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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정 표시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도트 반전 방식을 사용하는 액정 표시 장
치에 관한 것이다.  행렬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화면으로 표시되는 다수의 유효 화소 전극열과 평행하
게 더미 화소열이 형성되어 있고, 더미 화소열을 구동하는 더미 데이터선이 유효 화소 전극에 데이터 전
압을 인가하는 유효 데이터선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는 화면
을 표시하는 유효 데이터선의 첫 번째 데이터선의 앞 또는 마지막의 데이터선의 뒤에 더미 라인을 추가하
여 첫 번째 화소열 또는 마지막의 화소열에 다른 화소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크기의 커플링 용량을 유
도하여 표시 패널 전체에 표시 특성을 균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도트 반전 방식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패널 구조를 도시한 평면도이고,

도 3은 도2에서 A 부분을 더욱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패널 구조를 도시한 평면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패널 구조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서 더미 데이터선에 신호를 인가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
면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서 더미 데이터선의 타이밍(timing)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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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도트 반전(DOT INVERSION) 방식을 사용하
는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computer) 모니터(monitor) 따위의 표시 장치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무겁고 소비 전력이 큰 종래
의  음극선관(CRT  :  cathode  ray  tube)을  대신하는  것들에는  액정  표시  장치(LCD  :  liquid  crystal 
display),  플라스마  표시  장치(PDP  :  plasma  display  panel),  EL(electroluminescence),  FED(field 
emission display) 따위의 각종 평판 표시 장치(FPD : flat panel display)가 있다.  이러한 평판 표시 
장치들은 화면을 구성하는 화소들과 각 화소를 제어하기 위한 배선이 직교하도록 배열된다.

액정 표시 장치는 휴대가 간편한 행렬형 평판 표시 장치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 중에서도 박막 트
랜지스터를 개폐 소자로 이용한 능동 행렬형(active matrix) 액정 표시 장치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러한 액정 표시 장치를 이용한 표시 장치들은 노트 북 컴퓨터(NOTE BOOK COMPUTER)에 응용되어 실용화되
고 있으며, TV나 Monitor 등의 표시 장치로 응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박막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액정 표시 장치의 표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은, 수평 방향으로 라인별
로 입력된 데이터를 수직 방향 쪽에서 순차적으로 하나의 수평 라인별로 구동되도록 제어하여 일정한 시
간 동안에 해당하는 전체 라인을 구동하여  표시 화면을 구성한다.

종래에는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표시 장치를 이용한 표시 소자들의 대부분이 소형의 노트 북 컴퓨터에만 
응용되어 실용화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대형화 및 고해상도를 갖는 CRT 모니터를 대체하기 위해 많은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구동 방법에 있어서 난해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VGA, SVGA 노트 북용 액정 표시 장치에서 많이 사용하는 액정을 구동하는 방식은 라인 반전 
방식(LINE INVERSION), 즉 수평 주기에 따라 대향 전극의 전위를 반대로 하여 이에 따라 각 화소에 인가
되는 데이터 전압을 반전시켜 표시하고자 하는 화소 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하고 있으나, 화면의 고해상도 
대형화에 따라 데이터 라인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라인에 데이터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
어 크로스토크(crosstalk), 깜박거림 등의 불량이 심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표시 면적이 12.1" 이상 고해상도가 XGA급 이상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
는 데이터 라인 구동 제어 IC로서 10V 정도의 출력이 가능한 고전압 구동(상세하게는 공통 전압을 기준으
로 데이터 전압을 반전시키는 방법) 집적회로를 채용한 도트 반전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
다.  

도1은 도트 반전 방식을 도시한 것으로서, 대향 전극의 전압을 기준으로 화소 전극의 전압 극성을 하나의 
화소 주기로 반전시켜 모자이크 모양으로 서로 극성이 다르게 함으로써 깜박거림 및 크로스토크의 불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종래의 기술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2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액정 패널의 구조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는 기판(1) 위에 표시 동작을 하는 다수의 화소 전극(2)
이 행렬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화소들은 배선을 통하여 인가되는 신호에 의하여 구동된다.  배선
에는 주사 신호를 전달하는 주사 신호선 또는 게이트선(G1, G2, ·‥…Gn) , 화상 신호를 전달하는 화상 

신호선 또는 데이터선(D1, D2, ·‥…Dk)이 있으며, 각 화소 전극(2)은 하나의 게이트선(G1, G2, ·‥…Gn) 

및 하나의 데이터선(D1, D2, ·‥…Dk)과 TFT(도시하지 않음)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보다 상세한 설

명을 위하여 다수의 화소 전극(2) 중에 일부를 ⓐ, ⓑ, ⓒ로 표시하고 게이트선(G1, G2, ·‥…Gn)의 일부

를 x, y, z로 표시하기로 한다. 화소 전극(ⓐ)과 데이터선(D1), 화소 전극(ⓑ)과 데이터선(D2), 화소 전극

(ⓒ)과 데이터선(D3) 각각은 동일한 데이터 전압이 전달되기 때문에 동일한 전위를 가지고 있으며, 화소 

전극(ⓑ)과 데이터선(D1), 화소 전극(ⓒ)과 데이터선(D2) 각각은 화소 전극(2)에 인가되는 데이터 전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인접한 데이터선과 화소 전극이다.  

도3은 도2에서 A 부분을 더욱 상세하게 도시한 것으로서, 첫 번째 데이터선(D1)과 이웃하는 데이터선(D2) 

사이에  하나의 화소 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선(y)은 하나의 화소 전극(ⓑ)에 주사 신호를 인
가하고 하나의 데이터선(D2)은 하나의 화소 전극(ⓑ)에 화상 신호를 인가하며 하나의 화소 전극(ⓑ)에 대

응하여 게이트선(y) 및 데이터선(D2)과 각각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 박막 트랜지스터(TFT)가 형성되어 있

다.

이러한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 각각의 화소를 단위로 도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도트 반전 방식으로 
구동하면, 하나의 화소 전극(ⓑ)에 대하여 화소 전극(ⓐ, ⓒ)을 포함하는 상하, 좌우의 화소 전극(2)은 
반대 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도트 반전 구동 방식에 있어서, 해당하는 화소 전극에 인가되는 각각의 화소열에는 데이터 전압의 
반전 시마다 이전의 데이터선에 의하여 커플링 용량(coupling capacitor)(CF)(도3참조)이 발생하고, 박막 

트랜지스터(TFT)의 각 단자 사이에 존재하는 절연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생 용량(CT)이 발생한다.  이

러한 커플링 용량(CF)과 기생 용량(CT)은 다수의 화소 전극(2)에 인가되는 데이터 전압에 영향을 주며, 그 

관계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CF*ΔVX/(CF+CT)

여기서 ΔVX는 반전시 데이터선에 인가되는 데이터 전압의 변화하는 진폭이다.  이러한 전압의 변화는 전 
패널에 균일하게 발생하여 대부분 표시 특성은 균일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압의 차이는 데이터 라
인과 화소 전극간의 거리, 데이터선과 화소 전극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유전막의 성질에 따라 그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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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결정되며 그 차이가 미세할 때는 그 변화가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압의 변화는 전 패널에서 균일하게 나타나지만 화소 전극에 대하여 동일한 전위를 갖는 
데이터선이 오른쪽에 있을 경우 즉, 도2의 경우에서 첫 번째 화소열에는 커플링 용량을 만드는 데이터선
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첫 번째 화소열의 구동 조건은 다른 화소열의 구동 조건과 다른 특성을 가진
다.  이러한 다른 특성은 커플링 용량의 값이 한계값 이상일 때는 전체적인 표시 패널에 불균일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패널 전체에 형성되어 있는 각각의 화소 전극에 동
일한 구동 조건이 주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균일한 표시 특성을 갖는 표시 패널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는 행렬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화면으로 표시되는 다수의 유효 
화소 전극열과 평행하게 더미 화소열이 형성되어 있고, 더미 화소열을 구동하는 더미 데이터선이 유효 화
소 전극에 데이터 전압을 인가하는 유효 데이터선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이러한 더미 화소열 및 데이터선은 유효 화소열 및 데이터선의 첫 번째 화소열 및 데이터선의 앞
에 형성될 수도 있으며 마지막 화소열 및 데이터선의 뒤에 형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더미 데이
터선에는 첫 번째 또는 마지막 유효 데이터선에 인가되는 데이터 전압에 대하여 반전된 데이터 전압이 인
가된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유효 화소열 및 데이터선의 첫 번째 화소열 및 데이터선의 
앞에 형성되어 있거나 마지막 화소열 및 데이터선의 뒤에 형성되어 있는 더미 화소열 및 데이터선에 첫 
번째 및 마지막 유효 데이터선에 인가되는 데이터 전압에 대하여 반전된 데이터 전압이 인가되기 때문에 
패널 전체에 형성되어 있는 유효 화소열에는 동일한 구동 조건이 적용된다.

그러면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한 실시예를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한다.

도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패널 구조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는, 종래와 동일하게는  기판(10) 위
에 주사 신호를 전달하는 다수의 주사 신호선 또는 게이트선(G1, G2, ·‥…Gn)이 서로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고, 화상 신호를 전달하는 화상 신호선 또는 데이터선(D1, D2, ·‥…Dk)이  게이트선(G1, G2, ·‥…G

n)과 교차하여 서로 평행하게 있다.   게이트선(G1, G2, ·‥…Gn)과  데이터선(D1, D2, ·‥…Dk)이 교차로 

만들어지는 각각의 영역에는 표시 동작을 하는 다수의 화소 전극(20)이 행렬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화소 전극(20)들은 게이트선(G1, G2, ·‥…Gn)과  데이터선(D1, D2, ·‥…Dk)을 통하여 인가되는 신호

에 의하여 구동된다.  각 화소 전극(20)은 하나의 게이트선(G1, G2, ·‥…Gn) 및 하나의 데이터선(D1, D2, 

·‥…Dk)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각 데이터선(D1, D2, ·‥…Dk)은 구동시키는 화소 전극열의 오른쪽에 

형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다수의 화소 전극(20)은 오른쪽에 위치한 다수의 데이터선(D1, D2 , ·‥…Dk)과 

연결되어 화상 신호를 전달받는다. 

종래와 다르게는, 첫 번째 데이터선(D1) 왼쪽에 데이터선(D1, D2, ·‥…Dk)과 평행하게 더미 데이터선(3

0)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더미 데이터선(30)과 연결된 더미 전극(40)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더미 데이터선(30)에는 첫 번째 데이터선(D1)에 인가되는 데이터 전압에 대하여 반대 위상의 데이

터 전압을 인가한다. 

이렇게 하면, 도트 반전시 다른 화소열에서 오른쪽에 형성된 각각의 데이터선에 의해 발생되는 커플링 용
량이  첫 번째 데이터선(D1)에 대응하는 화소 전극(21)에도 더미 데이터선에 의해 발생되어 다른 화소 전

극(20)과 동일하게 시각적으로 표시 패널 전체가 균일한 표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도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패널 구조를 도시한 것으로서, 도4의 제1 실시예와 
다르게 다수의 데이터선(D1, D2, ·‥…Dk)은 화소 전극열의 왼쪽에 형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다수의 화소 

전극(20)은 왼쪽에 위치한 다수의 데이터선(D1, D2, ·‥…Dk)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데이터

선(D1, D2, ·‥…Dk)은 오른쪽 형성되어 있는 화소 전극(20)에 데이터 전압을 인가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마지막 데이터선(Dk)의 오른쪽에 더미 데이터선(31)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더미 데이터선

(31)에 의해 구동되는 더미 전극열(41)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더미 데이터선(31)에는 마지막 데이터선(Dn)에 인가되는 데이터 전압에 대하여 반대 위상의 데이

터 전압을 인가한다.

이렇게 하면, 도트 반전시 다른 화소열에서 왼쪽에 형성된 각각의 데이터선에 의해 발생되는 커플링 용량
이  마지막 데이터선(Dk)에 대응하는 화소 전극(22)에도 더미 데이터선에 의해 발생되어 다른 화소 전극

(20)과 동일하게 시각적으로 표시 패널 전체가 균일한 표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더미 데이터선(30, 31)에 인가되는 데이터 전압의 통로로는 소스 구동 집적 회로에 형성되어 있는 더미 
패드 및 더미 배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더미 패드 더미 배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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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서 더미 데이터선에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
면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서 더미 데이터선의 타이밍(timing)도이다. 

도 6은 더미 데이터선(30)에 신호를 인가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으로서, 액정 패널(100)과 소스 PCB 기판
(300)이 소스 구동 집적회로(도시하지 않음)가 실장되어 있는 소스 TCP(200, 201)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PCB 기판(300)에는 외부의 신호가 소스 TCP(200)의 소스 구동 집적회로에 전달되도록 회로가 
인쇄되어 있다.  소스 TCP(200)의 소스 구동 집적회로는 PCB 기판(300)으로부터 전달되는 외부의 신호를 
액정 패널(100)을 구동할 수 있는 데이터 신호로 변환하여 액정 패널(200)에 형성되어 있는 데이터선(D1, 

D2, ·‥…Dk)으로 출력한다.

추가로, 더미 데이터선(30)에 신호를 인가하는 수단으로 마지막 소스 TCP(201)에 형성되어 있는 더미 배
선(51)에 사용하지 않는 출력인 K+1 번째의 출력을 연결되어 있다.  K+1 번째 출력과 연결되어 있는 더미 
배선(51)을 PCB 기판(300)에 형성되어 있는 더미용 배선(60)을 통하여 처음의 소스 TCP(200)에 형성되어 
있는 더미 배선(50)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처음의 소스 TCP(200)의 더미 배선(50)은 액정 패널(100)
의 더미 데이터선(30)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K+1 번째 출력은 액정 패널(100)의 데이터선(D1, D2, ·‥…Dk)에 데이터 신호를 인가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으며, K+1 번째의 출력에 인가되는 신호는 도트 반전 구동시 첫 번째 및 K 번째 데이터선(D1, 

Dk)에 인가하는 데이터 신호에 대하여 반대 위상을 가진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K+1 번째 출력을 더미 배선(50, 51) 통하여 첫 번째 및 K 번째 데이터선(D1, Dk)에 

인가하는 데이터 신호에 대하여 반대 위상을 가진 출력 신호를 더미 데이터선(30)에 인가하는 것이다(도 
5 참조).  

보통의 XGA급의 소스 구동 집적회로의 경우에 현재 309개의 출력 채널(output channel)을 가진 것을 사용
하고 있으며, 3072개의 데이터선을 가지는 액정 패널(100)의 경우에 10개의 구동 집적회로를 사용하면 18
개의 출력 채널이 남게 된다.  액정 패널을 설계하는 경우에 첫 번째나 혹은 마지막 집적회로의 일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의 사용되지 않는 출력 채널이 있는 구동 집적회로도 309개의 출력 
채널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설계 및 공정 진행상 실제 데이터선을 구동하는 다른 소스 구동 집적회
로의 출력 채널과 동일한 출력을 가지며, 도트 반전 구동의 경우에 홀수 그리고 짝수 배선의 출력은 항상 
반대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마지막 소스 구동 집적회로 18개의 출력 채
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첫 번째 출력 채널은 292번째의 출력이 되며 1번 데이터선과 반
대 위상을 가지게 된다.  292번째의 출력 채널을 액정 패널(100)과 연결하여 소스 구동 집적회로의 TCP에 
형성된 더미 배선(51)과 연결하여 PCB 기판(300)을 통하고, 첫 번째 구동 집적회로의 TCP에 형성된 더미 
배선(50)을 통하여 액정 패널 상의 더미 데이터선(30)에 입력 신호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선과 화소 전극 사이의 거리, 데이터선과 화소 전극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유전막의 성질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결정되는 전압의 차이가 표시 패널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데이터선과 화소 전극 사이의 거리, 데이터선과 화소 전극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유전막의 성질
에 따른 전압 변동에 관계없이 표시 패널 전체에 동일한 구동 조건이 적용된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는 화면을 표시하는 유효 데이터선의 첫 번째 데이터선의 앞 또는 
마지막의 데이터선의 뒤에 더미 데이터선을 추가하여 첫 번째 화소열 또는 마지막의 화소열에 다른 화소
에서 발생하는 커플링 용량을 유도하여 표시 패널 전체에 표시 특성을 균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면으로 표시되는 활성 영역에 행렬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다수의 유효 화소 전극,

상기 유효 화소 전극에 상기 화상 신호를 인가하는 다수의 유효 데이터선,

상기 화소 전극에 주사 신호를 인가하여 상기 화상 신호를 개폐하고 상기 유효 데이터선과 교차하는 다수
의 게이트선,

상기 유효 화소 전극의 열 및 행과 평행하게 상기 활성 영역밖에 형성되어 있는 다수의 더미 전극,

상기 더미 전극에 더미 신호를 인가하는 더미 신호선

을 포함하고 있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서, 상기 더미 신호선은 다수의 상기 유효 데이터선 중 바깥쪽에 형성되어 있는 상기 유효 데
이터선과 인접하게 형성되어 있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2에서, 도트 반전 방식으로 각각의 상기 데이터선은 하나의 화소 전극을 단위로 이웃하는 신호선
에 대하여 반전된 신호를 인가하는 동시에 상기 더미 신호선에는 상기 더미 신호선과 인접하게 형성된 상
기 유효 데이터선에 인가되는 상기 화상 신호에 대하여 반전된 신호가 인가되는 액정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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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청구항 3에서, 상기 더미 신호선은 상기 유효 데이터선을 구동하는 데이터 구동부의 더미 배선과 연결되
어 있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5 

청구항 4에서, 상기 더미 신호선은 상기 데이터 구동부에서 상기 유효 데이터선에 신호를 인가하는 출력 
채널로 사용하지 않는 더미 출력과 연결되어 있는 액정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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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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