수의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사용하여, 데이터선의 전압을 제1, 제2 전원

의 다른쪽 전원측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방법.

도면

등록특허 10-0563282

- 17 -



도면1

등록특허 10-0563282

- 18 -



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563282

- 19 -



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0563282

- 20 -



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563282

- 21 -



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563282

- 22 -



도면10

등록특허 10-0563282

- 23 -



도면11

등록특허 10-0563282

- 24 -



도면12

등록특허 10-0563282

- 25 -



도면13

도면14

등록특허 10-0563282

- 26 -



도면15

도면16

등록특허 10-0563282

- 27 -



도면17

등록특허 10-0563282

- 28 -



도면18

도면19

등록특허 10-0563282

- 29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발명의 목적 3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6
  발명의 효과 14
청구의 범위 14
도면 17
 도면1 18
 도면2 19
 도면3 19
 도면4 20
 도면5 20
 도면6 21
 도면7 21
 도면8 22
 도면9 22
 도면10 23
 도면11 24
 도면12 25
 도면13 26
 도면14 26
 도면15 27
 도면16 27
 도면17 28
 도면18 29
 도면19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