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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액정 표시 장치 및 그 구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다수의 게이트 라인 및 데이터 라인이 각각 행과 열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게이트 라인과 데

이터 라인의 교차로 정의되는 영역에 각각 상기 게이트 라인 및 데이터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칭 소자를 가지는 

다수의 화소가 형성되어 있는 액정 패널; 상기 게이트 라인으로 상기 스위칭 소자를 구동시키기 위한 게이트 구동 전

압을 공급하는 게이트 구동부; 및 인가되는 데이터 신호에 따라 해당하는 계조 전압을 상기 데이터 라인으로 공급하

는 데이터 구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게이트 구동 전압은 Von1에서 Von2로 ΔV만큼 전압 강하하며, 

, Von1>Von2를 만족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르면,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능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게이트 온 전압을 낮추므로써, 킥백 전압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킥백 전압을 잔상을 발생시키지 않은 낮은 전압이 되도록 하여, 잔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

다.

대표도

도 8

색인어

게이트온전압, 게이트구동부, 액정표시장치, 잔상제거, 킥백전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존의 잔상 제거 방법에 따라 발생되는 킥백 전압 파형도이다.

도 2는 액정 용량 특성을 나타낸 파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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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2에 도시된 액정 용량 특성을 토대로 계조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의 화소 전압의 파형도이다.

도 4는 기존의 게이트 전압 발생 방법에 따라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의 화소 전압의 파형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계조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의 화소 전압의 파형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게이트 전압을 변경하였을때의 화소 전압의 파형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게이트 전압을 변경하였을때의 화소 전압의 다른 파형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한 화소에 대한 등가 회로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구동 전압 발생부의 게이트 전압 생성을 위한 회로도이다.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회로의 파형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말하자면, 잔상을 제거한 액정 표시 장치 및 그 구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액정 표시 장치(liquid crystal display, LCD)는 두 표시판과 그 사이에 들어 있는 유전율 이방성(dielectric

anisotropy)을 갖는 액정층을 포함한다. 액정층에 전계를 인가하고, 이 전계의 세기를 조절하여 액정층을 통과하는 

빛의 투과율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화상을 얻는다. 이러한 액정 표시 장치는 휴대가 간편한 평판 표시 장치(flat pan

el display, FPD)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 중에서도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를 스위칭 소

자로 이용한 TFT-LCD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박막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표시판에는 복수의 게이트선과 데이터선이 각각 행과 열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박막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이들 게이트선과 데이터선에 연결된 화소 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박막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선을

통해 전달되는 게이트 신호에 따라 데이터선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 신호를 제어하여 화소 전극으로 전송한다. 게이

트 신호는 구동 전압 생성부에서 만들어진 게이트 온 전압과 게이트 오프 전압을 공급받는 복수의 게이트 구동 IC(int

egrated circuit)가 신호 제어부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따라 이들을 조합하여 만들어낸다. 데이터 신호는 신호 제어부

로부터의 계조 신호를 복수의 데이터 구동 IC가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함으로써 얻어진다.

이러한 액정 표시 장치는 정지 화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동화상의 표시에도 이용된다. 그러나, 동화상을 표시하는 경

우나 동일한 패턴의 화상을 일정 시간 동안 표시하는 경우에는 액정의 특성에 의하여 잔상이 발생하게 된다. 잔상은 1

프레임의 화상을 표시한 다음에 다음 프레임의 화상을 표시하는 경우에, 이전 프레임의 화면 패턴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현재 프레임의 화상을 표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나타낸다.

잔상은 기존의 화면 패턴이 새로운 화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인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는 불량 중 하나이다. 

잔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액정내의 이온 불순물 농도, 배향력의 세기, 킥백 현상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온 불순물의 농도가 적절하지 않아서 체적으로 액정내에 존재하는 이온 불순물들이 어떠한 이유로 폴리

마이드(polimide) 필름에 흡착될 경우 계조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잔류 DC 전압이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잔류 DC 전압이 액정 분자에 작용할 경우 해당 화상이 액정 패널에 그대로 남게 되어 잔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액정내의 이온 불순물의 농도를 최적으로 조절하고 배향력을 가능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액

정 표시 장치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을 개선하여 킥백 전압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

을 사용하여 액정의 응답 속도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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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킥백 전압량을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는 잔상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여전히 잔상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액정 표시 장치의 잔상을 제거하여 화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는, 다수의 게이트 라인 및 데이터 라

인이 각각 행과 열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게이트 라인과 데이터 라인의 교차로 정의되는 영역에 각각 상기 

게이트 라인 및 데이터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칭 소자를 가지는 다수의 화소가 형성되어 있는 액정 패널; 상기 게

이트 라인으로 상기 스위칭 소자를 구동시키기 위한 게이트 구동 전압을 공급하는 게이트 구동부; 및 인가되는 데이

터 신호에 따라 해당하는 계조 전압을 상기 데이터 라인으로 공급하는 데이터 구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게이트 구동

부는 서로 다른 레벨을 가지는 게이트 구동 전압을 선택적으로 공급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는, 다수의 게이트 라인 및 데이터 라인이 각각 행과 열 방향으로 형성되

어 있으며, 상기 게이트 라인과 데이터 라인의 교차로 정의되는 영역에 각각 상기 게이트 라인 및 데이터 라인에 연결

되어 있는 스위칭 소자를 가지는 다수의 화소가 형성되어 있는 액정 패널; 상기 게이트 라인으로 상기 스위칭 소자를 

구동시키기 위한 게이트 구동 전압을 공급하는 게이트 구동부; 및 인가되는 데이터 신호에 따라 해당하는 계조 전압

을 상기 데이터 라인으로 공급하는 데이터 구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게이트 구동 전압은 Von1에서 Von2로 ΔV만큼 

전압 강하하며, , Von1>Von2를 만족한다.

여기서, 상기 계조 전압은 동일 계조를 나타내는 정극성 전압(Vn+)와 부극성 전압(Vn-)으로 이루어지고, 

, 여기서, n=1, 2, 3, …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외에도, 일정 레벨의 전압을 발생하고, 발생된 전압이 상기 제1 스위치를 통해 출력되는 전압원; 상기 전압원의 전

압을 분압하는 전압 분압부; 상기 전압 분압부를 통해 인가되는 전류를 충전하여 상기 제1 스위치의 턴 온 전압을 형

성하고, 상기 제2 스위치의 턴 온시 상기 스위치 제어부의 출력 전압에 따라 상기 제2 스위치의 턴 오프 전압을 형성

하는 제1 커패시터; 상기 제1 커패시터와 상기 제2 스위치에 연결되며, 일정 주기의 펄스 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제2 

스위치의 턴 온/오프를 제어하고, 상기 제1 스위치의 턴 오프를 제어하여 상기 게이트 구동 전압에 해당하는 출력 전

압이 생성되도록 하는 스위치 제어부; 및 상기 제1 스위치를 통해 인가되는 전류를 충전하고, 상기 제2 스위치 턴 온

시 충전 전류를 설정된 시정수로 상기 제2 스위치를 통해 방전하는 시정수 결정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스위치가 턴 

온되면 상기 제2 스위치가 턴 오프되고, 상기 제2 스위치가 턴 온되면 상기 제1 스위치가 턴 오프되는 구동 전압 생성

부를 더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제1 스위치는 PNP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이고, 상기 제2 스위치는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이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은, 다수의 게이트선, 상기 다수의 게이트선에 절연되어 교차하는 

다수의 데이터선, 상기 다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게이트선이 교차하는 영역에 형성되며 각각 상기 게이트선 및 데이터

선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칭 소자를 가지는 다수의 화소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데

이터선으로 인가되는 화상 데이터에 따른 계조 전압--여기서, 상기 계조 전압은 동일 계조를 나타내는 정극성 전압(

Vn+)와 부극성 전압(Vn-)으로 이루어지고, , 여기서, n=1, 2, 3, …의 조건을 만족함--

을 공급하는 단계; 및 b) 상기 게이트선으로 게이트 구동 전압--여기서, 상기 게이트 구동 전압은 Von1에서 Von2로 

ΔV만큼 전압 강하하며, Von2는 (여기서, Von1>Von2)의 조

건을 만족함--을 공급하여 상기 데이터 전압이 화소로 인가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

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

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먼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잔상 제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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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상을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정극성 전압 V+과 부극성 전압 V-가 각각 화소 전극에 인가되고, 게이

트 전압이 Von → Voff로 변할 때 킥백 전압 Vk만큼 감소되는 경우, 액정 캐패시터의 양단의 전압차가 반대 극성으로

크기가 동일하도록 공통 전극으로 인가되는 전압(이하, 공통 전압이라고 명명함) Vcom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방법

이 있다.

수학식 1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공통 전압을 설정하여도 여전히 잔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위의 방법으로 구동시에 잔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계조 표현을 하기 위한 V+ 및 V-이어도, Vk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킥백 전압 Vk를 나타내

는 하기의 수학식2에서 기생 용량(Cgs)이 상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학식 2

킥백 전압은, 각 화소의 스위칭 소자인 TFT가 온 상태로 된 경우에 액정 용량(Clc) 및 유지 용량(Cst)에 인가된 전압

이 TFT가 오프 상태로 된 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나, TFT의 게이트 전극과 소스 전극 사이에 있는 기생 용량(Cg

s) 때문 에, 화소 전극에 인가된 전압에 생기는 왜곡 전압을 나타낸다.

TFT 액정 표시 장치는 반도체 위에 절연막이 있는 구조이므로, TFT의 게이트 전극과 소스 전극 사이에 걸리는 게이

트 전압(Vgs)에 대해서 기생 용량(Cgs)이 문턱 전압을 기준으로 게이트 전압(Vgs)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정극성 전압 V+와 부극성 전압 V-를 인가하였을 때, 게이트 전압(Vgs)는 각각 다음과 같은 값을 가

진다.

수학식 3

따라서, 항상 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도 1에 동일한 계조를 표현하는 8V(V+)와 0V(V-)의 계조 전압을 인가하고, Von=20V, V0ff=-7V를 인가하였을 때,

발생되는 킥백 전압 파형도가 도시되어 있다.

동일 계조를 표시하는 정극성 전압(V+)과 부극성 전압(V-)으로서 각각 8V와 0V를 인가하였을 때, 킥백 전압이 발생

된 후의 정극성 전압 V+과 부극성 전압 V- 을 확인해 보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8V→7.0495V, 0V →-1.0840

V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Vk+ =0.9505V이고, VK-=1.084V 이므로, Vk+ < Vk-의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

그러므로, 동일한 계조 표현을 하기 위한 V+ 및 V-이어도, Vk가 일정하지 않 으며, 기생 용량(Cgs)이 상수가 아니다

.

두 번째 원인은 위의 수학식 2에서, 액정 용량(Clc)은 계조 표시마다 다르고, 이에 따라 Vk+와 Vk-가 달라져서,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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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을 등식으로 만드는 공통 전압(Vcom)이 계조 표시마다 다르게 된다. 따라서, 공통 전압(Vcom)이 고정인 경우에

는 V+와 V-의 전압을 여러 계조별로 동시에 상쇄시키지 못하므로, 잔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도 2에 액정 용량 특성을 나타낸 파형도가 예시되어 있다. 도 2에 도시된 파형도는 노멀리 화이트(normally white) T

N(twisted nematic) 액정 표시 장치에서, 액정의 양단간 전위차에 따른 액정 용량(Clc)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액정

용량(Clc)이 좌우 대칭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파형에서, 액정 용량 C1 < C2 < C3인 정극성 전압 V+가 각각 5V, 6.5V, 8V이고, 부극성 전압 V-가 

각각 3V, 1.5V, 0V인 계조 전압을 TFT 액정 패널에 인가하였을때의 결과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도 3에 도시된 결

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C V+ V- Vp+ Vp- Vk+ Vk- △Vk

C3 8V 0V 7.0495V -1.0840V 0.9505V 1.084V -0.1335V

C2 6.5V 1.5V 5.3362V 0.23795V 1.1638V 1.26205V -0.09825V

C1 5V 3V 3.5236V 1.4750V 1.4764V 1.525V -0.0486V

위의 표 1에서 △Vk는 동일 계조를 표시하는 정극성 전압 V+와 부극성 전압 V-을 인가하였을 때, 각각의 전압에서 

발생하는 킥백 전압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표 1 및 도 3에서 알 수 있듯이, 의 방법으로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하였을 때, 액정 용량 C

3의 계조 전압에서는 대략 134㎷의 잔류 DC 전압이 발생될 수 있고, △Vk에 의해 액정 용량 C2에서는 약 98㎷, 그리

고 액정 용량 C1에서는 약 49㎷의 잔류 DC 전압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DC 잔류 전압은 5 계조 이상의 화상 표시

시에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액정 용량의 잔류 전압으로, 적어도 10㎷ 이하로 억제시키지 않으면 잔상 발생에 의하

여 화질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방법으로 액정 표시 장치

를 구동할 경우에 잔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고려하여, 각 계조의 정극성 전압 Vn+와 부극성 전압 Vn-이 다음과 같

은 관계를 만족하도록 한다.

수학식 4

, 여기서, n=1, 2, 3, …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Von →Voff 천이 시간 부근에서만 Von 전압을 낮춤으로써 킥백 전압 크기를 낮추도록

한다. 즉, 게이트 온 전압 Von을 제1 게이트 온 전압 Von1 과 제2 게이트 온 전압 Von2으로 하여 각각 공급한다. 여

기서, Von1 > Von2 인 경우, Von →Voff 천이 시간 부근에서는 Von2을 액정 패널로 공급하고, 나머지 게이트 구동 

구간 동안 Von1을 액정 패널로 공급한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게이트 온 전압 Von을 Von1 과 Von2로 공

급하여도 발생되는 △Vk차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게이트 온 전압 즉, Von2 전압을 생성

하여 공급한다.

수학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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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잔상을 제거하기 위한 조건인 수학식 2를 고려하지 않고, 게이트 온 전압 Von을 Von1 과 V

on2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잔상이 발생하며, 도 4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 전압 파형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4에 도시된 

파형은 도 3과 동일하게 C1 < C2 < C3인 정극성 전압 V+가 각각 5V, 6.5V, 8V이고, 부극성 전압 V-이 각각 3V, 1.

5V, 0V 인 계조 전압을 TFT 액정 패널에 인가하고, 게이트 온 전압 Von1 과 Von2를 각각 20V, 10V 로 공급하고, 

게이트 오프 전압을 -7V로 공급하였을 때의 파형도이다. 도 4에 도시된 결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

다.

[표 2]

C V+ V- Vp+ Vp- Vk+ Vk- △Vk

C3 8V 0V 7.1863V -0.757913V 0.8137V 0.757913V 0.055787V

C2 6.5V 1.5V 5.5806V 0.620486V 0.9194V 0.879514V 0.039886V

C1 5V 3V 3.9247V 1.9419V 1.0753V 1.0581V 0.0172V

위의 표 2와 도 4에서 알 수 있듯이, 킥백 전압(Vk+, Vk-)은 표 1에 비하여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동일 계조를 

표시하는 정극성 전압 V+와 부극성 전압 V-을 인가하였을 때, 각각의 전압에서 발생하는 킥백 전압간의 차이(△Vk)

가 여전히 발생하고 그 차이값도 크기 때문에, 여전히 잔상이 발생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게이트 온 전압을 Von1 과 Von2로 각각 공급하면서, 

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여 잔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도 5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각 계조의 정극성 전압 Vn+와 부극성 전압 Vn-이 수학식 4의 조건을 만족하고, 게

이트 온 전압인 Von1 과 Von2가 수학식 5를 만족하도록 하면서,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하였을 경우의 결과가 도시되

어 있다.

첨부한 도 5에서는 수학식 4 및 수학식 5를 만족하도록 정극성 전압 Vn+와 부극성 전압 Vn의 평균 전압인 Vconsta

nt를 4V로 하고, Von2를 12V로 하며, 기존 방법 테스트시와 동일하게 C1 < C2 < C3인 정극성 전압 V+가 각각 5V, 

6.5V, 8V이고, 부극성 전압 V-이 각각 3V, 1.5V, 0V 인 계조 전압을 TFT 액정 패널에 인가하였을 때의 파형도이다.

여기서 게이트 오프 전압은 -7V이다. 도 5에 도시된 결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C V+ V- Vp+ Vp- Vk+ Vk- △Vk

C3 8V 0V 7.1987V -0.794937V 0.8013V 0.794937V 0.0006363V

C2 6.5V 1.5V 5.5724V 0.575174V 0.9276V 0.924826V 0.002774V

C1 5V 3V 3.8894V 1.8903V 1.1106V 1.1097V 0.0009V

첨부한 도 5 및 표 3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동일 계조를 표시하는 정극성 전압 V+와 부극성 전압 V-을 인가하였을 

때, 각각의 전압에서 발생하는 킥백 전압간의 차이(△Vk)가 10㎷ 이하로 발생함으로써, DC 잔류 전압이 잔상이 발생

되지 않는 수준으로 억제됨을 알 수 있다.

한편, Von2가 12V이므로, 위의 수학식 5에 따라 Von2는 10.8V ≤Von2≤13.2V의 범위를 만족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도 6에 모든 조건을 도 5와 동일하게 하면서 Von2를 10.8V로 하였을 때의 파 형도가 도시되어 있으며, 도 6에 도시

된 결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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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 V+ V- Vp+ Vp- Vk+ Vk- △Vk

C3 8V 0V 7.1906V -0.771301V 0.8094V 0.771301V 0.038099V

C2 6.5V 1.5V 5.5769V 0.603251V 0.9231V 0.896749V 0.026351V

C1 5V 3V 3.9104V 1.921V 1.0896V 1.079V 0.0106V

도 7에 모든 조건을 도 5와 동일하게 하면서 Von2를 13.2V로 하였을 때의 파형도가 도시되어 있으며, 도 7에 도시된

결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C V+ V- Vp+ Vp- Vk+ Vk- △Vk

C3 8V 0V 7.1921V -0.825383V 0.8079V 0.825383V -0.01748V

C2 6.5V 1.5V 5.5557V 0.541593V 0.9443V 0.958407V -0.01411V

C1 5V 3V 3.8558V 1.8477V 1.1442V 1.1523V -0.0081V

위의 표 4와 표 5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Von2가 12V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킥백 전압 차 △Vk의 절대값이 

커지지만, 화면 전체적으로 잔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킥백 전압 차간의 차이가 최소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결과는 기존의 구동 방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Max △Vk Min △Vk Max △Vk - Min△Vk

기존 구동 방법 (표1) -48.6㎷ -133.5㎷ 84.9㎷

기존 구동 방법(표2) 55.8㎷ 17.2㎷ 38.6㎷

본 발명(표3) 6.4㎷ 0.9㎷ 5.5㎷

본 발명(표4) 38.1㎷ 10.6㎷ 27.5㎷

본 발명(표 5) -8.1㎷ -17.5㎷ 9.4㎷

여기서, Max△Vk 와 Min△Vk값은 액정 표시 장치에서 표시될 수 있는 잔상 수준과 비례하는 값이다. 위의 표 6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기존 구동 방법에 비하여 잔상을 제거하고, 잔상 수준을 보다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게이트 온 전압 Von1을 변환시켰을 때, 위의 수학식 5에 따라 Von2 전압을 산출하고, 

각각 Von1 과 Von2로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시켰을 때의 잔상 발생 정도를 알 수 있는 결과값이 다음 표 7에 기재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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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Von1 Max △Vk Min △Vk Max △Vk - Min△Vk

25V 4.8㎷ -2.2㎷ 7.0㎷

35V 5.0㎷ 2.3㎷ 2.7㎷

Von1이 25V인 경우에는 위의 수학식 5에 따라 Von2는 14.5가 되고, Von1이 35V인 경우에는 위의 수학식 5에 따

라 Von2는 19.5가 되며, 표 7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결과값이다. 위의 표 7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잔상을 제거하고, 

잔상 수준을 보다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표 7과 같이 Von1과 Von2를 공급한 상태에서, 게이트 오프 전압 Voff를 변화시켰을 때의 결과값이 표 8

에 기재되어 있다.

[표 8]

Voff Max △Vk Min △Vk Max △Vk - Min△Vk

-7V 5.0㎷ -2.3㎷ 2.7㎷

-15V -5.6㎷ -5.2㎷ 0.6㎷

위의 표 8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게이트 오프 전압 Voff의 영향력은 미비하여, 게이트 오프 전압 Voff에 상

관없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현저한 잔상 제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위에 기술된 본 발명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구체적인 구조 및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블록도이고, 도 9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한 화소에 대한 등가 회로도이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는 액정 표시판 조립체(liquid crystal panel assembly)(300

) 및 이에 연결된 게이트 구동부(gate driver)(400)와 데이터 구동부(data driver)(500), 게이트 구동부(400)에 연결

된 구동 전압 생성부(driving voltage generator)(700)와 데이터 구동부(500)에 연결된 계조 전압 생성부(gray volta

ge generator)(800), 그리고 이들을 제어하는 신호 제어부(signal controller)(600)를 포함하고 있다.

액정 표시판 조립체(300)는 등가 회로로 볼 때 복수의 신호선(G 1 -G n , D 1 -D m )과 이에 연결된 복수의 화소(pi

xel)를 포함하며, 각 화소는 신호선(G 1 -G n , D 1 -D m )에 연결된 스위칭 소자(switching element)(Q)와 이에 연

결된 액정 축전기(C lc ) 및 유지 축전기(storage capacitor)(C st )를 포함한다. 신호선(G 1 -G n , D 1 -D m )은 

주사 신호(scanning signal) 또는 게이트 신호(gate signal)를 전달하며 행 방향으로 뻗어 있는 복수의 주사 신호선 

또는 게이트선(G 1 -G n )과 화상 신호(image signal) 또는 데이터 신호(data signal)를 전달하며 열 방향으로 뻗어 

있는 데이터 신호선 또는 데이터선(D 1 -D m )을 포함한다. 스위칭 소자(Q)는 삼단자 소자로서, 그 제어 단자는 게이

트선(G 1 -G n )에 연결되어 있고 입력 단자는 데이터선(D 1 -D m )에 연결되며, 출력 단자는 액정 축전기(C lc ) 및

유지 축전기(C st )의 한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액정 축전기(C lc )는 스위칭 소자(Q)의 출력 단자와 공통 전압(common voltage, V com ) 또는 기준 전압(reference

voltage)에 연결되어 있다. 유지 축전기(C st )의 다른 단자는 다른 전압, 예를 들면 기준 전압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

나 유지 축전기(C st )의 다른 단자는 바로 위의 게이트선[이하 '전단 게이트선(previous gate line)'이라 함]에 연결

되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연결 방식을 독립 배선 방식이라고 하며, 후자의 연결 방식을 전단 게이트 방식(previous 

gate type)이라고 한다.

한편, 액정 표시판 조립체(300)를 구조적으로 보면 도 9에서와 같이 개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편의상 도 9에는 하

나의 화소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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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에 도시한 것처럼, 액정 표시판 조립체(300)는 서로 마주 보는 하부 표시판(100)과 상부 표시판(200) 및 둘 사이

의 액정층(3)을 포함한다. 하부 표시판(100)에는 게이트선(G i-1 , G i ) 및 데이터선(D j )과 스위칭 소자(Q) 및 유지

축전기(C st )가 구비되어 있다. 액정 축전기(C lc )는 하부 표시판(100)의 화소 전극(190)과 상부 표시판(200)의 기

준 전극(270)을 두 단자로 하며 두 전극(190, 270) 사이의 액정층(3)은 유전체로서 기능한다.

화소 전극(190)은 스위칭 소자(Q)에 연결되며 기준 전극(270)은 상부 표시판(200)의 전면(全面)에 형성되어 있고 공

통 전압(V com )에 연결된다.

여기에서 액정 분자들은 화소 전극(190)과 기준 전극(270)이 생성하는 전기장의 변화에 따라 그 배열을 바꾸고 이에 

따라 액정층(3)을 통과하는 빛의 편광이 변화한다. 이러한 편광의 변화는 표시판(100, 200)에 부착된 편광자(도시하

지 않음)에 의하여 빛의 투과율 변화로 나타난다.

화소 전극(190)은 또한 기준 전압을 인가받는 별개의 배선이 하부 표시판(100)에 구비되어 화소 전극(190)과 중첩됨

으로써 유지 축전기(C st )를 이룬다. 전단 게이트 방식의 경우 화소 전극(190)은 절연체를 매개로 전단 게이트선(G i

-1 )과 중첩됨으로써 전단 게이트선(G i-1 )과 함께 유지 축전기(C st )의 두 단자를 이룬다.

도 9는 스위칭 소자(Q)의 예로 모스(MOS) 트랜지스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모스 트랜지스터는 실제 공정에서 비정

질 규소(amorphous silicon) 또는 다결정 규소(polysilicon)를 채널층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로 구현된다.

도 8에서와는 달리 기준 전극(270)이 하부 표시판(100)에 구비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에는 두 전극(190, 270)이 모

두 선형으로 만들어진다.

한편, 색 표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화소가 색상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화소 전극(190)에 대응

하는 영역에 적색, 녹색, 또는 청색의 색 필터(color filter)(230)를 구비함으로써 가능하다. 색 필터(230)는 도 8에서

처럼 주로 상부 표시판(200)의 해당 영역에 형성되지만 하부 표시판(100)의 화소 전극(190) 위 또는 아래에 형성할 

수도 있다.

다시 도 8을 참고하면, 구동 전압 생성부(700)는 스위칭 소자(Q)를 턴온시키는 게이트 온 전압(V on )과 스위칭 소자

(Q)를 턴오프시키는 게이트 오프 전압(V off ) 등을 생성한다. 여기서, 게이트 온 전압(Von)는 일정 주기마다 톱니파 

형태로 ΔV만큼 전압 강하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즉, 게이트 온 전압(Von)은 Von1에서 Von2로 출력되며, 여기서 Vo

n1>Von2 이며, 상기 Von2는 위에 기술된 수학식 5를 만족한다.

게이트 구동부(400)는 스캔 구동부(scan driver)라고도 하며, 액정 표시판 조립체(300)의 게이트선(G 1 -G n )에 연

결되어 있고, 구동 전압 생성부(700)로부터의 게이트 온 전압(V on )을 보정하고 보정된 게이트 온 전압(V on ')과 게

이트 오프 전압(V off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게이트 신호를 게이트선(G 1 -G n )에 인가한다.

데이터 구동부(500)는 소스 구동부(source driver)라고도 하며, 액정 표시판 조립체(300)의 데이터선(D 1 -D m )에

연결되어 계조 전압 생성부(800)로부터의 계조 전압을 선택하여 데이터 신호로서 데이터선(D 1 -D m )에 인가한다.

신호 제어부(600)는 게이트 구동부(400), 데이터 구동부(500), 그리고 구동 전압 생성부(700) 등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신호를 생성하여, 각 해당하는 제어 신호를 게이트 구동부(400), 데이터 구동부(500) 및 구동 전압 생성부(700)

에 공급한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서, 상 기 구동 전압 발생부(700)는 일정 주기마

다 톱니파 형태로 ΔV만큼 전압 강하하는 형태가 되도록 게이트 온 전압(Von)을 생성한다.

이하에서는 도 10과 도 11을 참조로 게이트 온 전압을 출력하기 위한 구동 전압 발생부(700)의 구동 회로 및 동작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0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구동 전압 발생부의 게이트 온 전압을 생성하기 위한 회로가 도시되어 있다. 첨부한

도 10에 도시되어 있듯이, 구동 전압 발생부(700)는 일정 레벨의 DC 전압을 발생하는 전압원(Vn), 전압원(Vn)과 접

지단 사이에 형성되고 서로 직렬 연결된 저항(R1, R2), 전압원(Vn)과 저항(R1)의 일단의 접점에 이미터가 연결되고, 

저항(R1, R2)의 접전에 베이스가 연결된 PNP 트랜지스터(Q2), 트랜지스터(Q2)의 베이스와 저항(R1, R2)의 접점에 

일단이 연결된 커패시터(C1), 커패시터(C1)의 타단과 접지단 사이에 형성되어 일정 주기의 신호를 발생하는 스위칭 

제어부(Vc), 트랜지스터(Q2)의 컬렉터에 일단이 연결된 저항(R3), 저항(R3)의 타단에 컬렉터가 연결되고 스위칭 제

어부(Vc)에 베이스가 연결되며 이미터가 접지된 NPN 트랜지스터(Q1), 및 저항(R3)과 트랜지스터(Q2)의 컬렉터의 

접점에 일단이 연결되고 타단이 접지된 커패시터(C2)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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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압원을 Vn으로 명명하고, 그 출력 또한 Vn으로 명명한다. 그리고, 출력단을 Vn1으로 명명하고, 출력단을 

통해 출력되는 신호를 Vn1(이 전압이 게이트 온 전압(Von)으로 사용됨)이라 명명한다. 또한, 스위칭 제어부를 Vc로 

명명하고 그 출력 신호를 Vc라 명명한다. 그리고, 상기 커패시터(C2)는 직접 부품을 실장하거나, 직접 부품을 실장하

지 않는 경우에는 출력(Vn1) 경로상의 기생 커패시터를 의 미한다.

상기에서, 전압원(Vn)은 도 11의 a)와 같이 일정 레벨의 DC 전압(Vn)을 발생하고, 스위칭 제어부(Vc)는 도 11의 b)

와 같이 t1 동안 하이 레벨인 주기 신호를 발생한다. 그리고, 저항(R1)과 저항(R2)은 전압 분압의 기능을 하여 DC 전

압(Vn)을 설계자가 원하는 레벨로 떨어뜨린다. 이때, 저항(R1, R2)에 의해 분압된 전압은 트랜지스터(Q2)의 구동 전

압으로 작용하는데, 트랜지스터(Q2)의 임계치 이상 레벨인 것이 바람직하다.

구제적인 동작을 설명하면, 전압원(Vn)에서 DC 전압을 발생하고, 스위칭 제어부(Vc)의 출력이 로우 레벨인 상태이면

, 저항(R1)과 저항(R2)은 DC 전압을 분압하고, 이 분압 전압은 커패시터(C1) 전압이 되어 트랜지스터(Q2)의 베이스

에 인가되어 트랜지스터(Q2)를 턴 온시킨다.

이에, 커패시터(C2)에 일정 전압이 형성되고, 출력단(Vn1)에는 스위칭 제어부(Vc)의 출력이 로우 레벨인 구간에서 

도 11의 c와 같이 일정 레벨의 DC 전압(Von1)이 출력된다.

그리고, 스위칭 제어부(Vc)의 출력이 t1 구간과 같이 하이 레벨이 되면, 트랜지스터(Q1)는 턴 온하여 커패시터(C2)에

충전되어 있는 전하를 방전시키는 경로를 제공하는 스위치 역할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커패시터(C2)에 충전된 전하는 저항(R3)과 트랜지스터(Q1)를 통해 접지단으로 흐르고, 출력단(Vn1)의 출력

은 커패시터(C2)의 방전에 따라 전압 강하가 나타난다.

이때, 나타나는 전압 파형은 도 11의 c에서, 스위칭 제어부의 출력이 하이 레벨인 구간인 t1 구간과 같이 R3 ×C2의 

시정수에 의해 일정 기울기로 전압이 강하하는 형태(톱니파 형태)(Von2)를 나타낸다.

여기서, 전압 강하되는 크기(ΔV:Von1-Von2)는 다음의 수학식2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6

수학식 6에서, ΔV는 t1과 C2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항(R3)의 저항값으로 결정된다.

한편, 스위칭 제어부(Vc)의 출력이 하이 레벨일 때 즉, 트랜지스터(Q1)가 턴 온상태일 때 트랜지스터(Q2)는 커패시터

(C1)의 전압이 레벨 쉬프트되어 트랜지스터(Q2)의 임계 전압 이하가 되고, 이에 따라 턴 오프된다.

여기서, 트랜지스터(Q2)는 트랜지스터(Q1)가 턴 온 될 때에 턴 오프하여 트랜지스터(Q2)의 이미터에 연결되어 있는 

Vn 파워가 저항(R3) 경로로 방전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트랜지스터(Q2)를 턴 온시키기 위해서는 분할 저항(R1, R2)의 저항비가 저항(R1)에 의한 전압 강하분(Vx)이 

트랜지스터(Q2)의 Vbe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즉, 트랜지스터(Q2)를 턴 온시키기 위한 전압 강하분(Vx)은 다음의

수학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7

여기서, Vbe2는 트랜지스터(Q2)의 이미터와 베이스간의 전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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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위칭 제어부(Vn)의 출력 신호가 로우 레벨(Vlow)일 때 저항(R1, R2)에 의해 결정된 Vn-Vx 전압은 C1에 

충전되었다가 스위칭 제어부(Vn)의 출력 신호가 하이 레벨(Vhigh)이 되면 트랜지스터(Q1)의 베이스 단자에는 (Vn-

Vx)에 스위칭 제어부(Vc)의 전압인 (Vhigh -Vlow)의 전압이 더하여 나타나게 되어 트랜지스터(Q2)가 턴 오프한다.

즉, 스위칭 제어부(Vx)의 출력이 하이 레벨일 때의 트랜지스터(Q2)의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은 (Vn-Vx)+(Vhigh-Vl

ow)가 되고, 이 전압, (Vn-Vx) + (Vhigh-Vlow)은 Vn -Vbe2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전압강하분(Vx)은 다음의 수

학식 8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수학식 8

수학식 7과 수학식 8에 의해 전압 강하분(Vx)를 결정하기 위한 R1과 R2의 저항비는 다음의 수학식 9의 범위에서 결

정되어 진다.

수학식 9

그리고, 커패시터(C1)에 의해 레벨 쉬프트되어 발생된 전압, (Vn-Vx)+(Vhigh-Vlow)은 t1 구간동안 트랜지스터(Q1

)을 턴 온시킬 정도로 방전되어서는 않된다. 예를 들어, Vx=Vbe로 하고, 방전량을 Qd라고 하였을 때 저항(R1, R2)에

의한 방전량을 무시하는 경우, Qd=Ib(Q1의 베이스 전류)×t1 ≪ C1×(Vhigh-Vlow)가 되어야 하므로, 다음의 수학식

10의 조건으로 커패시터(C1) 값을 설정해야 한다.

수학식 10

여기서, Ib는 트랜지스터(Q2)의 베이스 전류이다.

그리고, 저항(R1)에 의한 방전을 고려할 경우 다음의 수학식 11에 의거하여 저항(R1)의 크기를 정해야 한다.

수학식 11

결국, 게이트 전압 발생부(100)의 출력단(Vn1)을 통해 출력되는 신호의 파형은 도 11의 c와 같이 일정 주기마다 톱

니파 형태로 전압이 강하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도 11의 c와 같은 신호 파형은 게이트 구동부(400)에 입력되고, 게이트 구동부(400)는 LCD 패널(400) 구동시 게이

트 라인에 도 11의 d와 같이 소정의 기울기로 ΔV만큼의 전압 강하가 있는 게이트 온 전압을 인가한다. 즉, 소정 주기

동안 Von1을 출력하다가 △V만큼의 전압이 강하된 Von2를 출력한다. 이 때의 Von2는 위에 기 술된 수학식 5와 같

이, 의 조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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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술된 실시예에 따라 소정의 기울기로 ΔV만큼의 전압 강하가 있는 게이트 온 전압이 게이트 구동부(400)로 

입력되고, 신호 제어부(600)에서 처리된 RGB 데이터는 데이터 구동부(500)로 제공된다.

데이터 구동부(500)는 수평 시작 신호(Hstart)에 동기하여 인가되는 RGB 화상 데이터를 각각 대응하는 계조 전압 생

성부(800)로부터 제공되는 계조 전압 즉, 데이터 전압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인가되는 로드 신호에 따라 액정 표시판 

조립체(300)의 스위칭 소자 즉, 박막 트랜지스터의 소스 전극으로 인가한다. 그리고, 게이트 구동부(400)는 신호 제

어부(600)로부터 출력되는 게이트 클락 신호에 동기하여 게이트 온 전압을 박막 트래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으로 인가

하며, 그 결과 소스 전극으로 인가된 데이터 전압이 화소 전극에 충전된다.

따라서, 각각의 화소 전극에 공급된 데이터 전압과 공통 전극의 전압의 전위차에 따라 액정의 배향 상태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빛의 투과량이 달라져서 원하는 화상이 표시된다.

본 발명은 다음의 기술되는 청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경 및 실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데

이터 구동부가 직접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 상에 실장되고 전송용 필름을 통하여 데이터 구동부가 인쇄 회로 기판과 

연결되는 COG(Chip on Glass) 형태의 액정 표시 장치에도, 위에 기술된 실시예에 따른 게이 트 전압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구동부가 인쇄 회로 기판과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 사이에 설치되는 전송용 필름(FPC:flexib

le printed circuit) 상에 실장되는 구조에도, 위의 실시예에 따른 게이트 전압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

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이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은 TFT LCD의 구동 능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게이트 온 전압을 낮추므

로써, 킥백 전압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킥백 전압을 잔상을 발생시키지 않은 낮은 전압이 되도록 하여, 잔

상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동일 계조를 표시하는 정극성 전압 V+와 부극성 전압 V-인가시에 발생하는 킥백 전압간의 차이를 감소시켜, 

잔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액정 표시 장치의 화질이 보다 향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게이트 라인 및 데이터 라인이 각각 행과 열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게이트 라인과 데이터 라인의 교

차로 정의되는 영역에 각각 상기 게이트 라인 및 데이터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칭 소자를 가지는 다수의 화소가 

형성되어 있는 액정 패널;

상기 게이트 라인으로 상기 스위칭 소자를 구동시키기 위한 게이트 구동 전압을 공급하는 게이트 구동부; 및

인가되는 데이터 신호에 따라 해당하는 계조 전압을 상기 데이터 라인으로 공급하는 데이터 구동부

를 포함하고,

상기 게이트 구동부는 서로 다른 레벨을 가지는 게이트 구동 전압을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2.
다수의 게이트 라인 및 데이터 라인이 각각 행과 열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게이트 라인과 데이터 라인의 교

차로 정의되는 영역에 각각 상기 게이트 라인 및 데이터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칭 소자를 가지는 다수의 화소가 

형성되어 있는 액정 패널;

상기 게이트 라인으로 상기 스위칭 소자를 구동시키기 위한 게이트 구동 전압을 공급하는 게이트 구동부; 및

인가되는 데이터 신호에 따라 해당하는 계조 전압을 상기 데이터 라인으로 공급하는 데이터 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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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상기 게이트 구동 전압은 Von1에서 Von2로 ΔV만큼 전압 강하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액정 표시 장치.

Von1>Von2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계조 전압은 동일 계조를 나타내는 정극성 전압(Vn+)와 부극성 전압(Vn-)으로 이루어지고, 다음의 조건을 만

족하는 액정 표시 장치.

, 여기서, n=1, 2, 3, …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일정 레벨의 전압을 발생하고, 상기 발생된 전압이 상기 제1 스위치를 통해 출력되는 전압원;

상기 전압원의 전압을 분압하는 전압 분압부;

상기 전압 분압부를 통해 인가되는 전류를 충전하여 상기 제1 스위치의 턴 온 전압을 형성하고, 상기 제2 스위치의 턴

온시 상기 스위치 제어부의 출력 전압 에 따라 상기 제2 스위치의 턴 오프 전압을 형성하는 제1 커패시터;

상기 제1 커패시터와 상기 제2 스위치에 연결되며, 일정 주기의 펄스 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제2 스위치의 턴 온/오프

를 제어하고, 상기 제1 스위치의 턴 오프를 제어하여 상기 게이트 구동 전압에 해당하는 출력 전압이 생성되도록 하는

스위치 제어부; 및

상기 제1 스위치를 통해 인가되는 전류를 충전하고, 상기 제2 스위치 턴 온시 충전 전류를 설정된 시정수로 상기 제2 

스위치를 통해 방전하는 시정수 결정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스위치가 턴 온되면 상기 제2 스위치가 턴 오프되고, 상기 제2 스위치가 턴 온되면 상기 제1 스위치가 턴 오

프되는 구동 전압 생성부를 더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위치는 PNP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이고, 상기 제2 스위치는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서,

상기 전압 분압부는,

상기 전압원과 제1 스위치의 접점에 일단이 연결된 제2 저항과, 상기 제2 저항의 타단에 일단이 연결되고 타단이 접

지된 제3 저항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2 및 제3 저항의 접점이 상기 제1 스위치의 베이스와 상기 제1 커패시터의 일

단에 연결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액정 표시 장치.

Vbe2: 상기 PNP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이미터간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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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 : 상기 전압원에서 출력하는 전압,

Vhigh: 상기 스위치 제어부에서 출력하는 하이 레벨 전압,

Vlow: 상기 스위치 제어부에서 출력하는 로우 레벨 전압.

청구항 7.
다수의 게이트선, 상기 다수의 게이트선에 절연되어 교차하는 다수의 데이터선, 상기 다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게이트

선이 교차하는 영역에 형성되며 각각 상기 게이트선 및 데이터선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칭 소자를 가지는 다수의 화소

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데이터선으로 인가되는 화상 데이터에 따른 계조 전압--여기서, 상기 계조 전압은 동일 계조를 나타내는 정

극성 전압(Vn+)와 부극성 전압(Vn-)으로 이루어지고, , 여기서, n=1, 2, 3, …의 조건을 

만족함--을 공급하는 단계; 및

b) 상기 게이트선으로 게이트 구동 전압--여기서, 상기 게이트 구동 전압은 Von1에서 Von2로 ΔV만큼 전압 강하하

며, Von2는 (여기서, Von1>Von2)의 조건을 만 족함--을 공급

하여 상기 데이터 전압이 화소로 인가되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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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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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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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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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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