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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는, 화소어레이를 주사하는 수평 및 수직주사회로를 가지고 있다. 복수개의 화소신호계열의 형
태로 영상신호 공급회로에 인가되는 영상신호는, 수평 및 수직주사회로에 의해 지정되는 화소어레이의 화소에 전송된다.
수평 및 수직주사회로의 각각은,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직렬접속을 구비하고 쌍방향으로 주사가능하다. 각 쌍방향
시프트레지스터단은 종속접속된 1쌍의 래치를 구비하고, 중간 출력 및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출력을 부여할 수 있다.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직렬접속의 양단부에 배치된 2개의 1쌍의 래치를 제외하고, 복수개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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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단의 각각의 1쌍의 래치의 중간출력 및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출력은 화소신호가 공급되어야 할 화소의 지정에 관
여하고,한편,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직렬접속의 양단부에 배치된 각 1쌍의 래치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출력을 
상기의 화소지정에 관여하나 그 중간출력은 상기의 화소지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표도
도 2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3판(板)방식의 액정프로젝터광학계를 설명하는 개략구성도

도 2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장치를 표시한 개략블록도

도 2b는 도 2a의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신호절환회로의 개략회로도

도 3은 도 2a의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수평주사회로 및 영상신호공급회로의 개략회로도

도 4는 도 2a의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직주사회로, 수직주사제어회로 및 수직출력회로의 개략회로도

도 5a∼5d는 도 3의 수평주사회로 및 도 4의 수직주사회로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段)의 개략회로도 및 동작설명도

도 6a∼6f는, 도 5a 및 5b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클럭인버터(clocked invert
er)의개략회로도

도 7은 도 5a 및 5b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동작을 설명하는 개략타이밍차트

도 8은 도 5a 및 5b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다른 동작을 설명하는 개략타이밍차트

도 9는 클럭신호의 듀티비를 바꾸었을 때의, 도 5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동작을 설명하는 개략타이밍차트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장치의 순(順)주사동작을 설명하는 개략타이밍차트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장치의 역(逆)주사동작을 설명하는 개략타이밍차트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장치의 2라인동시구동동작을 설명하는 개략타이밍차트

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장치의 2라인동시구동의 다른 동작을 설명하는 개략타이밍차트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장치의 라인솎아내기 동작을 설명하는 개략타이밍차트

도 1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장치의 라인솎아내기의 다른 동작을 설명하는 개략타이밍차트

도 1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액정프로젝터를 설명하는 광학계의 모식도

도 17은 고분자분산형액정을 사용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장치의 구성을 설명하는 전개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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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a, 18b는 고분자분산형액정을 사용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장치의 단면구조를 표시한 개략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화소어레이(표시영역) 11: 영상신호선

12: 주사신호선 13: 스위칭소자

14: 화소전극 15: 대향전극

16: 유지용량 20: 수평시프트레지스터

21: 영상신호공급회로 22: 화소신호입력선

23: 신호절환회로 24: 영상신호입력단자

25: 수평주사리세트신호입력단자

26: 수평주사출발신호입력단자

27: 수평주사종료신호출력단자

30: 수직시프트레지스터 32: 수직출력회로

33: 수직주사제어회로 36: 수직주사리세트단자

37: 수직주사출발신호입력단자 38: 수직주사종료신호출력단자

61∼66: 클럭인버터 67, 68: 래치회로

71, 72: P형 트랜지스터 73, 74: N형 트랜지스터

220: 광원 221: 포물면거울

222: 콘덴서렌즈 223: 반사경

224: 제 1의 조리개 225: 렌즈

226: 색선별프리즘 227R: 적색용반사형액정표시장치

227G: 녹색용반사형액정표시장치 227B: 청색용반사형액정표시장치

701: 투영기판(제 1의 기판) 702: 실리콘기판(제 2의 기판)

703: 고분자매트릭스 707: 패키지

709: 액정패널 710: 방열시트

711: 방열판 712: 가요성인쇄기판누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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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차광프레임 714: 가요성인쇄기판

730: 투명전극 738: 반사화소전극

739: 액정 741: 입사광

742: 산란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와 이것을 포함하는 액정표시프로젝터에 관한것으로서, 특히 유리기판 또는 실리콘칩위에 액티
브매트릭스구동되는 형식의 표시화소 및 그 구동회로가 형성된 액정표시장치에 이용해서 유효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텔레비젼수상기나 개인컴퓨터 등의 정보기기, 모니터, 그 외의 각종표시장치용의 표시장치로서 액정패널이 널리 사용되
고있다.

이런 종류의 액정패널은, 한쪽의 기판에 화소선택용의 스위칭소자의 전극이되는 구동전극을 형성하고, 다른 쪽의 기판
에공통전극을 형성하여, 양전극쪽을 대향시켜 양전극사이를 일정한 갭을 가지고 맞붙이고, 그 갭에 액정층을 끼워둠해
서 구성된다.

FET스위칭소자의 채널층에 비정질실리콘박막을 사용하는 구성에서는, 트랜지스터의 특성에 한계가 있으며, 구동회로
로서사용했을 경우의 특성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외부에 주변구동회로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폴리실리콘막을 사용해서 박막트랜지스터(이하 TFT라 부름)를 형성하고, 동일 유리기판위에 표시화소선택용의 
스위칭소자와 함께 구동회로도 형성한 것이 개발되고 있다. 폴리실리콘막을 사용한 TFT소자는, 화소수가 10만정도이
고 표시영역의 대각길이가 0.7인치의 제품이 소형비디오카메라의 컬러파인더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 이 폴리실리콘막을 사용하는 TFT디스플레이장치에 있어서, 프로젝터의 표시원(display source)으로서의 이용이
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지향한 헤드마운트(안경형)디스플레이용의 패널로서의 용도도 개발되어 있다.

또, 투명기판에 공통전극을 형성하고, 실리콘기판에 구동전극을 형성해서, 양자의 맞붙임 갭에 고분자분산형의 액정층
을끼워둠한 고분자분산형액정(이하 PDLC라 부름)표시소자가 개발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폴리실리콘막을 사용한 TFT디스플레이장치나 PDLC를 사용한 표시장치의 이용방법에 있어서, 적, 
녹, 청색마다 화상을 형성하는 디스플레이장치를 사용하는 3판(板)방식의 액정프로젝터의 광학계가 있다.

    
도 1에 3판방식의 액정프로젝터광학계의 개략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메탈할라이드램프 등과 포물면거울로 이루어지는
광원(850)으로부터의 광은, 색선별거울(dichroic mirror)(851)에 도달한다. 여기서 이 색선별거울(851)은, 특정파
장영역의 광을 반사 또는 투과하는 작용을 가지며, 청색의 광만이 90°방향을 바꾸어 반사되고, 다른 광은 투과된다. 
투과한 광은, 색선별거울(852)에 입사되고, 녹색의 광만이 반사되어, 투과광은 적색으로 된다. 이와 같이 청, 녹, 적색
의순으로 분광된 각광은, 전용의 액정패널(853),(854),(855)에 입사된다.
    

각 패널(853),(854),(855)은, 각색에 대응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으며, 입사광은 각색마다 변조를 받은 후, 합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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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선별거울(856)에서는, 녹색의 광이 반사되어, 그 반사광은, 액정패널(853)을 투과해온 청색의 광과 합성되고, 그 합
성된 광은, 또 색선별거울(857)에서 반사된 적색의 광과 합성된다. 합성된 광은, 투사렌즈에 의해 스크리위에 투영된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바와 같은 광학계에서는, 먼저 액정패널(853)으로부터의 청색의 투과광은, 한번도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액정
패널의 패턴이 그대로의 상태에서 합성되어, 투사렌즈에 입사된다. 액정패널(855)로부터의 적색의 투과광은, 반사거울
(858)과 색선별거울(857)에서 90°의 방향전환을 2번행하기 때문에, 청색의 투과광과 마찬가지로, 액정패널의 패턴
이 그대로의 상태에서 합성되어서 투사렌즈에 입사된다.

또한, 액정패널(854)로부터의 녹색의 투과광은, 색선별거울(856)에서 90°의 방향전환을 한번만 행하기 때문에, 상
하 또는 좌우가 반전되어서 투사렌즈에 입사된다. 그 때문에 영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녹색의 액정패널(854)는 좌우 
또는 상하가 반전된 화상을 표시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859)는 반사거울이다.

일반적으로, 녹색의 액정패널(854)에 있어서는, 화상을 좌우 또는 상하반전시키기 위해, 반전구동회로를 따로 형성하
거나, 녹색의 액정패널(854)을 반전화상표시용으로 특별히 적, 청색의 액정패널(853),(855)와는 반대방향으로 주사
하도록 작성하거나, 또는 일단 화상데이터를 메모리에 격납하고, 화상이 반전하도록 판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즉, 3원색분리방식의 액정프로젝터에서는, 컬러화상의 1색의 성분만이 다른 색의 성분에 대해서 반전회수가 다르고, 통
상의 액정패널에서는, 좌우 또는 상하 반전된 화상이 출력된다.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구성을 부가하여 반전된
화상을 출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반전화상을 출력하는 액정패널의 예가 「SID93DIGEST(1993년)」 의 제 3
83∼386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일측면에 의해서, 화소어레이를 주사하는 쌍방향 주사가능한 수평 및 수직주사회로와, 복수개의 화소신호계
열의 형태로 영상신호가 인가되는 영상신호공급회로를 가진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수평 및 수직주사회로는 쌍방향시
프트레지스터단(段)의 직렬접속을 구비한다. 각 쌍방시프트레지스터단은 종속 접속된 1쌍의 래치를 구비하고, 중간 출
력 및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출력을 부여할 수 있다.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직렬접속의 양단부에 배치된 2개의 1
쌍의 래치를 제외하고, 복수개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각각의 1쌍의 래치의 중간출력 및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출력은, 화소신호가 공급되어야 할 화소의 지정에 관여하고, 한편,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직렬접속의 양단부에 배
치된 각 1쌍의래치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출력은 상기의 화소지정에 관여하고, 그 중간출력은 상기의 화소지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액정표시장치의 수평주사회로 및 수직주사회로의 적어도 한쪽은, 리세트회로를 더 구비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액정표시장치의 수평주사회로 및 수직주사회로의 각각은, 외부회로로부터 공급되는 클
럭신호에 의거해서 작동하고, 각 시프트레지스터단의 시프트동작이 대응클럭신호의 듀티비에 응답하게 되는 구조를 가
진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 2a는 본 발명에 의한 액정표시장치의 일실시예를 표시한다. 도 2a는 기판위에 형성되는 각 기능마다의 블록의 표시
하고, (10)은 액정화소의 어레이 또는 표시영역을 표시한다. 표시영역(10)에는 도 2a의 수직방향으로 뻗어있고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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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복수개병렬된 영상신호선(11)이 배설되고, 이 영상신호선에 거의 직교하도록 수평방향으로 뻗어있고 수직방
향으로복수개병렬하는 주사신호선(12)이 배설되어 있다. 영상신호선(11)과 주사신호선(12)이 교차하는 근처에는 스
위칭소자(13)이 배설되고, 주사신호선(12)과 영상신호선(11)에 의해 스위칭소자(13)을 조작함으로써, 화소전극(14)
에 영상신호를기록한다. 화소전극(14)에 대향하도록 대향전극(15)가 형성되고, 화소전극(14)와 대향전극(15)사이의 
전위차에 의해 액정을 구동하여 화상을 표시한다. 또, 화소전극(14)에는 영상신호를 화소전극에 일정기간유지하는 목
적으로 유지용량(storage capacitor)이 형성된다. 또한, 도 2a에서는 화소전극(14) 및 대향전극(15), 유지용량(16)
은 등가회로에 의해표시되어 있다. 또, 도면을 간략화하여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표시영역(10)에는 1개의 화소에 관
해서만 표시하였으나, 복수의 화소가 매트릭스형상으로 배치된 어레이를 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상신호의 기록은 도 2a의 좌측위로부터 개시되며, 매트릭스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화소의 첫째줄을 좌
측에서부터 우측방향으로 영상신호가 순차기록되어 첫째줄이 기록된다. 도 2a의 실시예에서는, 가로방향 1025화소, 세
로방향 769화소의 예를 표시하고 있으며, 첫째줄의 1025화소가 기록되면, 재차 둘째줄의 좌측에서부터 우측방향으로 
영상신호가 화상전극(14)에 순차기록되며 이하 마찬가지로 최후의 769째줄까지 기록이 행하여져, 화상이 표시된다. 
이 때문에좌우역전된 화상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매트릭스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화소의 우측에서부터 좌측방향으로 
영상신호를기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단 래치회로등에 한줄분의 데이터를 격납하고, 그후 한줄분의 영상신호를 데이
터에 따라출력하는 방식에서도, 래치회로등에는 좌측에서부터 우측방향으로 데이터가 순차기록되게 된다.
    

    
도 3에 수평주사회로를 구성하는 수평시프트레지스터(20) 및 영상신호공급회로(21)의 회로구성을 표시한다. HSR1,
HSR2, …, HSR513은 직렬 접속된 수평주사용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이며, 좌우쌍방향으로 신호를 시프트하는 일이 
가능하다.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 HSR은 클럭인버터(61),(62),(65),(66)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평주사용 쌍
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이 단순히 HSR단이라 부름)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영상신호공급회로(21)은 수평
시프트레지스터(20)으로부터의 출력신호를 받아서 화소신호입력선(22)로부터 공급되는 화소신호를 영상신호선(11)
에 출력한다. 또한 회로(21)에서는, 수평시프트레지스터(20)으로부터의 출력신호의 신호레벨을, 영상신호를 구동하는 
신호레벨로 변환하는, 레벨시프트도 행하고 있다.
    

    
도 2a의 신호절환회로(23)은 복수개의 영상신호입력단자(24)에 병렬로 입력된 복수의 화소신호계열을 필요에 따라서 
고쳐배열해서, 화소신호입력선(22)에 공급하고 있다. 도 2a, 도 3에 표시한 실시예에서는 화소신호계열은, 병렬로 4개
의 신호선에 의해 공급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도 2a에 있어서 영상신호입력단자(24)의 좌측으로부터 순번으로, 수평
으로 배열한 1번째, 2번째…4번째의 화소에 대응해 있다. 그 때문에 주사방향을 반전했을 경우에는, 영상신호입력단자
(24)에 공급된 화소신호의 순번을 바꾸어 넣을 필요가 있으나, 신호절환회로(23)에 의해 화소신호입력선(22)에 공급
되는 화소신호의 순번을 바꾸어 넣음으로써, 유리기판(실리콘칩)의 외부에 있어서 화소신호의 순번을 바꾸어 넣기 위
한 회로를 형성하는 필요를 없애고 있다.
    

    
도 2b에 신호절환회로의 일예를 표시한다. 도면에 표시한 예에서는, 4개의 영상신호입력단자(24a),(24b),(24c),(24
d)에각각 시계열로 화소신호가 입력된다. 각 영상신호선(11)에 접속되어야 할 4개의 화소신호입력선(22)는, 도 3으로
부터도알수 있는 바와 같이, 영상신호공급회로(21)에서 정해진다. 이 경우, 수평주사회로를 구성하는 수평시프트레지
스터(20)은 좌우대칭이나, 영상신호공급회로(21)은 좌우대칭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도 3의 좌측으로부터 
영상신호공급회로(21)에 접속되어 있는 화소신호입력선(22)는, VID1, VID2, VID3, VID4의 순으로 되어 있으나, 우
측에서 본 경우는, VID1, VID4, VID3, VID2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주사방향이 반전되었을 경우에는, VID
2 및 VID4의 순번이부적당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영상신호공급회로(21)에 공급되는 화소신호의 순번을 바꿀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도2b에 표시된 신호절환회로(23)은, 4개의 영상신호입력단자 중, 좌측에서부터 2번째와 4번째의 단
자(24b),(14b)에 입력되는 화소신호를 바꾸어 넣는 작용을 한다. 도 2b에 있어서, 절환의 필요가 없는 좌측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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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와 3번째의 단자(24a),(24c)에 대해서도 단자(24b),(14d)와 마찬가지의 회로를 형성하고 있으나, 절환동작을 
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이것은, 2번째와 4번째의 단자(24b),(14b)에 입력되는 화소신호에 대해서 위상이나 진폭에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도 2a 및 도 3에 있어서, 참조부호(25)는 수평주사리세트신호입력단자이다. (26)은 수평주사출발신호입력단자로서, 
클럭인버터(61)에 의해 도 2a의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주사가 행하여지는 출발신호가 수평시프트레지스터(20)에 공
급되고,우측에서 좌측으로 주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클럭인버터(62)에 의해 출발신호가 수평시프트레지스터(20)
에 공급된다.(27)은 수평주사종료신호출력단자이다.

도 3에 있어서, 참조부호 RL은 수평주사방향설정선으로서, RL1은 제 1수평방향설정선, RL2는 제 2수평방향설정선이
고,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의 주사방향을 규정하는 신호이다. 신호선 RL에 공급되는 신호는, 참조부호 HCLK의 수평클
럭신호선에 공급되는 하이레벨과 로레벨의 2개의 레벨을 가진 2진(binary)신호로도 된다.

    
제 1수평방향설정선 RL1은 수평주사방향설정선 RL로부터의 신호를 인버터에 의해 2회반전된 신호를 뽑아내고 있으며, 
제2수평방향설정선 RL2는 수평방향설정신호선 RL로부터 인버터에 의해 1회반전된 신호를 뽑아내고 있다. 그 때문에 
제 1수평방향설정선 RL1과 제 2수평방향설정선 RL2는 한쪽이 다른 쪽을 반전한 신호로 된다. 또 참조부호 HCLK는 
수평클럭신호선이며, 신호선 HCLK에 공급되는 신호는, 소자의 전원전압 VDD와 동일한 진폭을 가지고, 레벨도 동일한, 
외부클럭원으로부터 발생되는 클럭신호로 된다. HCLK1은 제 1수평클럭신호선, HCLK2는 제 2수평클럭신호선이다. 
신호선 HCLK1은신호선 HCLK로부터의 신호를 2회 반전된 신호를 뽑아내고 있으며, 신호선 HCLK2는 신호선 HCLK
로부터의 신호를 1회반전한신호를 뽑아내고 있다.
    

    
도 4에 수직주사회로를 구성하는 수직시프트레지스터(30), 수직주사제어회로(33) 및 수직출력회로(32)의 회로구성
을 표시한다. 수직시프트레지스터(30)도 수평시프트레지스터(20)과 동일하게 쌍방향으로 신호를 시프트하는 일이 가
능하며, 상하역전된 회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쪽으로부터 위쪽방향으로 주사신호가 출력된다. 참조부호 VSR1, 
VSR2,…VSR385는, 직렬접속된 수직주사용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이며, (32)는 수직출력회로이고, (33)은 수직주
사제어회로이다.수직주사제어회로(33)은 제어입력단자 CNT1, CNT2로부터의 제어신호와 수직주사회로(30)로부터의 
출력신호에 의해, 수직주사를 제어한다. 참조부호(36)은 수직주사리세트단자, (37)은 수직주사출발신호입력단자, (3
8)은 수직주사종료신호출력단자이다. 수직주사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VSR(이하 단순히 VSR단이라 부름)은 후술하
는 바와 같이 클럭인버터(63),(64),(65),(66)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도 4에 있어서, 참조부호 UD는 수직주사방향설정선으로서, UD1은 제 1수직방향설정선이고, UD2는 제 2수직방향설정
선이며,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의 주사방향을 규정하는 신호이다. 신호선 UD에 공급되는 신호는, 참조부호 VCLK의 수
직클록신호선에 공급되는 하이레벨과 로레벨의 2개의 레벨을 가진 2진신호로 된다. 도 4에 있어서는, 제 1수직방향설
정선 UD1은수직방향설정선 UD로부터 인버터에 의해 2회반전된 신호를 뽑아내고 있으며, 제 2수직방향설정선 UD2는 
수직방향설정선UD로부터 인버터에 의해 1회반전된 신호를 뽑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제 1수직방향설정선 UD1과 제 
2수직방향설정선UD2는 한쪽이 다른 쪽을 반전한 신호가 된다. 또 참조부호 VCLK는 수직클럭신호선이고, VCLK1은 
제 1수직클럭신호선,VCLK2는 제 2수직클럭신호선이다. 신호선 VCLK에 공급되는 신호는 소자의 전원전압 VDD와 동
일한 진폭을 가지고, 레벨도 동일한, 외부클럭원으로부터 발생되는 클럭신호로도 된다.
    

도 5a∼5d에 수평시프트레지스터(20)을 구성하는 수평주사용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HSR단) 및 수직시프트레지스
터(30)을 구성하는 수직주사용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VSR단)을 설명하는 회로구성도를 표시한다. 또 도 6a∼6f는 
수평시프트레지스터의 HSR단 및/또는 수직시프트레지스터(30)의 VSR단에 사용되는 클럭인버터(61),(62),(63),(6
4),(65),(66)을 설명하는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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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 5a, 5b를 사용해서, 도 4a에 표시한 수평주사용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HSR단)에 사용되는 클럭인버터(61),
(62)를 설명한다.

제 1수평방향설정선 RL1은, 도 3에서는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주사하는 경우 H레벨이고, 제 2수평방향설정선 RL2는, 
도3에서는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주사하는 경우 H레벨이다. 도 2, 도 3 및 도 5a에서는 도면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하
여결선(結線)을 생략하고 있으나, 제 1수평방향설정선 RL1, 제 2수평방향설정선 RL2는 다같이 HSR단(HSR1, HSR
2,...HSR513)을 구성하는 클럭인버터(61),(62)에 접속되어 있다.

    
클럭인버터(61)은 도 6a에 표시한 바와 같이, P형 트랜지스터(71),(72)와 N형 트랜지스터(73),(74)로 이루어진다. 
P형트랜지스터(71)은 제 2수평방향설정선 RL2에 접속되어 있으며, N형 트랜지스터(74)는 제 1수평방향 설정선 RL
1에 접속되어 있다. 그 때문에 클럭인버터(61)로, 제 1수평방향설정선 RL1이 H레벨이고 제 2수평방향설정선 RL2가 
L레벨의 경우,인버터로서 작용하고, 제 2수평방향설정선 RL2가 H레벨이고 제 1수평방향설정선 RL1이 L레벨의 경우, 
하이임피던스로 된다.
    

반대로 클럭인버터(62)는 도 6b에 표시한 바와 같이, P형 트랜지스터(71)은 제 1수평방향설정선 RL1에 접속되어 있
고, N형 트랜지스터(74)는 제 2수평방향설정선 RL2에 접속되어 있다. 그 때문에 제 2수평방향설정선 RL2가 H레벨의 
경우 인버터로서 작용하고, 제 1수평방향설정선 RL1이 H레벨의 경우 하이임피던스로 된다.

다음에, 도 6c, 6d를 사용해서 도 5b, 5c, 5d에 표시한 수직주사용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VSR단)에 사용되고 있는 
클럭인버터(63),(64)를 설명하고, 또 주사방향을 정하는 수직주사방향설정선 UD1, UD2의 값에 의해 주사방향이 절
환하는 VSR단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1수직방향설정선 UD1은 도 4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주사하는 경우에 H 레벨이고, 제 2수직방향설정선 UD2는 아
래로부터 위로주사하는 경우에 H레벨이다. 도 2, 도 4 및 도 5b∼5d에서는 도면을 보기 쉽게하기 위하여 결선이 생략
되어 있으나, 제 1수직방향설정선 UD1, 제 2수직방향설정선 UD2는 다같이 VSR단(VSR1, VSR2,… VSR386)을 구성
하는 클럭인버터(63),(64)에 접속되어 있다.

클럭인버터(63)은 도 6c에 표시한 바와 같이 P형 트랜지스터(71),(72), N형 트랜지스터(73),(74)로 이루어진다.

    
N형 트랜지스터(74)에 제 1수직방향설정선 UD1이 접속되고, P형 트랜지스터(71)에 제 2수직방향설정선 UD2가 접
속된다.또 도 6d에 표시한 바와 같이, 클럭인버터(64)의 N형트랜지스터(74)에 제 2수직방향설정선 UD2가 접속되고, 
P형 트랜지스터(71)에 제 1수직방향설정선 UD1이 접속되어 있다. 그 때문에 클럭인버터(63)은, 제 1수직방향설정선 
UD1이 H레벨이고제 2수직방향설정선 UD2가 L레벨의 경우 인버터로서 작용하고, 제 2수직방향설정선 UD2가 H레벨
이고 제 1수직방향설정선UD1이 L레벨의 경우는 하이임피던스로 된다. 클럭인버터(64)는 제 1 및 제 2수직방향설정선 
UD1, UD2의 레벨에 대해서, 클럭인버터(63)과 반대의 동작을 하는 것은 명백하다.
    

    
도 5b에 표시된 VSR단에 있어서, 제 1수직방향설정선 UD1(도 6c)이 H레벨의 경우, 클럭인버터(63)이 인버터로서 
작용하고, 클럭인버터(64)가 하이임피던스로 되기 때문에 도 5c와 같은 등가회로가 되고, 제 2수직방향설정 UD2가 H
레벨의 경우,클럭인버터(64)가 인버터로서 작용하고, 클럭인버터(63)이 하이임피던스로 되기 때문에 도 5d에 표시한 
등가회로가 된다.이와 같이 도 5b에 표시된 VSR단에서는 제 1수직방향설정선 UD1과 제 2수직방향설정선 UD2의 값
에 의해 시프트레지스터단의 주사방향(시프트방향)을 정할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도 5a에 표시된 수평주사용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HSR단)에 있어서도, 제 1수평방향설정선 RL1과 
제 2수평방향설정선 RL2의 값에 의해 시프트레지스터의 주사방향(시프트방향)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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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5c를 사용해서, VRS단의 동작을 설명한다. 클럭인버터(65)는 도 6e에 표시한 회로구성이며, 표 1에 표시한
바와 같이, 클럭 Φ가 H레벨이고, 클럭    가 L레벨의 경우에, 입력을 반전출력하고, 클럭Φ가 L레벨이고, 클럭    가 H
레벨의경우에, 하이임피던스가 된다.

또, 클럭인버터(66)는, 도 6f에 표시한 회로구성이며, 클럭Φ가 H레벨이고, 클럭     가 L 레벨의 경우에, 입력을 반전
출력하고, 클럭    가 L레벨이고, 클럭 Φ가 H 레벨의 경우에, 하이임피던스가 된다.

[표 1]

[표 1]
입력 Φ     클럭인버터(65) 클럭인버터(66)
H H L L 하이임피던스
H L H 하이임피던스 L
H L L 하이임피던스 하이임피던스
L H L H 하이임피던스
L L H 하이임피던스 H
L H H 하이임피던스 하이임피던스

도 2a, 도 3 및 도 4에 있어서는, 클럭신호선의 결선을 생략하고 있으나 도 2a 및 도 3의 HSR단의 클럭인버터(65),(
66)에는 클럭신호선 HCLK1, HCLK2가, 도 2a 및 도 4의 VSR단 클럭인버터(65),(66)에는, 클럭신호선 VCLK1, V
CLK2가 접속되어있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임의의 클럭 Φ,    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도 5c를 참조하면, 참조부호(67)로 표시되는 앞단(제 1단)의 래치회로에 있어서, 클럭인버터(65)의 출력을 인버터(6
3)의입력에 접속하고, 이 인버터(63)의 출력을 클럭인버터(66)의 입력에 접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클럭신호 Φ가 H
레벨에있을 때에 클럭인버터(65)에 입력된 신호가 반전하여 인버터(63)에 입력된다. 다음에 클럭신호가     H레벨로 
되면, 클럭인버터(65)는 하이임피던스가 되나 클럭인버터(66)이 인버터로서 작용하여, 클럭인버터(65)의 출력은, 인
버터(63)와 클럭인버터(66)에 의해 래치되어, 인버터(63)으로부터 인버터(65)의 출력신호의 반전신호(시프트레지스
터단 VRS의 중간출력)가 발생된다.

또 참조부호(68)로 표시되는 후단(제 2단)의 래치회로에 있어서, 클럭인버터(66)의 출력이 인버터(63)의 입력에 접
속되고, 이 인버터(63)의 출력은 클럭인버터(65)의 입력에 접속되어 있다. 이 때문에 클럭신호     가 H레벨에 있을 때
(즉, 클럭신호    가 L레벨에 있을 때)에 앞단의 래치(67)로부터 클럭인버터(66)에 입력된 신호가 반전하여 인버터(
63)에 입력된다.다음에 클럭신호 Φ가 H레벨로 되면, 클럭인버터(66)은 하이임피던스로 되나 클럭인버터(65)가 인버
터로서 작용하여, 클럭인버터(66)의 출력은, 인버터(63)과 클럭인버터(65)에 의해 래치되어, 인버터(63)로부터 인버
터(66)의 출력의 반전신호(시프트레지스터단 VSR의 시프트레지스터단 출력)가 발생된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 5c, 5d를참조하면, 래치회로(67),(68)은 서로 종속접속되어 있다.

도 7에 도 5c에 표시한 래치회로(67),(68)의 타이밍차트의 일예를 표시한다. 도 7에서는, 임의의 클럭신호 Φ의 상승
및 하강에 대해서, 입력신호 DI의 상승, 하강은 일반적으로 동기가 잡혀있지 않고, 본 실시예에서는, 클럭신호 Φ의 상
승①보다 늦게 입력신호 DI는 H레벨로 되어 있다. 또 입력신호 DI는 클럭신호 Φ 의 상승 ③보다 늦게 L레벨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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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의 래치회로(67)은 클럭신호    가 H레벨에 있을 때의 입력을 유지하므로, 출력 OUT1은 입력신호 DI 와 동일한 
타이밍에의해 레벨이 변화한다. 이에 대해서 후단의 래치회로(68)에서는, 클럭신호 Φ의 하강 ②에서 출력 OUT1의 H
레벨을 출력하고, 클럭신호속의 상승 ③에서 그 출력을 래치하고 그것을 클럭속의 하강 ④까지 유지하고, 클럭신호 Φ
의 하강 ④에서 출력 OUT1의 L레벨을 출력하기 때문에, 출력 OUT2로부터 이후는, 클럭신호 Φ의 상승하강에 동기가 
잡힌 출력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평시프트레지스터(20) 및 수직시프트레지스터(30)용의 HSR단 및 VSR단의 각각의 앞단(제 1단)의 래
치회로의출력은 후단(제 2단)의 래치회로의 출력과는 다르고, 클럭신호와 동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직렬접속된 쌍
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HSR1,…HSR513, VSR단 VSR1,…VSR386중, 수평시프트레지스터(20)의 입력부가 되는 HS
R단의 앞단래치회로 및수직시프트레지스터(30)의 입력부가 되는 VSR단의 앞단래치회로는, 더미의 래치회로(레지스
터회로(20) 및 (30)에 입력된신호를 클럭신호에 동기시키는 작용을 함)로 하고 있으며, 그 출력은 이용되지 않으므로 
출력회로에 접속되지 않아도 된다.
    

    
도 2a, 도 3, 도 4에 표시한 바와 같이,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HSR1,… HSR513, VSR1,…VSR385는 복수연속해서 
배설되어 있으며, 도 7에 표시한 바와 같이, 출력 OUT2로부터 이후도 출력 OUT3과 같이 출력신호가 쌍방향시프트레
지스터단에출력된다. 도 5c에 표시한 래치회로(67),(68)의 경우는, 래치회로(68)이 클록신호 Φ의 하강 ②에서 앞단
의 출력을OUT2에 출력하고, 클럭신호속의 상승 ③에서 그 출력을 래치하여 그것을 클럭신호 Φ의 하강 ④까지 유지하
고, 다음에 도시생략의 다음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앞단의 래치회로(67)이 클럭신호 Φ의 상승 ③에서 앞단의 
출력 OUT3에 출력한다. 그 때문에, 클럭신호 Φ의 상승 ③으로부터 하강 ④의 기간에서는, OUT2, OUT3과 같이 출력
온상태가 된다. 이때에 영상신호선이 단수의 경우에는,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 HSR의 출력 OUT2, OUT3에 대응하는 
화소에 동일한 영상신호가기록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실시예에서는 도 3에 표시한 바와 같이, 영상신호는 복수의 화소
신호계열(22), 즉 VID1∼VID4와 같이 복수로 시간적으로 분할되어서 공급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것으로는 되지 않
는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수평방향의 화소수는 1025화소이고, 수직방향의 화소수는 769화소로 다같이 홀수이다. 그러나, 
수평주사용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및 수직주사용 쌍방향레지스터단의 각각은 2개의 래치회로(67)과 래치회로(68)
을 1짝이되도록 배설되어 있으며, 수평시프트레지스터(20) 및 수직시프트레지스터(30)를 구성하는 래치회로(67)과 
래치회로(68)의합계가 짝수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주사방향이 반전된 경우도 클럭신호 Φ의 동일한 에지(상승 또는 하강)에서 입력신호 DI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즉, 도 5c에 표시한 래치회로(67)과 (68)의 경우, 주사방향이 반전되면 앞단래치회로(67)과 후단래치회로(68)의 배
치로역전하여, 도 5d에 표시한 바와 같이, 우측에서부터 래치회로(68),(67)의 순번으로 된다. 그러나, 이 래치회로의 
순번을, 신호의 입력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주사방향을 반전해도 래치회로(67)과 (68)의 순번은 변화하지 않는다. 
앞단래치회로(67)은 클럭신호 Φ의 상승에서 입력에 따른 출력을 발생하여, 하강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후단래치회로
(68)는 클럭신호 Φ의 하강에서 입력에 따른 출력을 발생하여, 상승에서 그것을 유지한다. 이 때문에 래치회로(67), 
(68)의 합계를 홀수라고 하면, 주사방향을 절환했을 때의 입력신호 DI를 도입할때의 클록 Φ의 에지가 달라져버린다.
    

    
래치회로(67),(68)의 합계가 홀수의 경우를 도 4를 예로 생각해보면, 도 4의 주사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의 경우에는, 
첫단은 래치회로(67)이 되고, 클럭 Φ의 상승에 주사가 개시된다. 이에 대해서 주사방향이 아래에서부터 위의 경우에
서는, 래치회로(68)가 첫단이되고, 클럭Φ의 하강에서 주사가 개시된다. 이 때문에 3판방식의 액정프로젝터등, 동시에 
반대방향으로 주사하는 액정패널을 표시하는 경우등, 클럭 Φ와 영상신호의 타이밍을 조정할 필요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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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문에 도 2∼도 4의 수평시프트레지스터(20), 수직시프트레지스터(30)에서는,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HSR1, H
SR513,VSR1, VSR385의 1단째(첫단)래치회로를 더미의 래치회로로해서, 래치회로(67),(68)의 합계를 짝수로 하고 
있다.
    

    
또한,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설명을, 입력쪽에서부터 래치회로(67),(68)의 순번으로 배열된 경우를 사용해서 설
명하였으나, 도 5a와 같은, 래치회로가 배열되는 순번이 래치회로(68), (67)로 되는 경우에서도 동등한 동작으로 된다. 
또클럭신호 Φ는 임의의 신호로서 설명하였으나, 수평주사용 쌍방향시프트레지스스터단(HSR단)에 사용되는 클럭신호 
HCLK와, 수직주사용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VSR단)에 사용되는 클럭신호 VCLK에서는 그 주기가 다른 것은 명백
하다.
    

    
다음에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을 위한 리세트회로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3의 수평시프트레지스터(20)에서는, 리세
트용 트랜지스터(28)이 배설되어 있으며, 인버터(61),(62)의 입력을 강제적으로 H레벨로 함으로써, 클럭신호의 상태
에 상관없이, 각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출력을 L레벨로 할 수 있고, 영상신호공급회로(21)의 출력을 강제적으로 
정지할 수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전원투입시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HSR1,…HSR513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
지할 수 있으므로,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전원전류를 과도적으로도 작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프트레지스터(2
0)의 전원라인의 선폭을 좁게 할 수 있다. 또 수직시프트레지스터(30)에도 마찬가지로 리세트회로가 형성되어 있고, 
각 시프트레지스터단의 출력을 L레벨로 할 수 있어, 영상신호공급회로(21), 출력회로(32) 및 표시영역(10)의 스위칭
소자를 오프상태로 할수 있으므로, 액정에 직류전압이 인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액정패널의 화소수보다도 적은 화소수의 규격의 화상을 출력하는 경우, 예를 들면, XGA패널에 VGA의 영상을 표시
할 경우, VGA의 수평주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수평시프트레지스터(20)를, 또 수직주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수직시프트
레지스터(30)를 리세트함으로써, 나머지의 화소영역에 2중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HSR1,…HSR513, VSR1,…VSR386의 출력을 L레벨로 하도록 리세트용 트랜지스터(
28)은 P형트랜지스터를 사용하였으나, 영상신호공급회로(21), 출력회로(32)를 오프상태로 하기 위하여, 리세트용 트
랜지스터(28)에N형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8에 영상신호를 도 2a, 도 3에 표시한 바와 같이 미리 외부회로에서 샘플링해서 복수의 화소신호계열로 분할했을 경
우에, 영상신호의 주파수의 저감에 맞추어서, 시프트레지스터의 온상태의 기간을 길게하는 구동방법을 표시한다. 도 8
에서는 도 5a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HSR1, HSR2,…HSR513의 구동방법을, 영상신호가 클럭신호 Φ의 2주기분
에 해당하는기간 주어지는 경우의 예로서 표시하고 있으며, 입력신호 DI가 클럭신호 Φ의 상승(a-1)에서부터 하강(a
-4)까지 H레벨이되도록 입력되고, 그 때문에 출력 OUT1이 클럭신호 Φ의 상승(a-1)에서부터 (a-4)까지 H레벨이
기 때문에, 출력 OUT1의 상태를 클럭신호Φ의 상승에서 출력하고, 하강에서 유지하는 출력 OUT2는 클럭신호 Φ의 2
주기분에 해당하는 상승(a-1)에서부터 (a-5)까지 H레벨이 된다. 마찬가지로 OUT3이후로 클럭신호Φ의 2주기분동
안 H레벨을 출력한다.
    

상기 구동방법으로 함으로써, 영상신호가 클럭신호 Φ의 복수주기분에 해당하는 기간 주어지는 경우에도, 영상신호의 
기간에 맞추어서 시프트레지스터의 출력기간을 길게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9는, 도 5b의 수직주사용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에 있어서, 클럭신호 Φ의 듀티비를 도 7에 표시한 것으로부터 도 
9에 표시한 것으로 변경했을 경우의 타이밍차트의 일예를 표시한다. 도 9에서는, 클럭신호 Φ의 H레벨기간에 비교해서 
L레벨기간이 짧게 되어있다. 클럭신호 Φ의 하강(b-1)에 대응해서, 출력 OUT2가 H레벨로 되어 있다. 다음에 클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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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Φ의 상승(b-2)에 대응해서 출력 OUT3이 H레벨로 된다. 즉, 클럭신호 Φ의 듀티비는 H레벨의 기간이 길고, L레벨
의 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OUT2의 상승으로부터, 출력 OUT3의 상승까지의 기간이 짧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클럭신호 Φ의 듀티비를 변경함으로써, 도 9에 있어서의 출력 OUT2 또는 도 8에 있어서의 OUT2 또는 OU
T3에 대하여 위상이 어긋난 것처럼 되어 있다.
    

또 클럭신호 Φ의 하강(b-3)에 대응해서 출력 OUT4가 H레벨로되고, 클럭신호 Φ의 상승(b-4)에 대응해서 출력 OU
T5가 H레벨로 된다. 이때 클럭신호Φ의 듀티비는 H레벨의 기간이 길고, L레벨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출
력 OUT3의상승으로부터, 출력 OUT4의 상승까지의 기간이 길고, 출력 OUT4의 상승으로부터 출력 OUT5의 상승까지
의 기간이 짧게 되어있다.

    
도 10, 도 11은 순차 주사구동하는 경우의 구동타이밍을 표시하는 타이밍차트에 예로서, 도 10은 도 4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해서 주사하는 순방향주사를 표시하고 있다. 영상신호파형에 있어서의 1H는 1라인분의 수평주사기간을 표시
하고있다. 도 5에 표시한 래치회로(67)은 클럭 VCLK1의 하강에지에 의해 입력신호를 유지하고, 래치회로(68)은 클
럭 VCLK1의상승에지에 의해 입력신호를 유지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클럭 VCLK1의 듀티를 변화시켜 홀수라인과 짝
수라인의 화소에 대응하는 시프트레지스터로 부터의 출력의 위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클럭 VCLK1의 듀티비를 L레벨의 기간이, 영상신호의 수평블랭크기간이내 정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
향시프트레지스터단 VSR1의 출력 GS1은 입력신호(주사출발신호)VD1을 도 10과 같이 입력하면, 클럭 VCLK1의 하
강에서 H레벨로 되어 다음의 클럭 VCLK1의 하강까지 값을 유지한다. 단, 도 7을 사용해서 상기한 바와 같이, 쌍방향 
시프트레지스터단 VSR1의 첫단(앞단)은 더미의 래치회로(출력을 시프트레지스터단의 외부로 뽑아낼 수 없는 래치회
로)로서 작용한다.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VSR2의 출력 GS2는 클럭 VCLK1의 상승에서, 출력 GS1의 H레벨을 도입
하고, 다음의 클럭 VCLK1의상승까지 값을 유지한다.
    

    
이 출력 GS1과 출력 GS2와의 위상치는, 클럭 VCLK1의 L레벨의 기간과 거의 동등한 기간으로 된다. 이때 수직주사제
어단자 CNT1과 CNT2(도 2 및 도 4참조)는 도 10에 표시한 바와 같은 신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출력 GS1은 수직주
사제어단자CNT1과 수직주사제어부(33)의 NAND회로에서 연산되어 출력회로(32)에 출력되어, 출력회로(32)의 출력 
G1로서 출력되고,출력 GS2는 수직주사제어단자 CNT2와 수직주사제어부(33)에서 연산되어, 출력회로(32)의 출력 G
2로서 출력된다.
    

다음에 도 11에, 도 4의 아래로부터 위를 향해서 주사하는 역방향의 순차주사의 타이밍차트를 표시한다. 또한 도 10,도 
11에 표시한 순차구동에서는, 수직클럭신호 VCLK의 듀티비를 변화시키고 있으나, 듀티비 50%이고 주기가 2H의 블록
신호를 사용해도 출력회로로부터의 출력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 12는 주사신호선의 제 2n-1라인과 제 2n라인을 동시 구동하여, 1라인분의 영상정보를 2라인분으로 해서 표시하는 
경우의 타이밍차트를 표시한다. 이 동시구동은, 주사선수가 본 실시예의 주사신호선의 수보다 작은 입력영상신호를 취
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작이다. 단, 여기서 n은 정수를 표시한다. 수직주사제어단자 CNT1과 CNT2를 동일상으로 부
여함으로써, 출력회로(32)로부터의 출력 G1과 G2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다.

    
또 도 13의 주사신호선의 제 2n라인과 제 2n+1라인을 동시구동하는 경우의 타이밍차트를 표시한다. 도 13에 있어서
의클럭 VCLK1은 도 10∼도 13에 있어서의 VCLK1에 대하여 반전해 있으며, H레벨의 기간이 수평영상신호의 블랭크
기간과 거의 동등한 기간으로 되어 있다.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VSR1은 클럭 VCLK1의 하강에서, 더미의 래치회로 
즉 시프트레지스터란 VRS1의 첫단의 래치회로(67)의 출력의 H레벨을 도입하고, 출력GS1(OUT2)에 H레벨을 출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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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음의 클럭 VCLK1의 하강까지 값을 유지한다.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 VSR2의 1단째의 래치회로(67)는 출력 GS
1의 H레벨을 클럭 VCLK1의상승에서 도입하고 출력 GS2에 출력하여 다음의 클럭 VCLK의 상승까지 유지한다. 다음
에, 수직시프트레지스터 VSR2의2단째의 래치회로(68)는 출력 GS2의 H레벨을 클럭 VCLK1의 하강에서 도입하고 출
력 GS3에 출력하여 다음에 클럭 VCLK1의하강까지 유지한다. 출력 GS1과 GS2와의 위상차는 클럭 VCLK1의 L레벨의 
기간과 거의 동등한 기간으로 되어 있으며,거의 클럭 VCLK1의 1주기에 가까운 기간으로 되고, 출력 GS2와 GS3과의 
위상차는 클럭 VCLK1의 H레벨의 기간과 거의 동등한 기간으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출력 GS2와 GS3과의 위상차는 
짧게 되어 있으며, 출력 GS2와 GS3은, 거의 동일상으로 출력된다. 또 출력 GS2와 GS3이 중첩되어서 출력되는 기간에, 
수직주사제어단자 CNT1과 CN2로부터 신호를 동일상으로 부여함으로써, 출력회로(32)로부터의 출력 G2와 G3을 동
시에 구동할 수 있다.
    

    
도 14에 주사신호선의 제 2n-1라인과 제 2n라인을 동시구동하고, 제 2n라인 영상정보를 빼내고, 그 뒤 제 2n라인과 
제 2n+1라인을 동시 구동하는 구동방법을 표시한다. 클럭 VCLK1을 2n라인째의 끝에서 반전하여, 클럭 VCLK1의 상
승을 1주기분 늦어지게 함으로써, 출력 GS2n의 H레벨의 기간이, 클럭 VCLK1의 2주기가까이로되고, 수직주사제어단
자 CNT1과 CNT2로부터 신호를 동일상으로 부여해서 수직주사제어부(33)에서 연산시킴으로써, 출력 G2n을 2회출력
시켜, 2개동시구동하고 있는 주사신호선의 2n라인째를 빼낼 수 있다.
    

도 15에 주사신호선의 2n-1라인과 2n-2라인을 동시구동하여, 2n-1라인째를 빼내고, 그후 2n라인과 2n-1라인을 
동시구동하는 구동방법을 표시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를 적용한 액정프로젝터를 설명하는 광학계의 모식도로서, (220)은 광원, (221)은 포
물면거울, (222)는 콘덴서렌즈, (223)은 반사경, (224)는 제 1의 조리개, (225)는 렌즈, (226)은 색선별프리즘, (2
27R)은 적색용 반사형액정표시장치, (227G)는 녹색용 반사형액정표시장치, (227B)는 챙석용반사형 액정표시장치, 
(228)은 제 2의조리개, (229)는 투사렌즈, (230)은 스크린이다. 녹색용 반사형액정표시장치(227G)는 적색용 반사
형액정표시장치(227R)와 청색용 반사형액정표시장치(227B)에 대해서 수평 또는 수직방향에 대해서 역방향주사하는 
것으로 된다.
    

    
도 17은 본 발명에 의한 액정표시장치를 폴리머분산형액정(PDLC)에 적용한 경우를 설명하는 전개사시도로서, (714)
는 액정패널, (701)은 투명기판, (702)는 실리콘기판이며 화소전극등과 함께 화소전극을 구동하는 구동회로가 형성되
고, 상기한 수평시프트레지스터(20), 수직시프트레지스터(30)가 형성되어 있다. 투명기판(701)과 실리콘기판(702)
의 사이에는도시생략의 액정층이 형성되어 있다. (707)은 패키지, (709)는 액정패널(714)에 급전하기 위한 가요성 
인쇄기판, (713)은 차광프레임, (712)는 가용성 인쇄기판누르개, (710)은 액정패널(714)의 열을 외부에 방출하는 방
열시트, (711)은 패키지(707)의 바닥부에 형성된 방열판이다.
    

    
도 18a, 18b는 본 발명에 PDLC를 적용했을 경우의, 액정표시장치의 단면구조를 표시한 개략도이다. 액정층은 고분자
매트릭스(703)속에 액정(739)를 분산한 폴리머분산형액정(PDLC)이며, 인가전압에 따라서 광을 산란하는 상태로부
터 투과하는 상태로 변화한다. 도 18a에 본 액정프로젝터에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에서 광이 산란하는 상태를 표시하
며, 도 18b에 반사하는 상태를 표시한다. 제 2의 기판(702)에는 반사화소전극(738), 제 1의 기판(701)에는 투명전극
(730)이 형성되어 있다.
    

    
도 18a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제 2의 기판(702)의 반사화소전극(738)과 제 1의 기판(701)의 투명전극(730)과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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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압을 인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액정(739)은 각각 불규칙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는 고분
자 매트릭스(703)과 액정분자에 굴절률의 차가 발생하고, 입사광(741)은 산란하여, 산란광(742)을 발생한다. 한편, 
도 18b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제 2의 기판(702)의 반사화소전극(738)과 제 1의 기판(701)의 투명전극(730)과의 사이
에 전압을 인가한상태에서는 액정(739)가 일정방향으로 배향한다. 이 액정(739)가 일정방향으로 배향했을 때의 굴절
률과 고분자매트릭스(703)의 굴절률을 맞추어 놓으면, 입사광(741)은 산란하지 않고 반사회소전극(738)에서 정(正)
반사하여, 반사광(743)을발생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쌍방향으로 주사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화상을 반전출력하는 일이
용이해지고, 반전출력하는 수단을 따로 형성할 필요도 없이 콤팩트한 액정표시장치를 얻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소어레이와,

수평주사방향설정신호에 응답하는 수평주사회로와,

수직주사방향설정신호에 응답하는 수직주사회로와,

화소신호가 외부로부터 인가되고, 상기 화소어레이에 접속되고, 상기 수평주사회로에 의해 구동되는 영상신호공급회로
와,

상기 화소어레이에 접속되고, 상기 수직주사회로에 의해 구동되는 수직주사제어회로를 가지고,

상기 수직주사회로는 상기 수평주사회로와 함께 작용해서 화소신호를 상기 신호공급회로로부터 화소어레이에 전송시키
도록 하고,

상기수평주사회로 및 수직주사회로의 각각은, 복수개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bidirection shift register stage)의 
직렬접속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각각은,

(a) 한쪽의 래치는 다른 쪽의 래치에 접속된 중간 출력단자를 구비하고, 다른 쪽의 래치는 다음의 쌍방향 시프트레지스
터단에 접속된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출력단자를 구비하는 종속접속된 1쌍의 래치를 구비하고,

(b) 상기 한쪽의 래치의 중간 출력단자로부터의 제 1의 출력을 상기 다른 쪽의 래치에 시프트하도록, 또한, 상기 다른 
쪽의 래치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출력단자로부터의 제 2의 출력을 다음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으로 시프트하
도록,클럭신호에 의해 동작하고,

    
상기 수평주사회로에 있어서, 상기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직렬접속의 양단부에 배치된 2개의 1쌍의 래치를 제외하
고, 상기 복수개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각 1쌍의 래치의 중간출력단자 및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출력단자는 
상기 영상신호 공급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상기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직렬접속의 양단부에 배치된 각 
1쌍의 래치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출력단자는 상기 영상신호공급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나 그 중간 출력
단자는 상기영상신호공급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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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직주사회로에 있어서, 상기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직렬접속의 양단부에 배치된 2개의 1쌍의 래치를 제외하
고, 상기 복수개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각 1쌍의 래치의 중간출력단자 및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출력단자는 
상기 수직주사제어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상기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의 직렬접속의 양단부에 배치된 각 
1쌍의 래치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 출력단자는 상기 수직주사제어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나 그 중간 출력
단자는 상기 수직주사제어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주사회로 및 수직주사회로의 적어도 한쪽은, 리세트회로를 더 구비하고, 상기 쌍방향시프트
레지스터단의 직렬접속은 상기 리세트회로에 접속되어서, 그것에 의해 리세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주사회로용의 클럭신호는, 상기 영상신호공급회로로부터, 화소신호를 상기 화소어레이에 있
어서의 화소전극에 공급하기 위하여, 상기 화소어레이에 접속된 영상신호선에 화소신호를 공급하는 일이 가능한 시간을 
각각이 정하는 복수개의 펄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주사회로용의 클럭신호는, 상기 영상신호공급회로로부터, 화소신호를 상기 화소어레이에 있
어서의 화소전극에 공급하기 위하여, 상기 화소어레이에 접속된 주사신호선에 제어신호를 공급하는 일이 가능한 시간을 
정하는 복수개의 펄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주사회로 및 수직주사회로의 각각은, 그 주사회로용의 클럭신호의 듀티비에 응답하는 구조
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기재의 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프로젝터.

청구항 7.

    
화소어레이와, 이 화소어레이에 화소신호를 공급하는 영상신호공급회로와, 이 영상신호공급회로를 구동하는 복수의 주
사신호를 출력하는 주사회로를 동일기판위에 가지고, 상기 주사회로는 제 1의 주사방향과 제 1의 주사방향과는 반대의 
제 2의 주사방향으로 주사가능하고, 상기 주사회로는 제 1의 주사방향으로 주사하는 경우에 상기 주사회로의 출력부가 
되고, 제 2의 주사방향으로 주사하는 경우에 상기 주사회로의 입력부가 되는 제 1의 입출력부와, 제 2의 주사방향으로 
주사하는 경우에 상기 주사회로의 출력부가 되고, 제 1의 주사방향으로 주사하는 경우에 상기 주사회로의 입력부가 되
는 제 2의 입출력부와, 제 1의 주사방향의 경우에 제 1의 입출력부를 오프상태로 하고, 제 2의 주사방향의 경우에 제 
2의 입출력부를 오프상태로 하는 리세트회로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8.

    
화소어레이와, 그 화소어레이를 구동하는 화소신호를 공급하는 영상신호공급회로와, 수직주사제어회로와, 상기영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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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공급회로를 구동하는 수평주사신호를 출력하는 수평주사회로와, 상기 수직주사제어회로를 구동하는 수직주사신호를 
출력하는 수직주사회로를 동일기판위에 가지고, 상기 수직 및 수평주사회로는 각각 제 1 및 제 2의 클럭신호에 의거해
서, 함께 제 1의 주사방향 및 제 1의 주사방향과는 반대의 제 2의 주사방향으로 주사가능하고, 상기 수직 및 수평주사
회로는, 각각 종속접속된 복수개의 쌍방향시프트레지스터단을 구비하고, 각 레지스터단은 중간 출력단자와 레지스터단
출력단자를 구비하고, 수평주사방향으로 봤을 때의, 상기 수평주사회로에 있어서의 최초의 쌍방향레지스터단의 중간출
력단자는, 상기 영상신호공급회로에 접속되지 않고, 수직주사방향으로 봤을 때의, 상기 수직주사회로에 있어서의 최초
의 쌍방향레지스터단의 중간출력단자는, 상기 수직주사제어회로에 접속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9.

    
화소어레이와, 그 화소어레이를 구동하는 화소신호를 공급하는 영상신호공급회로와, 수직주사제어회로와, 상기 영상신
호공급회로를 구동하는 수평주사신호를 출력하는 수평주사회로와, 상기 수직주사제어회로를 구동하는 수직주사신호를 
출력하는 수직주사회로를 동일기판위에 가지고, 상기 수직 및 수평주사회로는 각각 제 1 및 제 2의 클럭신호에 의거해
서, 함께 제 1의 주사방향 및 제 1의 주사방향과는 반대의 제 2의 주사방향으로 주사가능하고, 상기 수평 및 수직주사
회로는, 상기 수평 및 수직주사회로에 의해서 상기 영상신호공급회로 및 수직주사제어회로가 각각 구동되어 화소신호가 
화소에 공급될 때, 인접하는 화소에의 공급개시시기를 변경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및 제 2의 클럭의 듀티비에 각각 응
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0.

제 7항에 기재의 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프로젝터.

청구항 11.

제 8항에 기재의 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프로젝터.

청구항 12.

제 9항에 기재의 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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