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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스플레이 장치용 열 전극 구동회로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디스플레이 장치용 열 전극 구동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도시한 회로도.

제2도는 제1도의 실시예의 작동을 도시한 타이밍챠트.

제3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를 도시한 회로도.

제4도는 제3의 실시예에서의 입력신호를 도시한 타이망챠트.

제5도 내지 제7도는 본 발명의 제3 내지 제5실시예의 주요부분을 각각 설명하는 도면.

제8도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를 도시한 회로도.

제9도는 제8도의 실시예의 작동을 도시한 타이밍챠트.

제10도는 제8도의 실시예의 가능한 다른 작동을 도시한 타이밍챠트.

제11도는 종래의 LCD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제12도는 제11도의 LCD장치에 사용된 열 전극 구동회로를 도시한 회로도.

제13도는 제12도의 회로의 작동을 도시한 타이밍챠트.

제14도는 덴타배열을 가진 종래의 LCD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액정판넬                                 113 : 화소(fixel)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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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행전극 구동회로                      116 : 열전극 구동회로

117 : 제어회로                                111 : 행전극

112 : 열전극                                   114 : 트랜지스터

122A,122B : 샘플 홀드(Sample-hold)회로

123A,123B : 출력버퍼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장치용  열전극  구동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액정  디스플레이(LCD)장치와 같
은 매트릭스 타입 디스플레이 장치용 열전극 구동회로에 관한 것이다.

제11도에 도시한 LCD장치는 매트릭스 타입 디스플레이장치의 전형적인 예이다.

제11도의  LCD장치는  화소(fixedl)의  전극(113)이  매트릭스로  배열된  액정판넬(110), 행(row)전극구
동회로(115), 열(column)전극구동회로(116) 및 제어회로(117)로 구성되어 있다.

액정판넬(110)은  두개의  대향하는(opposing)기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의  기판은 행전극
(111)다수와 그 행전극(11)과 교차하는 열전극(112) 다수를 갖는다.

상기  행전극(11)과  열전극(112)의  접속점  각각에는  해당하는  열전극(112)를  통하여  화소전극(113)의 
하나에 비디오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트랜지스터가 장치되어 있다.

즉, 하나의 열을 구성하는 화소전극(113) 다수는 한개의 열전극(112)에 연결되어 있다.

행전극  구동회로(115)는  순차적으로  행전극(111)에  주사펄스(scanning  pulse)를  공급하고,  열전극 
구동회로(116)은 화소전극(113)에 제공되는 전압신호인 비디오 신호를 열전극(112)에 공급한다.

행전극  구동회로(115)가  소정의  행전극(111)에  주사펄스를  공급할  경우,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행전극(111)에  연결된  트랜지스터(114)는  ON이  되고,  상기  열전극(112)상의  비디오신호는  ON상태인 
상기 트랜지스터(114)에 연결된 화소전극(113)으로 전송된다.

상기 행전극 구동회로(115)와 열전극 구동회로(116)의 작동은 제어회로(117)에 의하여 제어된다.

화소마다  트랜지스터(114)가  장치된  제1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매트릭스  타입  LCD장치는  다수의 행
전극(111)의  복식  구동이  실행될  경우까지도  상기  트랜지스터(114)의  스위칭기능에  의하여  높은 콘
트라스트(contrast)로  영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으며,  이  결과  휴대용  전자장치와  많은  다른 전자
장치에서 디스플레이장치로서 폭넓게 사용된다.

제12도는 열전극 구동회로(116)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열전극  구동회로(116)은  2개행(row)의  화소전극(113)(즉,  2개행의  화소)에  대한  영상신호를 동
시에  처리하며,  쉬프트레지스터(112),  2개의  샘플  홀드(Sample-hold)회로  (112A,  112B)와  2개의 출
력버퍼회로(113A, 113B)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쉬프트레지스트(112)에서,  외부장치로부터  입력된  샘플링(sampling)  신호(S)는  클럭신호(ø)에 
따라 쉬프트되며, 그 결과 샘플링신호 q1, q2, …qn을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샘플홀드회로(112A)는  샘플링신호 q 1  내지 qn 을  기준으로  비디오  신호 VA 의  전압  성분에  대해 샘플링

하고 그 값을 유지하며, 또한 전압신호 QA1 내지 QAn을 출력한다.

또  다른  샘플홀드회로(112B)는  샘플링신호 q 1  내지 qn 을  기준으로  비디오  신호 VB 의  전압  성분에 대

해 샘플링하고 그 값을 유지하며, 또한 전압신호 QB1 내지 QBn을 출력한다.

전압신호 QA 1  내지 QAn 과 QB 1  내지 QBn 의  크기는 회로(112A)과  (112B)에  유지된 각각의 전압크기와 실

제적으로 동일하다.

출럭버퍼회로(123A)는  출력펄스  T에  따라  전압신호 QA 1  내지 QAn 을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신호

(y)의 크기가 양(positive)인 동시에 열전극(112)에 병렬로 상기 전압신호들을 출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출력버퍼회로(123B)는  출력펄스  T에  따라  전압신호 QB 1  내지 QBn 을  입력으로 받아

들이고,  선택신호(u)의  크기가  음(negative)인  동안에  열전극(112)에  병렬로  상기  전압신호들을 출
력한다.

열전극 구동회로(116)의 작동은 제13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겠다. 비디오신호 VA와 VB는 둘다 

입력된다.

i번째  샘플링  기간중에  샘플링신호 q1 ,  …, qj , …qn 이  쉬프트레지스트(112)로부터  출력될때, 비디오

신호 VA의 전압성분 VAi,1,…,VAi,j,…,VAi,n에 대해 샘플홀드회로(122A)는 샘플링하고 그 값을 유지한다.

동일한  샘플링  기간내에  비디오신호 VB 의  전압성분 VBi,1 ,  …, VBi,j ,  …, VBi,n 에  대해 샘플홀드회로

(122B)는 샘플링하고 그 값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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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샘플홀드(122A)는  상기  유지된  전압 VAi,j (j=1  내지  n)을  기준하여  전압신호 QAj (j=1  내지  n)을 출

력하고,  (i+1)번째  표본추출기간의  전반부내에서  선택신호  u가  양(positive)인  기간동안  이 전압신
호들은 전압신호 Q1와 같이 출력버퍼회로(123A)로부터 출력된다.

샘플홀드회로(122B)는  상기  유지된 전압 VBi,j (j=1  내지  n)을  기준으로 전압신호 QBj (j=1  내지  n)을 출

력하고,  (i+1)번째  샘플링기간의  후반부내에서  선택신호  u가  음(negative)인  기간동안  이들 전압신
호들은 전압신호 Q1와 같이 출력버퍼회로(123B)로부터 출력된다.

열전극 구동회로(116)에서 화소전극(113)의 두개의 행을 위한 비디오 신호들이 동시에 샘플링된다.

그러므로  비디오신호 VA 와  같이  열전극  구동회로(116)에  홀수필드에  속하는  비디오신호를  공급하고, 

비디오신호 VB 와  같이  열전극  구동회로(116)에  짝수필드에  속하는  비디오신호를  공급함으로써,  비 

인터레이스(interlace)  주사를  위한  비디오신호를  수신하고  속도가  2배이며  비  인터레이스된 디스플
레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드메모리를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비디오신호의  주파수를 증가
시키지 않고, 쉽게 실현될 수 있다.

제14도는  액정판넬(140)을  갖는  또다른  LCD장치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  화소전극(113)은  소위 델타
배열로 형성된다.

특히  한  행(row)내의  화소전극의  위치는  인접한  행내의  화소전극의  위치로부터  행방향을  따라 1/2화
소만큼 이동된다.

텔레비젼신호를  기준한  영상을  디스플레이할때,  화소전극의  수가  동일하다면  델타배열을  가진 화소
전극을  갖는  제14도의  LCD장치는  화소전극의  통상적  배열을  가진  제12도의  LCD장치보다  디스플레이 
질에 있어서 우수하다.

그러나,  상술한  열전극  구동회로(116)에서는  2개의  샘플홀드회로(112A,  112B)가  (112A)  및  (112B)가 
동일한  샘플링  시간으로  비디오신호를  샘플링하고,  이로써  비디오신호의  샘플링시간이  상기 샘플링
된  비디오  신호에  상응하는  화소전극의  위치와  따르지  않는  조건이  화소전극(113)이  한  행  걸러 발
생한다.

이는 디스플레이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때문에  열전극  구동회로(116)는  판넬(140)과  같은  델타  배열  디스플레이장치를 구동하는데
는 적합하지 않다.

델타  배열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구동할  목적이며  속도가  2배인  전환수단을  갖는  장치는  1991년  2월 
22일에 출원된 계류중인 미국특허 출원번호 제07/659,211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술한  종래  기술의  수많은  문제점을  극복한  본  발명의  열전극  구동회로는,  비디오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비디오신호를  샘플링하여  그  샘플링된  비디오신호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샘플링  기간이 
대체로  서로  같고  샘플링시간이  서로  다른  상기  다수의  샘플홀드장치와  ;  상기  샘플홀드장치의 하나
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샘플홀드장치에  의해  유지된  샘플링된  비디오  신호를  기준으로  상기 열전
극을 구동하기 위한 출력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샘플홀드장치는 수는 2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한  2개의  샘플홀드장치의  샘플링시간은  상기  샘플링  기간의  절반만큼 서
로 다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구동회로는  또한  순차적으로  샘플링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샘플신호 생성
장치를 포함하는데 그 샘플신호의 수는 상기 열전극수의 2배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한  2개의  샘플홀드장치  중에서  상기  샘플신호의  홀수신호를  수신하고 다
른  하나는  그  샘플신호중의  짝수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2가지  샘플홀드장치는  각각  상기  수신된 샘플
신호에 따라 샘플링을 실행한다.

바람직하기는  상기  구동회로가  또한  연속적으로  샘플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1  및  제2  샘플신호 생
성장치를 포함하는 것인데, 그 샘플신호의 수는 상기 열전극의 수와 같다.

바람직하게는  상기한  2개의  샘플홀드장치  중에서  하나는  상기  제1  샘플신호  생성장치로부터 샘플신
호를  수신하고,  상기  두가지  표본추출  유지장치중  다른  하나는  상기  제2의  샘플신호  생성장치로부터 
샘플신호를 수신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구동회로는  또  상기  샘플신호  생성장치의  출력에  결합되고,  상기  샘플신호  중 상
기 짝수와 홀드 신호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출력하기 위한 선택장치를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된 본 발명은 다음 목적들을 가능케 한다. 

(1)  탁월한  디스플레이  질을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동할  수  있는  열전극  구동회로를  제공하는 
것;

(2)  탁월한  디스플레이  질을  갖으며  델타  배열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동할 
수 있는 열전극 구동회로를 제공하는 것 ;

(3)  2배  속도  전환이  필요없이  디스플레이  장치내의  두개형의  화소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열전극 
구동회로를 제공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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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  필드  메모리가  필요없이  디스플레이  장치내의  두개행의  화소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열
전극 구동회로를 제공하는 것.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도에 본 발명에 의한 열전극 구동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제1도에  나타난  열전극  구동회로(10)은  델타  배열을  가진  액정판넬(140)(제14도)을  구동하며  ; 쉬프
트레지스터(11), 두개의 샘플홀드회로(12A,12B)와 두개의 출력버퍼회로(13A,13B)로 구성되어 있다.

쉬프트레지스터(11)의  스테이지(2n  스테이지)수는  제12도에서  나타낸  쉬프트레지스터(121)의 스테이
지(n 스테이지)의 2배, 즉 액정판넬(140)의 열전극(112)의 수에 2배이다.

쉬프트레지스터(11)은  그  쉬프트레지스터(121)에  대한  클럭  ø보다  2배의  주파수를  갖는  클럭신호 
øD 에  따라  샘플링(sampling)신호(S)를  쉬프트시키며,  순차적으로  샘플링신호 q1,q2,…,q2n 을 출력한

다.

샘플홀드회로(12A,12B)는  샘플홀드회로(122A,122B)와  동일한  구성을  갖지만,  샘플홀드회로(12A)는 
쉬프트레지스터(11)로부터  출력되는  홀수샘플링신호 q1,q3,…,q2n-1 에  따라  비디오신호 VA 의 전압성분

에  대해  표본을  추출하고  유지하는  한편,  샘플홀드회로(12B)는  쉬프트레지스터(11)로부터  출력되는 
짝수샘플링신호 q2,q4,…,q2n 에  따라  비디오신호 VA 에  상응하는  행에  인접한  행에  대한  비디오신호 VB

의 전압성분에 대해 샘플링하고 그 값을 유지한다.

출력버퍼회로(13A)는  출력펄스에  따라  샘플홀드회로(12A)에  의하여  유지된  전압과  실제적으로 동일
한 전압신호(QA 1  내지 QAn )을  동시에  입력으로  받고,  선택신호(u)의  크기가  양(positive)인  기간동안 

열전극(112)에 병렬로 상기 전압신호를 출력한다.

이와는  다르게,  출럭버퍼(13B)는  출력펄스  T에  따라  샘플홀드회로(12B)에  의하여  유지된  전압과 실
제적으로 동일한 전압신호 QB1, 내지 QBn을 동시에 입력으로 받고, 선택신호(u)의 크기가 음

(negative)인 기간동안 열전극(112)에 병렬로 상기 전압신호를 출력한다.

이하, 열전극 구동회로의 작동을 제2도를 참조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비디오신호 VA 및 VB는 둘다 시리얼(serial)하게 입력된다.

샘플홀드회로(12A)는  홀수샘플링신호 q1,q2i-1,…,q2n-1 이  쉬프트레지스터(11)로부터  출력될때  비디오 

신호 VA의 전압성분 VAi,1,…,VAi,2j-1,…,VAi,2n-1(화소전극(113)의 i번째 행에 해당하는)을 샘플링한다.

샘플홀드회로(12B)는  짝수샘플링신호가  쉬프트레지스터(11)로부터  출력되는  시점에  비디오신호 VB 의 

전압성분 VBi+1,2,…,VBi-1,2j,…,VBi+1,2n(화소전극(113)의 (i+1)번째 행에 해당하는 샘플링한다.

샘플홀드회로(12A)는  상기  유지된  전압 VAi,2j-1 (j=1  내지  n)에  근거하여  전압신호 QAj (j=1  내지  n)을 

생성한다.

전압신호 QAj 는  다음  샘플링기간의  전반부내에  있는  선택신호(U(i+2)번째와  (i+3)행에  대한)가 양

(postive)인 기간동안 전압신호 Qj와 같이 출력버퍼회로(13A)로부터 출력된다.

샘플홀드회로(12B)는  상기  유지된  전압 VBi+1,2j-1 (j=1  내지  n)에  근거한  전압신호 QBj (j=1  내지  n)을 

생성하고,  전압신호 QBj 는  다음  샘플링기간의  후반부내에  있는  선택신호  U가  음(negative)인 기간동

안 전압신호 Qj와 같이 출력버퍼회로(13B)로부터 출력된다.

샘플홀드회로(12A)와 샘플홀드회로(12B)의 샘플링기간은 둘다 클록신호 øD기간의 절반이다.

그러나  샘플홀드회로(12B)의  샘플링시간은  상기  샘플링기간의  절반만큼  샘플홀드회로(12A)의 샘플링
시간에서 지연된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  의하면  비디오신호의  샘플링은  젤타배열에  따라  실행되며,  그래서  델타배열을 
가진 액정판넬(140)은 탁월한 영상질로 구동될 수 있다.

더구나  화소전극(113)의  두개행에  대한  비디오신호는  하나의  샘플링기간내에  동시에  샘플링되며, 그
렇게  해서  샘플링된  비디오신호는  그  다음  샘플링기간내에서  시간불할방법으로  열전극(112)을 구동
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2배  속도전환  디스플레이의  경우와  동등한  디스플레이  질을  비디오  신호용의  외부  2배속도 
전환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다.

제3도는 본 발명의 2번째 실시예의 중요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제1도에 나타낸 쉬프트레지스터(11) 대신에 본 예는 두개의 쉬프트레지스터(31A,31B)를 장치했다.

상기  쉬프트레지스터(31A,31B)  각각의  스테이지의  수(n)는  액정판넬(140)의  열전극(112)의  수(n)와 
동일하다.

그  쉬프트레지스터(31A)는  제1클록신호 øA 와  제1샘플링신호 SA 를  수신하며  쉬프트레지스터(31B)는 

제2클록신호 øB와 제2샘플링신호 SB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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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및  제2  클록신호 ø A  및 øB 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지만,  클록신호 øB 의  위상은 제4도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클록주기의 1/2만큼클록신호 øA의 위상에서부터 쉬프트된다.

제2샘플링신호 SB 는  제1샘플링신호 SA 로부터  한  펄스폭만큼  지연된다.  쉬프트레지스터(31A)는 클록신

호 øA 에  따른  샘플링신호 SA 를  쉬프트시키고,  순차적으로  샘플홀드회로(12A)에  샘플링신호 qA 1  내지 

qAn을 출력한다.

쉬프트레지스터(31B)는  클록신호 øA 와  동일한  주기를  갖는  클릭신호 øB 에  따른  샘플링신호 SB 를 쉬

프트시키며, 순차적으로 샘플홀드회로(12B)에 샘플링신호 qB1 내지 qBn을 출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클록신호   øB 의  위상(페이스)는  클록주기의  절반만큼  클록신호 øA 의  위상과 다

르고,  그래서  샘플홀드회로(12B)의  샘플링시간은  샘플링주기(클록주기와  동일한)의  반까지 샘플홀드
회로(12A)의 샘플링시간과 다르다.

그러므로, 본 실시예는 제1도의 열전극 구동회로(10)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5도는 본 발명의 세번째 실시예의 중요구성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  기능스위칭회로(function  switching  circuit) 54 1  내지 54N 는  쉬프트레지스터(11)의 

출력점에 장치되어 있으므로, 열전극 구동회로(116)(제12도)의 것과 동일한 작동을 달성할 수 있다.

기능스위치회로 54 1  내지  54n은  쉬프트레지스트(11)로부터  출력되는  샘플링신호 q2j-1 과 q2j (j=1  내지 

n)의 조합에 대하여 각각 장치되어 있다.

그  기능스위치회로 54 1  내지 54n 의  각각  두개의  샘플링신호 q2j-1 과 q 2j  및  기능스위칭신호 D를 수신하

며 두개의 AND게이트(541과 542), 한의 OR게이트(543) 및 인버터(544)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스위치회로 54 1  내지 54n 은  각각  샘플홀드(12B)(제1도)에  재공되는  샘플링신호 q' 2  내지 q'2n 을 

생성한다.

예컨대,  샘플링신호 q1 과 q2 에  상응하는 제1기능스위칭회로(541 )에  대하여  생성되는  샘플링신호 q'2 는 

기능스위칭신호  D가  HIGH일때는  샘플링신호 Q1 과  동일하고  기능스위칭신호  D가  Low일때는 샘플링신

호 q2와 동일하다.

즉,  가능스위칭신호  D가  HIGH일때  본  실시예는  열전극  구동회로(116)(제12도)와  동일방법으로 기능
하며,  기능스위칭신호  D가  Low일  경우,  본  실시예는  제1도의  열전극  구동회로(10)와  동일방법으로 
기능한다.

제6도는 본 발명의 네번째 실시예의 중요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 샘플링회로(12A와 12B)는 동일한 입력비디오신호 V를 샘플링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두개의 샘플홀드회로(12A와 12B)의 샘플링기간은 샘플링주기의 1/2만큼 
다르다.

그래서  비디오신호  V에  대한  샘플링점의  수는  열전극  구동회로(116)(제12도)에  있는  것과  비교하여 
두배이다.

샘플링된  비디오신호를  기준으로  하소의  두개의  행에  대한  기록이  이방법에  의하여  2배로  실행되며, 
결과적으로 해상도가 개선되어, 경사진선들은 선형적으로 디스플레이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동일한  비디오신호  V를  샘플링하는  것이  잇점이  있는  반면, 
두개의  샘플홀드회로(122A와  122B)가  열전극  구동회로(116)(제12도)에서  동일한  비디오신호를 샘플
링하는 것은 잇점이 없다.

제7도는 본 발명의 다섯번째 실시예의 중요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섯번째 실시예는 샘플홀드회로(12A 및 12B)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홀딩섹션(holding 
section)(731A와  731B)  선택섹션(selection  section)(732A와  732B)  및  공동버퍼섹션(common  buffer 
Section)(733)로 구성된 출력버퍼회로(73)로 장치되어 있다. 

출력펄스(T)에  의하여,  홀딩섹션(731A)는  샘플홀드회로(12A)로부터  전송된  전압신호 QA 1  내지 QAn 를 

유지하고, 홀딩섹션(731B)는 샘플홀드회로(12B)에서 전송된 전압신호 QB1 내지 QBn을 유지한다.

선택섹션(732A)은  선택신호  U가  양(positive)일때  홀딩섹션(731A)에  의하여  유지된  신호를 버퍼섹션
(733)에 전송한다.

선택섹션(732B)은  선택신호  U가  음(negative)일때  홀딩섹션(731B)에  의하여  유지된  신호를 버퍼섹션
(733)에 전송한다.

본 발명의 여섯번째 실시예는 제8도에 나타나 있다.

이  예는  두개의  쉬프트레지스터(81A  및  81B)를  갖는데  그것의  각각은  연속적으로  연결된  D-타입 플
립-플롭(811)으로 구성된다.

샘플링신호 S는 쉬프트레지스터(81A 및 81B)의 제1D-타입플립플롭(811)의 D입력에 공급된다.

50%의  출력계수(dtyratio)을  가진  클록신호  ø는  쉬프트레지스터(81A)의  D-타입  플립-플롭의 CK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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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급된다.

클록신호  ø와  기능선택신호  D가  입력되는  XOR게이트의  출력은  다른  쉬프트레지스터(81B)의  D-타입 
플립-플롭의 CK입력에 공급된다.

기능선택신호  D가  Low일  경우,  동일한  클록신호는  쉬프트레지스터(81A와  81B)  양쪽에  공급되므로, 
본 실시에는 열전극 구동회로(116)(제12도)와 동일방법으로 기능한다.

기능선택신호  D가  HIGH일  경우,  XOR게이트(87)의  출력은  클록신호  ø를  인버팅(inverting)시키므로, 
쉬프트레지스터(81B)로부터의  샘플링신호 qB1 ,…의  출력시점은  쉬프트레지스터(81A)의  샘플링신호 

qA1,…의 출력시점으로부터, 샘플링주기와 동일한 클록주기(ts)의 1/2만큼(즉 ts/2) 쉬프트된다.

그래서 본 실시는 첫번째 실시예와 동일 방법으로 작동되게 된다.

제10도에  나타나  있는  신호 qA 1  및 qB1 와  같이  쉬프트레지스터(81A와  81B)로부터의  샘플링신호는 샘

플링주기  ts보다  긴  펄스폭을  가질  수  있으므로,  샘플홀드회로(82A와  82B)의  샘플링시간은  아래에서 
설명된다.

샘플링주기의  반만큼(즉  ts/2)  쉬프트될  수도  있다.  샘플홀드회로(82A)는  아날로그  스위치(821)와 
샘플링 커패시터(822)를 포함한다.

상기 아날로그 스위치(821)는 상응하는 쉬프트레지스터(81A)로부터 샘플링신호에 따라 폐쇄된다.

이  결과로  샘플링  커패시터(822)에  입력비디오신호  VA를  공급하게  된다.  샘플링  커패시터(822)를 충
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샘플링주기(ts)  보다  충분히  짧다면,  그때는  샘플링신호 qA1 ,…각각의 폴에

지(fall edge)에서의 비디오신호의 전압은 그에 사응하는 샘플링 커패시터(822)에 유지된다.

샘플홀드회로(82B)는 샘플홀드회로(82A)와 동일구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쉬프트레지스터(813)으로부터의  출력되는  샘플링신호 qB1 ,…에  따른  비디오신호 VB 를 

샘플링하여 그 값을 유지한다.

비디오신호(VA 와 VB )의  샘플링점(sampling  point)은  제9도에  나타나  있다.  샘플홀드회로(82A와 82B)

의 출력은 홀딩회로(83A와 83B)에 각각 입력된다.

상기 홀딩회로(83A)는 아날로그 스위치(831)와 홀딩커패시터(832)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아날로그  스위치(831)은  출력펄스에  따라  폐쇄되므로  샘플홀드회로(82A)의 샘플링커패시터
(822)에 유지된 전압이 홀딩커패시터(832)에 동시에 이송된다.

상기  샘플링커패시터(822)로부터  상기  홀딩  커패시터(832)로의  이러한  전압이송은, 샘플홀드회로
(82A)가 샘플링하는 것이 금지되는 기간(예, 텔레비젼 신호에서 수평공백기간)중에 실행된다.

상기  홀딩회로(83B)는  상기  홀딩회로(83A)와  똑같은  구성을  가지며,  샘플홀드회로(82B)에  의해 유지
된 전압은 출력펄스  T에 의한 홀딩회로(83B)로 전송된다.

홀딩회로(83A와 83B)의 출력 QA1,…와 QB1,…는 출력선택회로(84)에 공급된다.

상기  출력선택회로(84)는  선택신호(U)에  따라  홀딩회로(83A와  83B)의  출력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아날로그스위치(841)를 갖는다.

상기  출력선택회로(84)로부터의  출력은  버퍼회로(85)를  거쳐  액정판넬(140)의  열전극(112)으로 전달
된다.

상기에서,  델타배열을  가진  디스플레이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실시예만이  설명되어  있으나,  본 발
명은 이들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샘플홀드회로의  샘플시점이  서로  다른  표본-유지회로의  다수를  갖는  열전극  구동회로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열전극  구동회로는  델타배열  디스플레이  장치를  갖는  디스플레이장치를 탁
월한 영상질을 얻으며 구동할 수 있다.

델타배열을  가진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동하기에  특히  적절한  본  발명의  열전극  구동회로에서, 디스
플레이  장치내의  두개의  행에  대한  비디오신호는  샘플링주기의  반만큼  서로다른  샘플링시간을  갖는 
두개의 샘플홀드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프로세스될 수 있다.

그러므로,  2배속도  전환디스플레이(double-speed  conversion  display)와  동일한  고질의 디스플레이
는  외부의  2배속도  전환장치나  비디오신호의  선메모리(line  memory)  또는  프레임메모리없이  실행될 
수 있다.

더우기,  델타배열을  갖는  디스플레이장치와  특히  합치하는  본  발명의  열전극  구동회로내의  두개의 
샘플홀드장치에  동이한  비디오신호가  공급될  경우,  샘플링은  델타배열에  합치하는  타이밍에  따르는 
두개의 샘플홀드장치들에 의해서 실행된다.

이  방법으로  샘플링된  비디오신호는  샘플링주기의  반시간이내에  디스플레이장치를  순차적으로 구동
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므로,  비디오  신호용의  외부메모리나  2배  속도전환회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높은 영상질을 달성하는데 델타배열의 잇점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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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열전극에  의해  구동되는  델타배열로  형성된  화소전극을  구비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열전극을 구동하
기  위한  상기  열전극  구동회로에  있어서,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비디오  신호를  샘플링하며, 
상기  샘플된  비디오  신호를  유지하고,  각  상기  샘플홀드수단의  샘플링주기들의  실질적으로  서로 동
일하며,  각  상기  샘플홀드수단의  샘플링  타이밍들이  서로  상이한  복수의  샘플홀드수단과  ;  상기 샘
플홀드수단의  제1수단을  선택하고,  상기  회소  전극의  제1행을  구동하기  위한  상기  제1선택 샘플홀드
수단에서  유지된  샘플된  비디오  신호에  의거해서  상기  열  전극을  수동하며,  상기  샘플홀드수단의 제
2수단을  선택하고,  상기  화소  전극의  제2행을  구동하기  위한  상기  제2선택된  샘플홀드수단에서 유지
되는  샘플된  비디오신호에  의거해서  상기  열전극을  구동하며,  선택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출력수단과 
;  2개의  인접  화소  행  중  하나를  구동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샘플홀드수단의  제1수단과  상기  2개의 
인접  화소  행  중  다른하나를  구동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샘플홀드수단의  제2수단과  ;  상기  제2 샘플
홀드수단의  샘플링  주기에  중첩되는  상기  제1  샘플홀드수단의  샘플링  주기를  포함하는  열 전극구동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홀드수단의 수가 둘인 열전극 구동회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회로는  샘플링  신호생성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샘플신호  생성수단은 2
개의  쉬프트레지스트를  구비하며,  상기  2개의  쉬프트레지스터의  타이밍은  익스크로시브  OR게이트를 
통해  클럭신호의  1/2만큼  상이해지고,  상기  2개의  샘플홀드수단의  샘플링  타이밍은  1/2화소  피치에 
해당하는 상기 샘플링 주기의 1/2만큼 상이한 열전극구동회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회로는  상기  두개의  샘플홀드수단에  해당하는  샘플링  신호를  순차로 생성
하기  위한  2개의  샘플신호  생성수단과,  상기  열  전극  수의  2배인  상기  샘플  신호수와,  상기  2개의 
샘플홀드  수단  각각의  샘플링  타이밍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샘플홀드수단에  직접  입력되는  상기샘플 
신호  생성수단에  의해  생성하는  상기  샘플신호를  더  포함하고,  상기  샘플  신호의  타이밍은  상기 2개
의  샘플  신호  생성수단으로  입력되는  2개의  입력신호에  의거해서  각각  제어되고,  상기  2개의 클럭신
호는 상기 샘플링 주기의 1/2에 해당하는 위상차이를 가지는 열전극 구동회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샘플홀드수단의  하나는  상기  샘플  신호의  홀수신호를  수신함과  동시에 
상기  두개의  샘플홀드수단의  다른  하나는  상기  샘플  신호의  짝수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두개의 샘플
홀드수단은 상기 수신된 샘플 신호에 따라 샘플링을 실행하는 열전극 구동회로.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회로는  순차로  샘플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1  및  제2샘플  신호 생성수단
을  더  포함하고,  상기  샘플  신호의  수는  상기  열전극  수와  동일하고,  상기  두개의  샘플홀드수단의 
각각은  제1  및  제2신호  비디오중  하나를  수신하며,  각  비디오  신호를  샘플링하여,  각  비디오  신호를 
홀딩하고,  각  상기  샘플홀드수단의  샘플링  타이밍은  상기  샘플링  주기의  1/2만큼  상이한  열전극 구
동회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샘플홀드수단의  하나가  상기  제1샘플신호생성수단에서  샘플신호를 수
신함과  동시에  상기  두개의  샘플홀드수단의  다른하나는  상기  제2샘플신호생성수단에서  샘플신호를 
수신하는 열전극 구동회로.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회로는  상기  샘플신호  생성수단의  출력에  결속되는  선택수단을  더 포함하
고, 상기 샘플 신호의 상기 홀수 및 짝수신호의 어느쪽에 선택적으로 출력되는 열전극 구동회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샘플신호생성수단은  각  샘플홀드수단으로  샘플  신호를  출력하기위한  샘플  신호 생
성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샘플링  신호  생성수단을  복수스테이지를  구비한  단일  쉬프트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스테이지수는 적어도 열 전극수의 2배인 열 전극 구동회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수단은  상기  각  샘플홀드수단에서  상기  샘플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상
기  각  샘플홀드수단에서  상기  샘플된  비디오  신호를  상기  열전극으로  접속하기  위한  출력버퍼수단을 
포함하는 열전극 구동회로.

청구항 11 

열전극에  의해  구동되는  델타배열로  형성된  화소전극을  구비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열전극을 구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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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상기  열전극  구동회로에  있어서,  한쌍의  비디오  신호중  하나를  각각  수신하고,  상기  각 비
디오  신호를  샘플링하며,  상기  각  샘플된  비디오  신호를  홀딩하는  한쌍의  샘플홀드수단을  구비하고, 
각  상기  샘플홀드수단의  샘플링  주기는  거의  같고,  각  상기  샘플홀드수단의  샘플링타이밍은  샘플링 
주기의  1/2만큼  상이하며,  각  상기  샘플홀드수단중  하나의  샘플링  주기는  다른  샘플홀드수단의 샘플
링  주기와  중첩되고,  상기  샘플홀드수단의  제1수단을  선택하고,  상기  화소전극의  제1행을 구동하도
록  선택신호의  제1전압레벨에  의해  상기  제1선택샘플홀드수단에  유지된  샘플된  비디오  신호에  의해 
상기  열전극을  구동하는  출력수단과,  상기  출력수단은  상기  선택수단의  또다른  전압레벨에  의해 상
기  샘플홀드수단의  제2수단을  선택하고,  상기  화소전극의  제2행을  구동하도록  상기  제2선택된 샘플
홀드수단에  유지된  샘플링  비디오  신호에  의거해서  상기열전극을  구동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
기 선택수단은 인버터를 포함하는 열 전극 구동회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수단은  각  상기  샘플홀드수단에서  상기  샘플링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각  샘플홀드수단의  각각에서  상기  샘플된  비디오  신호를  접속하며,  상기  열전극으로  상기 선택
신호의  레벨에  따라  상기  제1  및  제2선택된  샘플홀드수단에  유지된  각  샘플된  비디오  신호를 전송하
는 열 전극 구동회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출력수단은  스위칭수단을  포함하고,  그  수는  상기  복수의  샘플홀드수단의  수와 
같은 열 전극 구동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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