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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각각의 레드(R), 그린(G), 블루(B) 백라이트에 순방향 구동전류를 제공하여 각 발광다이오드의 순방향전압(Vf) 변화에 따

른 휘도변화를 개선시킨 백라이트 구동회로 및 이를 구비한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하여 개시한다.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

는 레드(R), 그린(G), 블루(B) 백라이트를 구비하고, 액정 표시 패널에 광을 순차 조사하기 위한 백라이트부 및 상기 백라

이트부에 구동전류와 PWM신호를 제공하여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의 발광 휘도와 색도를 제어하기 위한 백라이트 구

동부를 포함한다. 상기 백라이트 구동부는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에 상기 R, G, B 구동전류를 제공하여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가 소정의 휘도를 갖는 광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한 구동전류 발생수단 및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에 상기 R, G,

B PWM신호를 제공하여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에서 조사되는 광의 색도를 조절하기 위한 PWM신호 발생수단을 구비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백라이트, 발광다이오드, 휘도, 색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통상적인 필드순차 구동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필드순차 구동방식의 액정표시장치에 사용되는 백라이트 구동회로의 동작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블

럭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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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필드순차 구동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에 사용되는 백라이트 구동회로의 동작원리를 설명

하기 위한 블럭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백라이트 구동회로를 상세히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5는 도 4에 나타낸 백라이트 구동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레드(R), 그린(G), 블루(B) 백라이트에 순방향 구동

전류를 제공하여 LED의 순방향전압(Vf)변화에 따른 휘도변화를 개선시킨 백라이트 구동회로 및 이를 구비한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칼라 액정 표시 장치는 상부 및 하부기판과 상부, 하부판사이에 주입된 액정으로 이루어진 액정패널과, 액정

패널을 구동시켜 주기위한 구동회로와, 액정패널로 광을 제공하기 위한 백라이트를 구비한다. 이러한 액정표시장치는 칼

라이미지를 표시하는 방식에 따라 R, G, B 칼라필터방식과 필드순차구동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칼라필터(Color Filter) 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는 하나의 화소를 R, G, B 단위화소로 분할하고, 각 R, G, B 단위화소 상부

에 R, G, B 칼라필터가 배열되는 구조로서, 하나의 백라이트로부터 광이 액정을 통해 R, G, B 칼라필터에 전달되어, 칼라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한다.

한편, 필드순차(Field-Sequencial) 구동방식의 액정표시장치는 R, G, B 단위화소로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화소에 R, G, B

백라이트가 배열되는 구조로서, 하나의 화소에 R, G, B 백라이트로부터 R, G, B 3원색의 광을 액정을 통해 시분할적으로

순차 디스플레이함으로써, 눈의 잔상효과를 이용하여 칼라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한다.

도 1은 통상적인 필드순차 구동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액정 표시 장치는 다수의 스캔라인들(S1-Sn), 다수의 데이터라인들(D1-Dm)에 스위칭용 박막 트랜지스

터(MS)가 연결된 TFT 어레이가 배열된 하부기판(도시되지 않음)과, 공통라인으로 공통전압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전극이

형성된 상부기판(도시되지 않음)과, 상기 상, 하부기판사이에 주입된 액정(도시되지 않음)을 구비하는 액정 표시 패널(10)

을 구비한다.

또한, 액정 표시 장치는 상기 액정 표시 패널(10)의 다수의 스캔라인(S1-Sn)으로 스캔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스캔 드라이

버(20)와, 다수의 데이터라인(D1-Dm)으로 R, G, B 데이터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소스 드라이버(30)를 구비하며, 상기 액

정표시패널(10)로 R, G, B 3원색의 광을 순차 제공하기 위한 R, G, B 발광 다이오드(LED)로 구성된 백라이트부(40)와 상

기 백라이트를 구동하기 위한 백라이트 구동부(50)를 구비한다. 나아가, 액정 표시 장치는 상기 스캔 드라이버(20), 소스

드라이버(30) 및 백라이트 구동부(50)를 제어하기 위한 타이밍 제어기(60)를 더 구비한다.

상기 백라이트부(40)은 R, G, B 광을 각각 제공하기 위한 적어도 3개의 RLED(41), GLED(42), BLED(43)와, 상기 RLED

(41), GLED(42), BLED(43)로부터 순차발광된 R, G, B 광을 액정 표시 패널(10)의 액정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광판(미도

시)을 구비한다.

통상적으로 60Hz 로 구동하는 한 프레임의 시간간격은 16.7ms(1/60s)이므로, 상기한 바와같은 한 프레임이 3서브 프레

임으로 분할된 필드순차구동방식 액정표시장치에서는 한 서브 프레임은 5.56ms(1/180s)의 시간간격을 갖는다. 한 서브

프레임의 시간간격은 매우 짧은 시간으로서 필드변화를 사람의 눈으로는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의 눈에는 16.7ms

의 통합된 시간으로 인식되어 R, G, B 3원색의 합성된 칼라가 인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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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필드순차구동방식은 칼라필터방식에 비하여 동일한 크기의 패널에서 3배정도의 해상도구현이 가능하고, 칼라

필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광효율이 증가하고 칼라텔레비젼과 동일한 색재현성 및 고속의 동화상을 구현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하나의 프레임이 3개의 서브프레임으로 분할하여 구동하므로 칼라필터구동방식에 비하여 구동주

파수가 3배이상 필요로 하므로 고속의 동작특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액정 표시 장치가 고속의 동작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액정의 응답속도가 빨라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R, G, B

백라이트를 온/오프시키는 스위칭속도도 상대적으로 빨라져야 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필드순차 구동방식의 액정표시장치에 사용되는 백라이트를 구동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

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종래의 백라이트 구동회로는 R, G, B 3원색의 광을 순차적으로 방출하는 백라이트부(40)와, 상기 R 백

라이트(41), G 백라이트(42), B 백라이트(43)로 동일한 레벨의 구동전압(VLED)을 공통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동전압 발

생수단(51) 및 상기 각각의 백라이트(41,42,43)와 직렬로 연결된 휘도조절수단(VRR, VGR, VBR)로 구성된 백라이트 구동

부(50)를 구비한다.

상기 백라이트부(40)는 R 광을 방출하는 R 백라이트(41)과, G 광을 방출하는 G 백라이트(42) 및 B 광을 방출하는 B 백라

이트(43)로 구성된다. 상기 R 백라이트(41)는 각각 R 광을 방출하기 위한 직렬로 연결된 2개의 R 발광다이오드(RLED1,

RLED2)로 구성되고, 상기 G 백라이트(42)는 G광을 방출하기 위한 하나의 G 발광다이오드(GLED)로 구성되며, B 백라이

트(43)는 B 광을 방출하기 위한 병렬로 연결된 2개의 B 발광다이오드(BLED1, BLED2)로 구성된다.

상기 구동전압 발생수단(51)은 백라이트(40)를 구성하는 모든 R, G, B 백라이트(41, 42, 43)로 동일한 레벨의 구동전압

(VLED)을 발생하는데, R 백라이트(41)에는 구동전압(VLED)이 R 발광다이오드(RLED1)의 애노드전극으로 제공되고, G

백라이트(42)에는 구동전압(VELD)이 G 발광다이오드(GLED1)의 애노드전극으로 제공되며, B 백라이트(43)에는 구동전

압(VLED)이 B 발광다이오드(BLED1, BLED2)의 애노드전극으로 각각 제공된다.

또한, 휘도조절수단으로는 R 백라이트(41)의 R 발광다이오드(RLED2)의 캐소드전극과 접지사이에 연결되어 R 백라이트

(41)에서 발광되는 광의 휘도를 조절하기 위한 제1가변저항(VRR)과, G 백라이트(42)의 G 발광다이오드(GLED1)의 캐소

드전극과 접지사이에 연결되어 G 백라이트(42)에서 발광되는 광의 휘도를 조절하기 위한 제2가변저항(VGR)과, B 백라이

트(43)의 B 발광다이오드(BLED1, BLED2)의 캐소드전극과 접지사이에 연결되어 B 백라이트(43)에서 발광되는 광의 휘

도를 조절하기 위한 제3가변저항(VBR)을 구비한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에는 R, G, B 백라이트(41, 42, 43)의 발광다이오드(RLED, GLED, BLED)의 순방향

구동전압(Vf)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구동전압 발생수단(51)로부터 R, G, B 백라이트(41, 42, 43)로 동일한 구동전

압, 예를 들어 4V의 전압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R 발광다이오드(RLED)는 2.0V의 순방향 구동전압(RVf)이 요구되고, G

발광다이오드(GLED)는 3.0V의 순방향 구동전압(GVf)이 요구되며, B 발광다이오드(BLED)는 3.3V의 순방향 구동전압

(BVf)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래에는 R, G, B 백라이트(41, 42, 43)에 모두 동일하게 4V의 구동전압(VLED)가 제공되므

로, R, G, B 발광다이오드(RLED, GLED, BLED)를 구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휘도조절수단(VRR, VGR, VBR )을 이용하여

R, G, B 발광다이오드(RLED, GLED, BLED) 각각에 2.0V, 3.0V, 3.3V의 순방향 구동전압(RVf, GVf, BVf)을 인가하여

R, G, B 백라이트(41, 42, 43)로부터 발광되는 광의 휘도를 조정한다.

한편, 발광 다이오드(LED)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순방향 전류(If)는 변화가 없이 일정하지만, 순방향 전압(Vf)이 변동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아래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온도[℃]  휘도[cd/m^2]  구동전류[mA]  구동전압[V]

레드

발광 다이오드

 -5 ~ -20  20  32.5  2.2

 -5 ~ 25  20  3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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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발광 다이오드

 -5 ~ -20  45  37.5  3.1

 -5 ~ 25  45  37.5  3.0

블루

발광 다이오드

 -5 ~ -20  15  40  3.3

 -5 ~ 25  15  40  3.25

상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발광 다이오드는 온도가 저온으로 변할 때, 예를들어 15℃에서 -10℃로 온도가 떨어

졌을때 동일 휘도를 나타내기 위한 구동전압(Vf)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온도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동일 휘도를 나타내기 위한 구동전류(If)의 전류량은 동일하다. 따라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 발광 다이오드의 구동전압(Vf)

을 조절하여 휘도를 맞추기 위하여 휘도조절수단(VRR, VGR, VBR )을 이용하여 R, G, B 발광다이오드(RLED, GLED,

BLED) 각각에 온도에 따른 순방향 구동전압(RVf, GVf, BVf)을 인가하여 R, G, B 백라이트(41, 42, 43)로부터 발광되는

광의 휘도를 조정한다. 상기 [표 1]에 나타낸 측정값들(휘도, 구동전류, 구동전압 등)은 발광 다이오드의 사이즈나 종류 연

결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의 백라이트 구동회로는 서로 다른 구동전압(Vf)으로 구동되는 R, G, B 발광다이

오드에 관계없이 4V의 동일한 구동전압이 제공되었다. 즉, 한 프레임을 R, G, B 발광다이오드 구동을 위한 3서브 프레임

동안 동일한 구동전압이 인가되므로, 소비전력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R, G, B 발광다이오드에 요구

되는 구동전압중 가장 큰 구동전압에 상응하는 구동전압을 상기 구동전압 발생회로가 발생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온도변화에 따라 각 서브 프레임별로 R, G, B 발광다이오드에 제공되는 순방향 구동전압이 변화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백라이트의 발광 휘도가 변화하며 그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발광다이오드의 온도변화에 따른 구동전압의 변동에 관계없이 각 발광다이오드에 적합한 구동전류를 제

공할 수 있는 백라이트 구동부를 구비한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각 발광다이오드에 적합한 구동전류를 제공하여 소비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백라이트 구동부를

구비한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각 발광다이오드별로 적합한 구동전류를 제공하여 효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백라이트 구동부

를 구비한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PWM값을 이용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백라이트 구동부를 구비한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는 다수의 스캔라인과 다수의 데이터라인이 교차하는 영역에 형성되

는 다수의 화소들을 가지고, 소정의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액정 표시 패널; 상기 다수의 스캔라인을 통하여 스캔신

호를 인가하여 상기 다수의 화소를 선택하기 위한 스캔 드라이버; 상기 다수의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상기 스캔신호에 의해

선택된 화소에 데이터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소스 드라이버; 레드(R), 그린(G), 블루(B) 백라이트를 구비하고, 적어도 2개

의 서브 프레임으로 분할된 한 프레임동안 상기 액정 표시 패널에 광을 순차 조사하기 위한 백라이트부; 상기 백라이트부

에 R, G, B 구동전류와 R, G, B PWM신호를 제공하여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의 발광 휘도와 색도를 제어하기 위한 백

라이트 구동부; 및 상기 스캔 드라이버, 소스 드라이버 및 광원 제어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타이밍 제어기를 포함한다.

상기 백라이트 구동부는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에 상기 R, G, B 구동전류를 제공하여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가 소정

의 휘도를 갖는 광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한 구동전류 발생수단; 및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에 상기 R, G, B PWM신호를

제공하여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에서 조사되는 광의 색도를 조절하기 위한 PWM신호 발생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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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백라이트 구동부는 상기 각 서브 프레임마다 상기 R, G, B 백라이트 중 적어도 하나의 백라이트를 발광하기 위

한 제어신호를 상기 PWM신호 발생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한 LED 콘트롤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은 스캔드라이버의 스캔신호와 소스드라이버의 데이터신호에 따라 소정의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액

정표시패널에 광을 조사하는 백라이트 구동회로에 있어서, 레드(R), 그린(G), 블루(B) 백라이트를 구비하고, 적어도 2개의

서브 프레임으로 분할된 한 프레임동안 상기 액정 표시 패널에 광을 순차 조사하기 위한 백라이트부; 상기 각 R, G, B 백라

이트에 R, G, B 구동전류를 제공하여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가 소정의 휘도를 갖는 광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한 구동전

류 발생수단; 및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에 R, G, B PWM신호를 제공하여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에서 조사되는 광의

색도를 조절하기 위한 PWM신호 발생수단을 포함하는 백라이트 구동회로에 의하여도 달성될 수 있다.

상기 백라이트 구동회로는 상기 각 서브 프레임마다 상기 R, G, B 백라이트 중 적어도 하나의 백라이트를 발광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상기 PWM신호 발생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한 LED 콘트롤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필드순차 구동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에 사용되는 백라이트 구동회로의 동작원리를 설명

하기 위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백라이트 구동회로는 각각의 R, G, B 발광다이오드(RLED, GLED, BLED)에

적합한 순방향 구동전류(RIf, GIf, BIf)를 순차 발생하고, 각 순방향 구동전류(RIf, GIf, BIf)에 의해 R, G, B 발광다이오드

(RLED, GLED, BLED)가 순차 발광하여 휘도가 조절된 색을 구현한다. 또한 R, G, B 발광다이오드(RLED, GLED, BLED)

에 적합한 서로 다른 PWM값(RPWM, GPWM, BPWM)을 조절하여 구현되는 색의 화이트 밸런스를 최적화시켜준다. 이때,

PWM(pulse width modulation) 값은 각각의 R, G, B 발광다이오드(RLED, GLED, BLED)마다 서로 상이한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한 프레임이 3서브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R, G, B 발광다이오드(RLED, GLED, BLED)가 각 서브 프레임별로

순차 발광하는 경우, 제1 서브 프레임에서는 R 발광다이오드(RLED)에 적합한 순방향 구동전류(GIf)를 제공하여 R 발광다

이오드(RLED)를 발광시킨다. 이어서, 제2 서브 프레임에서는 G 발광다이오드(GLED)에 적합한 순방향 구동전류(GIf)를

제공하여 G 발광다이오드(GLED)를 발광시키고, 제3 서브 프레임에서는 B 발광다이오드(BLED)에 적합한 순방향 구동전

류(BIf)를 제공하여 B 발광다이오드(BLED)를 발광시킨다.

이와같이 제1 서브 프레임에서 R 발광다이오드(RLED)에 적합한 구동전류(RIf)가 발생되어 발광될 때, R 발광다이오드

(RLED)에 적합한 PWM값(RPWM)을 제공하여 R 색의 색도를 조정하고, 제2 서브 프레임에서는 G 발광다이오드(GLED)

에 적합한 구동전류(GIf)가 발생되어 발광될 때, G 발광다이오드(GLED)에 적합한 PWM값(GPWM)을 제공하여 G 색의 색

도를 조정하며, 제3 서브 프레임에서는 B 발광다이오드(GLED)에 적합한 구동전류(BIf)가 발생되어 발광될 때, B 발광다

이오드(BLED)에 적합한 PWM값(BPWM)을 제공하여 B 색의 색도를 조정한다.

따라서, R, G, B 발광다이오드(RLED, GLED, BLED)로 각각 적합한 순방향 구동전류(RIf, GIf, BIf)를 발생하여 원하는 휘

도를 갖는 R, G, B 색을 구현하고, 또한 각 순방향 구동전류에 따라 발광되는 R, G, B 발광다이오드(RLED, GLED, BLED)

의 각 PWM 값(RPWM, GPWM, BPWM)을 제공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한다. 그러므로, 소정의 휘도로 최적화된 색도

를 갖는 색을 제공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백라이트 구동회로를 상세히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백라이트 구동회로는 R, G, B 광을 발생하기 위한 백라이트

부(400)와, 상기 백라이트부(300)를 구동하기 위한 백라이트 구동부(500)를 구비한다.

상기 백라이트부(400)는 R색의 광을 방출하는 R 백라이트(410), G색의 광을 방출하는 G 백라이트(420)및 B 색의 광을

방출하는 B 백라이트(430)을 구비한다.

상기 백라이트 구동부(500)는 상기 백라이트부(400)로 구동전류(ILED)를 발생하기 위한 구동전류 발생수단(510)과, 제1

제어신호(CT0) 및 제2 제어신호(CT1)에 따라 상기 백라이트부(400)의 발광을 제어하기 위한 LED 콘트롤수단(530)과,

상기 LED 콘트롤수단(530)으로부터 제공되는 출력신호에 따라 상기 백라이트부(400)로 PWM 신호를 발생하는 PWM 신

호 발생수단(520)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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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 백라이트(410)는 각각 직렬 연결된 2개의 R 발광다이오드(RLED1, RLED2)로 구성되며, 구동전류 발생수단(510)

으로부터 R 발광다이오드(RLED1, RLED2)의 구동에 요구되는 순방향 구동전류(RIf)가 제공된다.

또한, 상기 G 백라이트(420)는 1개의 G 발광다이오드(GLED1)로 구성되며, 구동전류 발생수단(510)으로부터 G 발광다

이오드(GLED1)의 구동에 요구되는 순방향 구동전류(GIf)가 제공된다.

나아가, 상기 B 백라이트(430)는 각각 병렬 연결된 2개의 B 발광다이오드(BLED1, BLED2)로 구성되며, 구동전류 발생수

단(510)으로부터 B 발광다이오드(BLED1, BLED2)의 구동에 요구되는 순방향 구동전류(BIf)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백라이트부(400)가 R, G, B 발광다이오드로만 구성되었으나, R, G, B 발광다이오드와 W(white)

색을 방출하는 W 발광다이오드로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R, G, B 백라이트가 각각 1개 또는 2개의 발광다이오드로 구성

되었으나, 2개 이상 다수개의 발광다이오드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구동전류 발생수단(510)은 백라이트부(400)를 구성하는 R, G, B 백라이트(410, 420, 430)에 적합한 각각의 순방향

구동전류(RIf, GIf, BIf)을 순차 발생하기 위한 것으로서, R, G, B 백라이트의 순방향 구동전류(RIf, GIf, BIf)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로 구성된다.

따라서, 발광다이오드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전류(ILED)를 출력하는 구동전류 발생수단(510)은 R 발광다이오드를 구동하

기 위한 R 서브 프레임에서 R 인에이블신호(R_EN)에 의하여 R 발광다이오드(RLED1, RLED2)에 적합한 구동전류(RIf)를

인가하고, G 발광다이오드를 구동하기 위한 G 서브 프레임에서 G 인에이블신호(G_EN)에 의하여 G 발광다이오드

(GLED1)에 적합한 구동전류(GIf)를 인가하며, B 발광다이오드를 구동하기 위한 B 서브 프레임에서 B 인에이블신호(B_

EN)에 의하여 B 발광다이오드(BLED1, BLED2)에 적합한 구동전류(BIf)를 인가한다.

상기에서, R, G, B 백라이트로 제공되는 구동전류(RIf, GIf, BIf)는 서로 다른 레벨의 전류가 제공되는데, R, G, B 백라이트

에 제공되는 구동전류(RIf, GIf, BIf)가 모두 서로 다르거나, 또는 R, G, B 백라이트 중 적어도 하나의 백라이트에만 서로

다른 구동전류를 제공할 수도 있다.

상기 LED 콘트롤수단(530)은 제1 제어신호(CT0) 및 제2 제어신호(CT1)에 따라 한 프레임을 구성하는 다수의 서브 프레

임 중 해당하는 프레임에서 R, G, B 백라이트 중 해당하는 백라이트를 구동시켜 주기 위한 신호를 출력한다. R, G, B 백라

이트를 순차적으로 발광시키기 위하여 제1 제어신호(CT0) 및 제2 제어신호(CT1)는 각각 로우(low), 하이(high) 레벨로

총 4가지의 조합 즉, '00' , '01', '10', '11'으로 발광다이오드의 순차점등을 제어할 수 있다. 즉, 제어신호가 '00'일때 이전상

태를 활성화시키며, '10'일때는 레드 발광다이오드, '01'일때는 그린 발광다이오드, '11'일때는 블루 발광다이오드를 구동

시키기 위한 신호를 출력한다.

PWM 신호 발생수단(520)은 상기 LED 콘트롤수단(530)의 출력신호에 따라서 R, G, B 백라이트(410, 420, 430)로 해당

하는 PWM 신호(RPWM, GPWM, BPWM)를 발생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R, G, B 백라이트(410, 420, 430)의 PWM 신호

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로 구성된다. 따라서, PWM 신호 발생수단(520)은 한 프레임을 구성하는 다수의

프레임중 R 서브 프레임에서는 R 백라이트(410)로 PWM 신호(RPWM)를 발생하여 R 백라이트(410)에 흐르는 구동전류

(RIf)의 펄스폭을 조절한다. G 서브 프레임에서는 G 백라이트(420)로 PWM 신호(GPWM)를 발생하여 G 백라이트(420)에

흐르는 구동전류(GIf)의 펄스폭을 조절한다. 또한, B 서브 프레임에서는 B 백라이트(430)로 PWM 신호(BPWM)를 각각

발생하여 B 백라이트(430)에 흐르는 구동전류(BIf)의 펄스폭을 조절한다.

위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는 백라이트 구동부에 구동전류 발생수단(510)을 두어 각 서브 프레임

마다 R, G, B 백라이트(410, 420, 430)에 흐르는 구동전류(RIf, GIf, BIf)를 다르게 함으로써 원하는 휘도를 얻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PWM 신호 발생수단(520)을 두어 각 백라이트에 흐르는 구동전류의 펄스폭을 조절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맞

출수 있기 때문에 소정의 휘도로 최적화된 색도를 갖는 색을 제공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같은 구성을 갖는 백라이트 구동회로의 동작을 도 5의 파형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5는 도 4에 나타낸 백라이트 구동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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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한 프레임이 3개의 서브 프레임 즉, R 백라이트를 구동하기 위한 R 서브 프레임, G 백라이트를 구동

하기 위한 G 서브 프레임, B 백라이트를 구동하기 위한 B 서브 프레임으로 이루어지고, R, G, B 백라이트순으로 한 프레임

동안 순차적으로 구동된다고 가정한다.

도 5를 참조하면, R 서브 프레임에서 구동전류 발생수단(510)은 R 백라이트(410)에 구동전류, 예를 들어 35mA의 순방향

구동전류(ILED)를 발생한다. 이때, LED 콘트롤수단(530)에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R 백라이트(410)를 발광하기 위

하여 각각 하이상태 및 로우상태('10')의 제1 및 제2 제어신호(CT0, CT1)가 인가된다. 이에 따라 LED콘트롤수단(530)은

백라이트부(400) 중 R 백라이트(410)를 구동하기 위한 출력신호를 PWM 신호 발생수단(520)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PWM 신호 발생수단(520)은 상기 LED 콘트롤수단(530)으로부터 제공되는 출력신호에 의해 R 백라이트(410)를 구동시

켜주기 위한 PWM 신호(RPWM)를 발생한다. 그러므로, R 백라이트(410)는 발광다이오드(RLED1, RLED2)에 인가되는

순방향의 전류(ILED)와 레드 PWM 신호(RPWM)에 상응하는 구동전류(RIf)가 도 5에 도시된 바와같이 흐르게 되고, 이에

따라 소정의 휘도 및 색도를 갖는 R 색의 광을 방출하게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R 백라이트(410)는 2개의 R 발광다

이오드(LED1, LED2)가 직렬 연결되므로 구동전류 발생수단(510)으로부터 35mA의 전류가 제공되는데, 2개의 R 발광다

이오드(LED1, LED2)를 병렬로 연결하여 70mA의 구동전류가 제공될 수도 있다.

이어서, G 서브 프레임에서 구동전류 발생수단(510)은 G 백라이트(420)에 구동전류, 예를 들어 28mA의 순방향 구동전류

(ILED)를 발생한다. 이때, LED 콘트롤수단(530)에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G 백라이트(420)를 발광하기 위하여 각각

로우상태 및 하이상태('01')의 제1 및 제2 제어신호(CT0, CT1)가 인가된다. 이에 따라 LED 콘트롤수단(530)은 백라이트

부(400) 중 G 백라이트(420)를 구동하기 위한 출력신호를 PWM 신호 발생수단(520)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PWM 신호

발생수단(520)은 상기 LED 콘트롤수단(530)으로부터 제공되는 출력신호에 의해 G 백라이트(420)를 구동시켜주기 위한

PWM 신호(GPWM)를 발생한다. 그러므로, G 백라이트(420)는 발광다이오드(GLED1)에 인가되는 순방향의 전류(ILED)

와 그린 PWM 신호(GPWM)에 상응하는 구동전류(GIf)가 도 5에 도시된 바와같이 흐르게 되고, 이에 따라 소정의 휘도 및

색도를 갖는 G 색의 광을 방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B 서브 프레임에서 구동전류 발생수단(510)은 B 백라이트(430)에 구동전류, 예를 들어 30mA의 순방향 구동

전류(ILED)를 발생한다. 이때, LED 콘트롤수단(530)에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B 백라이트(430)를 발광하기 위하여

각각 하이상태 및 하이상태('11')의 제1 및 제2 제어신호(CT0, CT1)가 인가된다. 이에 따라 LED 콘트롤수단(530)은 백라

이트부(400) 중 B 백라이트(430)를 구동하기 위한 출력신호를 PWM 신호 발생수단(520)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PWM 신

호 발생수단(520)은 상기 LED 콘트롤수단(530)으로부터 제공되는 출력신호에 의해 B 백라이트(430)를 구동시켜주기 위

한 PWM 신호(BPWM)를 발생한다. 그러므로, B 백라이트(430)는 발광다이오드(BLED1, BLED2)에 인가되는 순방향의

전류(ILED)와 블루 PWM 신호(BPWM)에 상응하는 구동전류(BIf)가 도 5에 도시된 바와같이 흐르게 되고, 이에 따라 소정

의 휘도 및 색도를 갖는 B 색의 광을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동작을 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백라이트 구동부는 한 프레임동안 구동전류

발생수단(510)으로부터 발생되는 구동전류(ILED)와 PWM 신호 발생수단(520)으로부터 발생되는 R, G, B 백라이트(410,

420, 430) 각각의 PWM신호(RPWM, GPWM, BPWM)에 상응하는 순방향 구동전류(RIf, GIf, BIf)가 흐르므로, 소정의 휘

도 및 색도를 갖는 광을 방출하게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한 프레임을 3개의 서브 프레임으로 분할하고 각 서브 프레임마다 R, G, B 발광다이오드를 순차

구동하는 것을 예시하였으나, 한 프레임을 4개이상의 서브 프레임으로 분할하고 3개의 서브 프레임에서는 R, G, B 발광다

이오드를 순차 구동하고 나머지 한 프레임에서는 R, G, B 발광다이오드를 모두 구동하거나 또는 R, G, B 발광다이오드 중

하나 이상을 구동할 수도 있다. 한편, 백라이트를 R, G, B, W 발광다이오드로 구성하여, 4개의 서브 프레임중 3개의 서브

프레임에서는 R, G, B 발광다이오드를 구동하고, 나머지 한 프레임에서 W 발광다이오드를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한 프레임내의 각 서브 프레임에서 R, G, B 발광다이오드(RLED, GLED, BLED)가 R, G, B

순으로 발광되도록 제어하였으나, 최적의 휘도 및 색도를 얻기 위하여 발광다이오드의 발광순서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나아가, 도 5에서는 한 서브 프레임을 2구간으로 분할하여 제1구간(RF1, GF1, BF1)은 콘트롤구간으로서 R, G, B

발광다이오드에 적합한 순방향 구동전류를 선택하고, 제2구간(RF2, GF2, BF2)에서 선택된 순방향 구동전류를 발생하여

각 발광다이오드를 구동하는 방식을 예시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효과

공개특허 10-2006-0093604

- 7 -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백라이트 구동회로를 구비한 액정 표시 장치는 각각의 R, G, B 발광다이오드에

적합한 순방향 구동전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또한 R, G, B 발광다이오드에 적합한 PWM값에 해당

하는 데이터를 다른 레지스터에 저장하며, 각각의 서브 프레임에서 R, G, B 발광다이오드에 대응하는 순방향 구동전류와

PWM신호를 발생하므로 최적의 휘도 및 색도를 갖는 광을 방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

을 이해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스캔라인과 다수의 데이터라인이 교차하는 영역에 형성되는 다수의 화소들을 가지고, 소정의 영상을 디스플레이하

기 위한 액정 표시 패널;

상기 다수의 스캔라인을 통하여 스캔신호를 인가하여 상기 다수의 화소를 선택하기 위한 스캔 드라이버;

상기 다수의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상기 스캔신호에 의해 선택된 화소에 데이터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소스 드라이버;

레드(R), 그린(G), 블루(B) 백라이트를 구비하고, 적어도 2개의 서브 프레임으로 분할된 한 프레임동안 상기 액정 표시 패

널에 광을 순차 조사하기 위한 백라이트부;

상기 백라이트부에 R, G, B 구동전류와 R, G, B PWM신호를 제공하여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의 발광 휘도와 색도를 제

어하기 위한 백라이트 구동부; 및

상기 스캔 드라이버, 소스 드라이버 및 광원 제어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타이밍 제어기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백라이트 구동부는,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에 상기 R, G, B 구동전류를 제공하여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가 소정의 휘도를 갖는 광을 조사

하도록 하기 위한 구동전류 발생수단; 및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에 상기 R, G, B PWM신호를 제공하여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에서 조사되는 광의 색도를 조

절하기 위한 PWM신호 발생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전류 발생수단은,

상기 R, G, B 구동전류에 해당하는 R, G, B 데이터가 저장되는 레지스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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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PWM신호 발생수단은,

상기 R, G, B PWM신호에 해당하는 R, G, B 데이터가 저장되는 레지스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R, G, B PWM신호는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의 색도를 조절하여 화이트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백라이트 구동부는,

상기 각 서브 프레임마다 상기 R, G, B 백라이트 중 적어도 하나의 백라이트를 발광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상기 PWM신호

발생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한 LED 콘트롤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R 백라이트는 직렬 연결된 2개의 R 발광다이오드(LED)로 구성되고, 상기 G 백라이트는 1개의 G 발광다이오드

(LED)로 구성되며, 상기 B 백라이트는 병렬연결된 2개의 B 발광다이오드(LED)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

시 장치.

청구항 8.

스캔드라이버의 스캔신호와 소스드라이버의 데이터신호에 따라 소정의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액정표시패널에 광을

조사하는 백라이트 구동회로에 있어서,

레드(R), 그린(G), 블루(B) 백라이트를 구비하고, 적어도 2개의 서브 프레임으로 분할된 한 프레임동안 상기 액정 표시 패

널에 광을 순차 조사하기 위한 백라이트부;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에 R, G, B 구동전류를 제공하여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가 소정의 휘도를 갖는 광을 조사하도

록 하기 위한 구동전류 발생수단; 및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에 R, G, B PWM신호를 제공하여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에서 조사되는 광의 색도를 조절하기

위한 PWM신호 발생수단을 포함하는 백라이트 구동회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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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전류 발생수단은,

상기 R, G, B 구동전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레지스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구동회로.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PWM신호 발생수단은,

상기 R, G, B PWM신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레지스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구동회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R, G, B PWM신호는 상기 각 R, G, B 백라이트의 색도를 조절하여 화이트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백라이트 구동회로.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백라이트 구동회로는,

상기 각 서브 프레임마다 상기 R, G, B 백라이트 중 적어도 하나의 백라이트를 발광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상기 PWM신호

발생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한 LED 콘트롤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구동회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R 백라이트는 직렬 연결된 2개의 R 발광다이오드(RLED)로 구성되고, 상기 G 백라이트는 1개의 G 발광다이오드

(GLED)로 구성되며, 상기 B 백라이트는 병렬 연결된 2개의 B 발광다이오드(BLED)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

이트구동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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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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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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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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