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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복수의 냉음극 형광램프(CCFL) 각각을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PWM 구동 신호의 위상을 서로 다르게 제어하

는 비동기 PWM 구동방식의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두 개의 램프가 쌍으로 동작하는 복수의 램프를 구동시키기 위한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에 있어서, 밝

기 조절에 의한 디밍전압(Vdim) 및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PWM 발진신호(PWM OSC)에 따라 PWM 펄스(P11,P12)를 생성

하고, 상기 PWM 펄스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키고, 상기 시간지연된 PWM 펄스(PT11,PT12)에 따라 PWM 구

동 신호를 출력하는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 상기 시간지연된 PWM 펄스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키고, 상기

시간지연된 PWM 펄스에 따라 PWM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310); 및 상기 PWM 구동 신호 각각에

따라 상기 복수의 램프(Lamp1-Lamp4)중 각 램프쌍을 동작시키는 복수의 램프 동작 회로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의하면, 각 램프의 PWM 온/오프 구간이 서로 다르게 되어 전원단의 오버슈트(overshoot)를 감소시킬

수 있어 전체 시스템의 전원을 안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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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비동기 PWM 구동, LCD 패널, 백라이트 인버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의 구성도이다.

  도 2는 종래 4개의 램프 구동시 PWM 구동회로의 구성도이다.

  도 3은 도 2의 4개의 램프 구성을 위한 PWM 구동신호의 파형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의 구성도이다.

  도 5는 도 4의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 및 램프 동작 회로부의 구성이다.

  도 6은 도 4의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 및 램프 동작 회로부의 구성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시프트 발진부의 구성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시프트 발진부 타임 제어부의 구성도이다.

  도 9는 도 8의 시프트 발진부 타임 제어부의 시간지연부의 구성예이다.

  도 10은 도 5의 시프트 발진부의 출력 파형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라 4개의 램프 구동시 PWM 구동신호의 파형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10 :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 211 : 시프트 발진 제어부

  212 :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 213 : 비교부

  214A,214B : 출력 구동부 220 : 램프 동작 회로부

  SWA,SWB : 파워 스위치 221A,221B : 컨버터부

  222A,222B : 트랜스 발진부 Lamp1-Lamp4 : 램프

  223A,223B : 램프전압 검출부 310 :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

  312 :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 313 : 비교부

  314A,314B : 출력 구동부 320 : 램프 동작 회로부

  SWC,SWD : 파워 스위치 221A,221B : 컨버터부

  222A,222B : 트랜스 발진부 Lamp3,Lamp4 : 램프

  223A,223B : 램프전압 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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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표시 장치(TFT-LCD: Thin Film Transistor-Liquid Crystal Display) 패널용 백라이

트 인버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복수의 냉음극 형광램프(CCFL) 각각을 구동하기 위해 각 파워 스위치(power switch)에

입력되는 복수의 PWM 구동 신호를 일정간격 지연시켜 각 램프쌍의 PWM 구동신호의 위상을 서로 다르게 제어함으로써,

각 램프의 PWM 온/오프 구간이 서로 다르게 되어 전원단의 오버슈트(overshoot)를 감소시킬 수 있어 전체 시스템의 전원

을 안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PWM 디밍(Dimming)에 따른 스위칭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화면 노이즈

를 줄일 수 있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비동기 PWM 구동방식의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냉음극 형광램프(cold cathode fluorescent lamp:CCFL)는 낮은 전류로 동작하여 저소비전력, 저발열, 고

휘도 및 장수명 등의 장점을 이용하여 최근 액정 디스플레이(TFT-LCD) 등의 컴퓨터 모니터의 백 라이트(Back light), 복

사기기의 화면 표시기 등, 각종 표시기기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냉음극 형광램프를 점등하기 위해서는 대략 수십KHz의

1KV-2KV의 높은 AC 전압이 요구되는데, 대략 5-30V 범위의 직류(DC) 전압을 변환하여 대략 수십KHz 주파수의 1KV-

2KV의 AC 고전압을 제공하기 위해 인버터가 사용된다.

  또한, 상기 인버터에 있어서, 각 냉음극 형광램프는 파워 스위치, 컨버터 및 트랜스 발진부를 통해 수십KHz의 AC 전압

에 의해서 점등되는데, 이러한 냉음극 형광램프를 컴퓨터 모니터의 백 라이트로서 적용되는 경우, 통상 4-8개 정도의 램프

가 설치되고, 이러한 복수개의 램프 각각은 각 PWM 구동신호에 의해서 그 동작이 제어된다.

  도 1은 종래의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의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여 종래의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에 대해서 설명하면, 직류전압(Vcc)을 파워스위치(SWA,SWB)가

구형파로 변환하고, 이 구형파는 인덕터와 다이오드와 함께 컨버터부(120A,120B)를 형성하고, 이 컨버터와 트랜스 발진

부(130A,130B)에 의해서 승압 및 발진되어 대략 4OKHz의 주파수를 갖는 1KV-2KV의 교류전압으로 변환되고, 이 교류

전압에 의해서 램프(140A,140B)가 동작한다.

  이때, 상기 램프(140A,140B)에 흐르는 전류에 기인하는 전압은 램프전압 검출부(150A,150B)에 의해서 검출되어 구동

집적회로(110)로 제공되고, 상기 구동 집적회로(110)에서는 상기 검출된 램프전압, 디밍전압(Vdim) 및 PWM 발진신호

(PWM OSC)에 따라 상기 파워스위치(SWA,SWB)로 PWM 구동신호를 제공한다. 여기서, 종래의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는 디밍전압(Vdim) 및 PWM 발진신호(PWM OSC)에 의해서, 냉음극 형광램프(CCFL)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

PWM 디밍(Dimming) 방식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종래의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에서는, 멀티 냉음극 형광램프(CCFL)의 디밍(Dimming)시에 파워스위치

(power switch)에 입력되는 PWM 구동신호의 파형은 도 3에 보인 바와 같이 온 및 오프 시간이 동일한 파형이다.

  이러한 종래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에서는, PWM 발진신호와 디밍전압(Vdim)의 전압 레벨에 따라 생성된 PWM

펄스를 통해 각각의 냉음극 형광램프(CCFL)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파워스위치(power switch)(SWA,SWB)의 온/오프

(on/off) 구간이 동기화되면서 상기 냉음극 형광램프(CCFL)의 밝기를 조절하였다.

  도 2는 종래 4개의 램프 구동시 PWM 구동회로의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종래의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를 이용하여, 4개의 램프를 동작시키는

경우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같이, 도 1에 도시된 구동 집적회로(110)와 동일한 2개의 제1,제2 구동 집적회로

(110A,110B)를 병렬로 접속하여 4개의 램프를 동작시킨다.

  도 3은 도 2의 4개의 램프 구성을 위한 PWM 구동신호의 파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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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디밍전압(Vdim) 및 PWM 발진신호(PWM OSC)에 의해서 결정되는 각 램프 동작을 위한 PWM

구동신호(PWM1-PWM4)는 시간적으로 동기되어 온시간 및 오프시간이 각각 동일하고, 이러한 PWM 구동신호(PWM1-

PWM4)에 의해 동작하는 파워스위치(SWA-SWD)도 모두 PWM 온/오프 구간이 동기되어 동작한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은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에서, 예를 들어, 4개의 램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PWM 펄스가 도 2에 도시된 제1 구동 집적회로(110A)의 NCO(Next Chain Out)로 출력되어 제2 구동 집적회로

(110B)의 NCI(Next Chain Input)로 입력된다. 이때 동일한 위상에서 PWM 펄스에 의해 파워스위치(power

switch)(Q1,Q2)가 온/오프(on/off)되므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램프에서의 전류 파형은 서로 동일한 위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는 사용되는 복수의 램프가 모두 시간적으로 동기되어 PWM 온

또는 오프 구간이 동일하므로, 램프의 사용 수에 비례하여 전원단에 오버슈트(overshoot)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고, 파

워스위치의 노이즈가 동시에 발생되므로 스위칭 노이즈의 크기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램프가 깜빡거리는 등

의 발진 모드가 발생될 수 있어 화면상에 깜박거림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목적은 복수의 냉음극 형광램프(CCFL) 각각을 구동하기

위해 각 파워 스위치(power switch)에 입력되는 복수의 PWM 구동 신호를 일정간격 지연시켜 각 램프쌍의 PWM 구동신

호의 위상을 서로 다르게 제어함으로써, 각 램프의 PWM 온/오프 구간이 서로 다르게 되어 전원단의 오버슈트(overshoot)

를 감소시킬 수 있어 전체 시스템의 전원을 안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PWM 디밍(Dimming)에 따른 스위칭 노이즈를 감

소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화면 노이즈를 줄일 수 있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비동기 PWM 구동방식의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는

  두 개의 램프가 쌍으로 동작하는 복수의 램프를 구동시키기 위한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에 있어서,

  밝기 조절에 의한 디밍전압 및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PWM 발진신호에 따라 PWM 펄스를 생성하고, 상기 PWM 펄스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키고, 상기 시간지연된 PWM 펄스에 따라 PWM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메인 구동 집적회로

부;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로부터의 상기 시간지연된 PWM 펄스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키고, 상기 시간지연

된 PWM 펄스에 따라 PWM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 및

  상기 PWM 구동 신호 각각에 따라 상기 복수의 램프중 각 램프쌍을 동작시키는 복수의 램프 동작 회로부

  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참조된 도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과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부호를 사용할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의 구성도이고, 도 5는 도 4의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 및 램프 동작

회로부의 구성이며, 도 6은 도 4의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 및 램프 동작 회로부의 구성이다.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는 두 개의 램프가 쌍으로 동작하는 복수의 램

프(Lamp1-Lamp4)를 구동시키기 위한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로서, 이는 밝기 조절에 의한 디밍전압(Vdim) 및 내

부적으로 생성되는 PWM 발진신호(PWM OSC)에 따라 PWM 펄스(P11,P12)를 생성하고, 상기 PWM 펄스(P11,P12)를 사

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키고, 상기 시간지연된 PWM 펄스(PT11,PT12)에 따라 PWM 구동 신호(PWM1,PWM2)를

출력하는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와,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로부터의 상기 시간지연된 PWM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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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11,PT12)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키고, 상기 시간지연된 PWM 펄스(PT21,PT22)에 따라 PWM 구동 신호

(PWM3,PWM4)를 출력하는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310)와, 상기 PWM 구동 신호(PWM1-PWM4) 각각에 따라 상기 복수

의 램프(Lamp1-Lamp4)중 각 램프쌍을 동작시키는 복수의 램프 동작 회로부(220,320)를 포함한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는 상기 디밍전압(Vdim) 및 PWM 발진신호(PWM OSC)에 따

라 PWM 펄스를 생성하는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와, 상기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로부터의 PWM 펄스(P11,P12)를 사

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켜, 이 시간 지연된 PWM 펄스(PT11,PT12)를 생성하여 내부로 출력함과 동시에, 외부의 구

동 집적회로로 출력하는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212)와, 상기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212)의 PWM 펄스(PT11,PT12)

와 사전에 준비된 기준신호를 비교하여, 상기 PWM 펄스에 따라 상기 기준신호의 듀티비를 조절하는 비교부(213)와, 상기

비교부(213)로부터의 PWM 펄스에 따른 PWM 구동신호(PWM1,PWM2)를 해당 파워스위치로 출력하는 출력 구동부

(214A,214B)를 포함한다.

  상기 램프 동작 회로부(220)는 상기 각 PWM 구동 신호(PWM1,PWM2)에 따라, 직류 전압(Vcc)을 각 구형파 전압으로

변환하는 한쌍의 파워 스위치(SWA,SWB)와, 상기 파워스위치(SWA,SWB) 각각으로부터의 구형파 전압을 변환하는 한쌍

의 컨버터부(221A,221B)와, 상기 컨버터부(221A,221B) 각각으로부터의 전압을 교류(AC) 전압으로 변환하여 이 교류전

압을 해당 램프쌍(Lamp1,Lamp2)으로 출력하는 한쌍의 트랜스 발진부(222a,222b)와, 상기 램프쌍의 각 램프

(Lamp1,Lamp2)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전압을 검출하는 한쌍의 램프전압 검출부(223a,223b)를 포함한다.

  도 4 및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310)는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로부터의 PWM 펄스

(PT11,PT12)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켜, 이 시간 지연된 PWM 펄스(PT21,PT22)를 생성하여 내부로 출력함과

동시에, 외부의 구동 집적회로로 출력하는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312)와, 상기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312)의 PWM

펄스(PT21,PT22)와 사전에 준비된 기준신호를 비교하여, 상기 PWM 펄스에 따라 상기 기준신호의 듀티비를 조절하는 비

교부(313)와, 상기 비교부(313)로부터의 PWM 펄스에 따른 PWM 구동신호(PWM3,PWM4)를 해당 파워스위치로 출력하

는 출력 구동부(314A,314B)를 포함한다.

  상기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212) 및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312)는 도 8에 도시한 바와같이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데, 각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는 외부 단자(tr1,tr2,tf1,tf2) 각각에 연결된 복수의 지연시간 설정용 커패시터

(Ctr1,Ctr2,Ctf1,Ctf2)를 포함하고, 이 커패시터의 용량값 설정으로 지연시간을 정할 수 있다.

  상기 램프 동작 회로부(320)는 상기 각 PWM 구동 신호(PWM3,PWM4)에 따라, 직류 전압(Vcc)을 각 구형파 전압으로

변환하는 한쌍의 파워 스위치(SWC,SWD)와, 상기 파워스위치(SWC,SWD) 각각으로부터의 구형파 전압을 변환하는 한쌍

의 컨버터부(321A,321B)와, 상기 컨버터부(321A,321B) 각각으로부터의 전압을 교류(AC) 전압으로 변환하여 이 교류전

압을 해당 램프쌍(Lamp3,Lamp4)으로 출력하는 한쌍의 트랜스 발진부(322a,322b)와, 상기 램프쌍의 각 램프

(Lamp3,Lamp4)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전압을 검출하는 한쌍의 램프전압 검출부(323a,323b)를 포함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시프트 발진부의 구성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는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를 갖는 삼각파 펄스를 생성하는 PWM 발진부

(211A)와, 상기 PWM 발진부(211A)로부터의 삼각파 펄스와 디밍전압(Vdim)을 비교하여 제1 PWM 펄스(P11)를 출력하

는 제1 비교부(211B)와, 상기 디밍전압(Vdim)을 사전에 설정된 기준전압(Vos)을 중심으로 반전시키는 반전부(211C)와,

상기 PWM 발진부(211A)로부터의 삼각파 펄스와 상기 반전부(211C)로부터의 반전된 디밍전압(Vdim')을 비교하여 제2

PWM 펄스(P12)를 출력하는 제2 비교부(211D)를 포함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시프트 발진부 타임 제어부의 구성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212)는 상기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로

부터의 제1 PWM 펄스(P11)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하는 제1 지연부(D1)와, 상기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로부

터의 제2 PWM 펄스(P12)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하는 제2 지연부(D2)와, 상기 제1 지연부(D1)의 출력을 기준전

압(Vr)과 비교 출력하는 제1 출력 비교기(COMP1)와, 상기 제2 지연부(D2)의 출력을 기준전압(Vr)과 비교 출력하는 제2

출력 비교기(COMP2)를 더 포함한다.

  상기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310)의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312)는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제1 지연부

(D1)로부터의 PWM 펄스(PT11)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하는 제1 지연부(D1)와,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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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2 지연부(D2)로부터의 PWM 펄스(PT12)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하는 제2 지연부(D2)와, 상기 제1 지연부

(D1)의 출력을 기준전압(Vr)과 비교 출력하는 제1 출력 비교기(COMP1)와, 상기 제2 지연부(D2)의 출력을 기준전압(Vr)

과 비교 출력하는 제2 출력 비교기(COMP2)를 더 포함한다.

  상기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212) 또는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312)에 대한 본 발명의 일예로서, 상기 제1 지연부

(D1) 및 제2 지연부(D2) 각각은 구체적인 제1 지연회로부(DA) 및 제2 지연회로부(DB)로 구현될 수 있다.

  도 9는 도 8의 시프트 발진부 타임 제어부의 시간지연부의 구성예이고, 도 10은 도 5의 시프트 발진부의 출력 파형도이

며, 도 11은 본 발명에 따라 4개의 램프 구동시 PWM 구동신호의 파형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첨부한 도 4 내지 도 11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는 두 개의 램프가 쌍으로 동작하는 복수의 램프(Lamp1-

Lamp4)를 구동시키는데, 먼저, 본 발명의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는 밝기 조절에 의한 디밍전압(Vdim) 및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PWM 발진신호(PWM OSC)에 따라 PWM 펄스(P11,P12)를 생성하고, 상기 PWM 펄스(P11,P12)를 사전에 설정

된 시간만큼 지연시키고, 상기 시간지연된 PWM 펄스(PT11,PT12)에 따라 PWM 구동 신호(PWM1,PWM2)를 출력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310)는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로부터의 상기 시간지연된 PWM 펄스

(PT11,PT12)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키고, 상기 시간지연된 PWM 펄스(PT21,PT22)에 따라 PWM 구동 신호

(PWM3,PWM4)를 출력한다.

  본 발명의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는 램프를 6개, 8개 등으로 복수개의 램프를 구동시키기 위해 적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4개의 램프(Lamp1-Lamp4)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Lamp1,Lamp2)와 1개의 서브 구

동 집적회로부(Lamp3,Lamp4)가 필요하고, 6개의 램프(Lamp1-Lamp6)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

(Lamp1,Lamp2)와 2개의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Lamp3-Lamp6)가 필요하며, 8개의 램프(Lamp1-Lamp8)를 구동시키

기 위해서는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Lamp1,Lamp2)와 3개의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Lamp3-Lamp8)가 필요하게 된다. 이

하에서는 설명의 편이를 위해서 4개의 램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에 따라, 각 램프 동작 회로부(220,320)는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 또는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310)로부터의

상기 PWM 구동 신호(PWM1-PWM4) 각각에 따라 상기 복수의 램프(Lamp1-Lamp4)중 각 램프쌍을 동작시킨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5의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는 상기 디밍전압(Vdim) 및 PWM 발진신호(PWM

OSC)에 따라 PWM 펄스를 생성하고,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212)는 상기 시프트 발

진 제어부(211)로부터의 PWM 펄스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켜, 이 시간 지연된 PWM 펄스를 생성하여 내부로

출력함과 동시에, 외부의 구동 집적회로로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비교부(213)는 상기 시프

트 발진 시간 제어부(212)의 PWM 펄스와 사전에 준비된 기준신호를 비교하여, 상기 PWM 펄스에 따라 상기 기준신호의

듀티비를 조절하며,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출력 구동부(214A,214B)는 상기 비교부(213)로부터의 PWM 펄

스에 따른 PWM 구동신호를 해당 파워스위치(SWA,SWB)로 출력한다.

  상기 램프 동작 회로부(220)의 한쌍의 파워 스위치(SWA,SWB)는 상기 각 PWM 구동 신호(PWM1.PWM2)에 따라, 직

류 전압(Vcc)을 각 구형파 전압으로 변환하고, 한쌍의 컨버터부(221A,221B)는 상기 파워스위치(SWA,SWB) 각각으로부

터의 구형파 전압을 변환하며, 한쌍의 트랜스 발진부(222A,222B)는 상기 컨버터부(221A,221B)의 입력을 자체 발진회로

를 통해 2차단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여 이 교류전압을 해당 램프쌍(Lamp1,Lamp2)으로 출력한다. 그리고, 한쌍의 램프전

압 검출부(223A,223B)는 상기 램프쌍의 각 램프(Lamp1,Lamp2)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전압을 검출한다.

  도 4 및 도 6을 참조하여 상기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310)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6의 상기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310)의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312)는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로부터의

PWM 펄스(PT11,PT12)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켜, 이 시간 지연된 PWM 펄스(PT21,PT22)를 생성하여 내부

로 출력함과 동시에, 외부의 구동 집적회로로 출력하고, 상기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310)의 비교부(313)는 상기 시프트 발

진 시간 제어부(312)의 PWM 펄스(PT21,PT22)와 사전에 준비된 기준신호를 비교하여, 상기 PWM 펄스에 따라 상기 기

준신호의 듀티비를 조절한다. 그리고, 상기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310)의 출력 구동부(314A,314B)는 상기 비교부(313)

로부터의 PWM 펄스에 따른 PWM 구동신호(PWM3,PWM4)를 해당 파워스위치(SWC,SWD)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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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램프 동작 회로부(320)의 한쌍의 파워 스위치(SWC,SWD)는 상기 각 PWM 구동 신호(PWM3,PWM4)에 따라, 직

류 전압(Vcc)을 각 구형파 전압으로 변환하고, 한쌍의 컨버터부(321A,321B)는 상기 파워스위치(SWC,SWD) 각각으로부

터의 구형파 전압을 변환하며, 한쌍의 트랜스 발진부(322A,322B)는 상기 컨버터부(321A,321B)터의 입력을 자체 발진회

로를 통해 2차단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여 이 교류전압을 해당 램프쌍(Lamp3,Lamp4)으로 출력한다. 그리고, 한쌍의 램프

전압 검출부(323A,323B)는 상기 램프쌍의 각 램프(Lamp3,Lamp4)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전압을 검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각 구동 집적회로부의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Shift Osc Time Control)를 이용하여, 상기 메

인 구동 집적회로부의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에서 생성된 PWM 신호(P11,P12) 또는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의 시프

트 발진 시간 제어부(Shift Osc Time Control)에서 출력되는 PWM 신호(PT11,PT12)가 각각의 출력 구동부에 동일하게

입력되어 각 파워스위치(power switch)를 서로 다른 PWM 온/오프 구간으로 동작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상기 시프트 발

진 시간 제어부(Shift Osc Time Control)는 외부 캐패시터의 충전 시간을 이용하여 일정시간 시프트시켜 출력하여, 출력

구동부에 입력되는 신호를 온/오프시킴으로써 냉음극 형광램프(CCFL)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여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7의 상기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의 PWM 발진부(211A)는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를 갖는 삼각파 펄스(PWM OSC)

를 생성하고, 제1 비교부(211B)는 상기 PWM 발진부(211A)로부터의 삼각파 펄스(PWM OSC)와 디밍전압(Vdim)을 비교

하여 도 10에 도시한 제1 PWM 펄스(P11)를 출력하며, 반전부(211C)는 상기 디밍전압(Vdim)을 사전에 설정된 기준전압

(Vos)을 중심으로 반전시킨다. 그리고, 제2 비교부(211D)는 상기 PWM 발진부(211A)로부터의 삼각파 펄스와 상기 반전

부(211C)로부터의 반전된 디밍전압(Vdim')을 비교하여 도 10에 도시한 제2 PWM 펄스(P12)를 출력한다. 이러한 과정에

서 상기 제1 PWM 펄스(P11)와 제2 PWM 펄스(P12)의 듀티(duty)가 결정된다.

  도 8을 참조하여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212)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8의 상기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212)의 제1 지연부(D1)는 상기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로부터의 제1 PWM 펄스

(P11)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하고, 제2 지연부(D2)는 상기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로부터의 제2 PWM 펄스

(P12)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하며, 제1 출력 비교기(COMP1)는 상기 제1 지연부(D1)의 출력을 기준전압(Vr)과

비교 출력한다. 그리고, 제2 출력 비교기(COMP2)는 상기 제2 지연부(D2)의 출력을 기준전압(Vr)과 비교 출력한다.

  또한, 상기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310)의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312)에 대해서 설명하면, 상기 시프트 발진 시간 제

어부(312)의 제1 지연부(D1)는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제1 지연부(D1)로부터의 PWM 펄스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하고, 제2 지연부(D2)는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제2 지연부(D2)로부터의 PWM 펄스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하며, 제1 출력 비교기(COMP1)는 상기 제1 지연부(D1)의 출력을 기준전압(Vr)과 비교 출력한다.

그리고, 제2 출력 비교기(COMP2)는 상기 제2 지연부(D2)의 출력을 기준전압(Vr)과 비교 출력한다.

  도 9는 도 8의 시프트 발진부 타임 제어부의 시간지연부의 구성도로서, 상기 제1 지연부(D1) 또는 제2 지연부(D2)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회로로 구성될 수 있다.

  도 8 및 도 9를 참조하면, PWM 신호의 라이징(rising)과 폴링(falling)시에 신호를 지연하기 위해서, 외부 커패시터

(capacitor)를 연결하여 지연시간을 설정한다. 제1 지연부(D1) 또는 제2 지연부(D2)의 Q1에 연결된 커패시터는 PWM 신

호(P11 또는 P12)가 하이(high)에서 로우(low)로 되면서 충전(charge)이 된다. 상기 Q1에 연결된 외부 커패시터가 충전

되고 커패시터의 전압 레벨이 Vr1이 될때 까지 전류원(Ic1)에 의해 충전된다. 이때 커패시터의 전압 레벨이 Vr1에 도달하

게 되면, (b)의 전압 레벨은 하이(high)로 설정되어 (c)는 로우로 설정된다. 해당 시간지연부에서 PWM 신호(P11 또는

P12)가 로우에서 하이로 설정되는 경우 (b)는 로우로 설정되고 Tf1에 연결된 외부 커패시터는 전류원(Ic2)에 의해 충전되

게 되며 Tf1의 전압레벨이 Vf1이 되는 순간 (c)는 로우로 설정된다. 이 경우 Q1과 Tf1에 연결된 커패시터들의 크기가 동

일하고 전류원의 크기가 동일하면 듀티(duty)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PWM 신호(P11 또는 P12)를 (c)에서 시프트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신호가 지연되는 시간은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된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라 4개의 램프 구동시 PWM 구동신호의 파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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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1을 참조하면, 복수의 램프 예를 들어 4개의 램프가 적용된 경우, 도 5의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시간지연된

PWM 신호(PT11, PT12)에 의한 PWM 구동신호(PWM1, PWM2)에 따라 램프(Lamp1, Lamp2)가 동작되고, 또한, 서버

구동 집적회로부(310)의 시간지연된 PWM 신호(PT21, PT22)에 의한 PWM 구동신호(PWM3, PWM4)에 따라 램프

(Lamp3, Lamp4)가 동작된다.

  여기서, PWM 신호중 PT11과 PT12, 그리고 PT21, PT22는 서로 반전관계에 있고, 상기 PT21은 PT11이 설정시간 시

프트된 신호이고, 상기 PT22는 PT12가 설정시간 시프트된 신호이다.

  전술한 바와같은 본 발명에서는, 복수의 냉음극 형광램프(CCFL)를 사용하는 경우에, 전원단에 흐르는 전류량은 형광램

프(CCFL)의 수에 비례하고, 이때 램프(CCFL)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 PWM 신호를 이용한 디밍(Dimming) 방식을 사용

하며, 각각의 램프(CCFL)에 전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파워스위치(power switch)를 PWM 구동 신호에 따라 동시에

온/오프시키는 경우, 전원단의 오버슈트(overshoot)는 램프(CCFL)의 수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PWM 구동

신호를 각각의 램프(CCFL)에 대해 일정하게 지연(delay)시켜서 오버슈트(overshoot)의 크기를 줄이고 스위칭

(switching) 노이즈를 감소시킴으로써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표시 장치(TFT-LCD: Thin Film Transistor-Liquid

Crystal Display)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에서, 복수의 냉음극 형광램프(CCFL) 각각을 구동하기 위해 각 파워 스위치

(power switch)에 입력되는 복수의 PWM 구동 신호를 일정간격 지연시켜 각 램프쌍의 PWM 구동신호의 위상을 서로 다

르게 제어함으로써, 각 램프의 PWM 온/오프 구간이 서로 다르게 되어 전원단의 오버슈트(overshoot)를 감소시킬 수 있어

전체 시스템의 전원을 안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PWM 디밍(Dimming)에 따른 스위칭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화면 노이즈를 줄일 수 있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예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본 발명은 이러한 구체적인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

으며, 또한, 본 발명에 대한 상술한 구체적인 실시 예로부터 그 구성의 다양한 변경 및 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쉽게 알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두 개의 램프가 쌍으로 동작하는 복수의 램프(Lamp1-Lamp4)를 구동시키기 위한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에 있어

서,

  밝기 조절에 의한 디밍전압(Vdim) 및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PWM 발진신호(PWM OSC)에 따라 PWM 펄스(P11,P12)를

생성하고, 상기 PWM 펄스(P11,P12)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키고, 상기 시간지연된 PWM 펄스(PT11,PT12)에

따라 PWM 구동 신호(PWM1,PWM2)를 출력하는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로부터의 상기 시간지연된 PWM 펄스(PT11,PT12)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

키고, 상기 시간지연된 PWM 펄스(PT21,PT22)에 따라 PWM 구동 신호(PWM3,PWM4)를 출력하는 서브 구동 집적회로

부(310); 및

  상기 PWM 구동 신호(PWM1-PWM4) 각각에 따라 상기 복수의 램프(Lamp1-Lamp4)중 각 램프쌍을 동작시키기 위해,

상기 각 PWM 구동 신호에 따라, 직류 전압(Vcc)을 각 구형파 전압으로 변환하는 한쌍의 파워 스위치와, 상기 파워스위치

각각으로부터의 구형파 전압을 변환하는 한쌍의 컨버터부와, 상기 컨버터부 각각으로부터의 전압을 교류(AC) 전압으로

변환하여 이 교류전압을 해당 램프쌍으로 출력하는 한쌍의 트랜스 발진부와, 상기 램프쌍의 각 램프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전압을 검출하는 한쌍의 램프전압 검출부를 포함하는 복수의 램프 동작 회로부(220,320)

  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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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는

  상기 디밍전압(Vdim) 및 PWM 발진신호(PWM OSC)에 따라 PWM 펄스를 생성하는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

  상기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로부터의 PWM 펄스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켜, 이 시간 지연된 PWM 펄스를

생성하여 내부로 출력함과 동시에, 외부의 구동 집적회로로 출력하는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212);

  상기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212)의 PWM 펄스와 사전에 준비된 기준신호를 비교하여, 상기 PWM 펄스에 따라 상기

기준신호의 듀티비를 조절하는 비교부(213); 및

  상기 비교부(213)로부터의 PWM 펄스에 따른 PWM 구동신호를 해당 파워스위치로 출력하는 출력 구동부(214A,214B)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310)는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로부터의 PWM 펄스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시켜, 이 시간 지연된 PWM 펄스를

생성하여 내부로 출력함과 동시에, 외부의 구동 집적회로로 출력하는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312);

  상기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312)의 PWM 펄스와 사전에 준비된 기준신호를 비교하여, 상기 PWM 펄스에 따라 상기

기준신호의 듀티비를 조절하는 비교부(313); 및

  상기 비교부(313)로부터의 PWM 펄스에 따른 PWM 구동신호를 해당 파워스위치로 출력하는 출력 구동부(314A,314B)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는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를 갖는 삼각파 펄스를 생성하는 PWM 발진부(211A);

  상기 PWM 발진부(211A)로부터의 삼각파 펄스와 디밍전압(Vdim)을 비교하여 제1 PWM 펄스(P11)를 출력하는 제1 비

교부(211B);

  상기 디밍전압(Vdim)을 사전에 설정된 기준전압(Vos)을 중심으로 반전시키는 반전부(211C); 및

  상기 PWM 발진부(211A)로부터의 삼각파 펄스와 상기 반전부(211C)로부터의 반전된 디밍전압(Vdim')을 비교하여 제2

PWM 펄스(P12)를 출력하는 제2 비교부(211D)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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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212)는

  상기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로부터의 제1 PWM 펄스(P11)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하는 제1 지연부(D1); 및

  상기 시프트 발진 제어부(211)로부터의 제2 PWM 펄스(P12)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하는 제2 지연부(D2)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212)는

  외부 단자(tr1,tr2,tf1,tf2) 각각에 연결된 복수의 지연시간 설정용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212)는

  상기 제1 지연부(D1)의 출력을 기준전압(Vr)과 비교 출력하는 제1 출력 비교기(COMP1); 및

  상기 제2 지연부(D2)의 출력을 기준전압(Vr)과 비교 출력하는 제2 출력 비교기(COMP2)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310)의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312)는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제1 지연부(D1)로부터의 PWM 펄스(PT11)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하는 제

1 지연부(D1); 및

  상기 메인 구동 집적회로부(210)의 제2 지연부(D2)로부터의 PWM 펄스(PT12)를 사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하는 제

2 지연부(D2)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312)는

  외부 단자(tr1,tr2,tf1,tf2) 각각에 연결된 복수의 지연시간 설정용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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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구동 집적회로부(310)의 시프트 발진 시간 제어부(312)는

  상기 제1 지연부(D1)의 출력을 기준전압(Vr)과 비교 출력하는 제1 출력 비교기(COMP1); 및

  상기 제2 지연부(D2)의 출력을 기준전압(Vr)과 비교 출력하는 제2 출력 비교기(COMP2)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패널용 백라이트 인버터.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513318

- 11 -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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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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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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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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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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