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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대면적/고정세 액정패널의 분할구동에서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데이터 라인과 게이트 라인의 교차부에 액정셀이 배치되고 액정셀들을 구동하기 위한 박

막트랜지스터들이 형성된 액정패널과, 액정패널 상에 형성되어 액정패널을 수직 및 수평 중 적어도 어느 한 방향에서 다분

할 구동하도록 데이터 라인 및 게이트 라인을 선택적으로 절체하기 위한 분할구동 스위치소자와, 분할구동 스위치소자를

제어하도록 액정패널 상에 형성된 제어라인을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물리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데이터 라인에 박막트랜지스터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액정패

널의 분할 및 비분할을 신호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신호 배선에 동일한 구동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대면적/고정세 패널

설계시 신호배선의 저항에 따른 화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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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데이터 라인과 게이트 라인의 교차부에 액정셀이 배치되고 상기 액정셀들을 구동하기 위한 박막트랜지스터들이 형성된 액

정패널과,

상기 액정패널 상에 형성되어 상기 액정패널이 수직 및 수평 중 적어도 어느 한 방향에서 다분할 구동되도록 상기 데이터

라인 및 게이트 라인을 선택적으로 절체하기 위한 분할구동 스위치소자와,

상기 분할구동 스위치소자를 제어하도록 상기 액정패널 상에 형성된 제어라인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

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구동 스위치소자는 게이트전극이 상기 제어라인에 접속된 박막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구동 스위치소자는,

상기 데이터 라인의 중간부에 위치한 제1 분할구동 스위치소자와;

상기 게이트 라인의 중간부에 위치한 제2 분할구동 스위치소자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대면적/고정세 액정패널의 분할구동에서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액정

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액티브 매트릭스(Active Matrix) 구동방식의 액정표시장치는 스위칭 소자로서 박막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

이라 "TFT"라 함)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동화상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액정표시장치는 브라운관에 비하여 소형화가

가능하여 노트북 컴퓨터(NoTebook Computer)이나 랩탑(Lap-Top)형 퍼스날 컴퓨터

(Personal Computer)등의 모니터로서 상품화되고 있다.

액티브 매트릭스 타입의 액정표시장치는 화소들이 게이트 라인들과 데이터 라인들과 교차부들 각각에 배열되어진 화소매

트릭스(Picture Element Matrix)에 텔레비전 신호와 같은 비디오신호에 해당하는 화상을 표시하게 된다. 화소들 각각은

데이터 라인으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터신호의 전압레벨에 따라 투과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셀을 포함한다. TFT는 게이트

라인과 데이터 라인들의 교차부에 설치되어 게이트 라인으로부터의 스캔신호(게이트 펄스)에 응답하여 액정셀쪽으로 전

송될 데이터신호를 절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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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액정표시장치는 데이터 라인들과 게이트 라인들에 접합되어 각각 데이터신호와 스캔신호를 데이터 라인들과

게이트 라인들에 공급하기 위한 다수의 구동집적회로들(Driving Integrated Circuit :이하 "D-IC"라 함)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D-IC는 패널이 대면적/고정세화 될수록 모든 TFT를 도통시키는 시간이 길어져 액정패널의 전체 표시속도가 늦

어지게 되고, 게이트 전압의 레벨을 너무 높게 하면 게이트 신호가 오프(Off)되었을 때에 피드쓰루(Feed Through) 현상으

로 인한 화소전압강하 때문에 화소의 왜곡현상이 심해진다. 따라서 액정패널을 분할구동하게 된다. 이러한 액정패널을 분

할구동하는 방식은 도 1과 같이 패널(35)의 수직 1/2지점(A)에서 데이터 라인을 물리적으로 절단함으로써 분할 구동한다.

도 1을 참조하면, 게이트 라인(7, 9)과 데이터 라인(3, 5)의 교차부에 설치되는 TFT들과, 물리적으로 1/2로 분할된 데이

터 라인(3, 5)에 데이터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상측 및 하측 소오스 구동드라이버(Source Drive Integrated Circuit:이하

"SD-IC"라함)(2, 4)들과, 물리적으로 분할없이 단지 신호적으로 분할된 게이트 라인(7, 9)에 스캔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좌

측 및 우측 게이트 구동드라이버(Gate Drive Integrated Circuit:이하 "GD-IC"라함)(8)들을 구비한다.

상측 SD-IC(2)는 패널의 1/2지점의 데이터 라인(3, 5)을 절단한 상측의 제1 분할 패널에 위치하는 데이터 라인(3)들에 데

이터신호를 공급한다. 하측 SD-IC(4)는 패널의 1/2지점의 데이터 라인(3, 5)을 절단한 하측의 제2 분할 패널에 위치하는

데이터 라인(5)들에 데이터신호를 공급한다.

좌측 GD-IC(6) 및 우측 GD-IC(8)은 각각의 TFT의 게이트들을 도통시키기 위한 스캔신호를 공급한다.

액정표시장치는 각각의 화소를 표시하기 위하여 단일 SD-IC(2, 4)에서 데이터신호를 데이터 라인(3, 5)에 공급한다. 그리

고 데이터영상신호가 인가된 데이터 라인(3, 5)과 교차하는 게이트 라인(7, 9)에 GD-IC(6, 8)로부터 스캔신호를 순차적으

로 주사하여 각각의 TFT를 도통(On)시킨다. TFT가 도통되면, 드레인전극과 소오스전극를 통하여 화소전극에 전압이 인

가됨으로써 액정표시장치가 구동된다.

그러나, 수직적 분할의 의미는 동일한 화면 구성시 도 2와 같이 상측/하측 데이터 라인(3, 5)이 독립적으로 구동됨으로써

분할된 제1 분할 영역의 TFT들은 전단 스토리지영역에 의해 충전되어진 전하에 의해 구동이 되지만, 제2 분할 영역의 첫

번째 데이터 라인상에 존재하는 TFT들은 스토리지영역에서 충전되어진 전하가 없기 때문에 상측/하측의 액정패널의 화

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또한 신호 배선저항에 의한 신호지연으로 인해 상측/하측의 화질차이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다. 또한 패널의 응용상에 있어 구동회로에 반드시 프레임 메모리(Frame Memory)를 사용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는 복

잡성도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대면적/고정세 액정패널의 분할구동에서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액정표시장치를 제공하

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데이터 라인과 게이트 라인의 교차부에 액정셀이 배치되고

액정셀들을 구동하기 위한 박막트랜지스터들이 형성된 액정패널과, 액정패널 상에 형성되어 액정패널이 수직 및 수평 중

적어도 어느 한 방향에서 다분할 구동되도록 데이터 라인 및 게이트 라인을 선택적으로 절체하기 위한 분할구동 스위치소

자와, 분할구동 스위치소자를 제어하도록 액정패널 상에 형성된 제어라인을 구비한다.

상기 목적 외에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특징들은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한 실시예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나

게 될 것이다.

이하, 도 3 내지 도 5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도 3을 참조하면, 게이트 라인(37, 39)과 데이터 라인(33, 35)의 교차부에 설치되는 TFT들과, 데이터 라인(33, 35)에 데

이터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상측 및 하측 소오스 구동드라이버(Source Drive Integrated Circuit:이하 "SD-IC"라 함)(32,

34)들과, 물리적으로 분할없이 단지 신호적으로 분할된 게이트 라인(37, 39)에 스캔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좌측/우측 게이

트 구동드라이버(Gate Drive Integrated Circuit:이하 "GD-IC"라함)(36, 38) 및 상측/하측 데이터 라인(33, 35)들의 1/2

지점의 수직분할 및 비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TFT(B)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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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측 SD-IC(32)는 수직분할된 패널의 1/2지점의 데이터 라인(33, 35)을 절단한 상측의 제1 분할 패널에 위치하는 데이터

라인(33)들에 데이터신호를 공급한다.

하측 SD-IC(34)는 수직분할된 패널의 1/2지점의 데이터 라인(33, 35)을 절단한 하측의 제2 분할 패널에 위치하는 데이터

라인(35)들에 데이터신호를 공급한다.

좌측 GD-IC(36) 및 우측 GD-IC(38)는 각각의 TFT의 게이트들을 도통시키기 위한 스캔신호를 공급한다.

TFT(B)들은 도 4와 같이 데이터 라인을 분할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라인에 형성된다.

도 4를 참조하면, 상측 게이트 라인(37)들의 교차된 상측 데이터 라인(33)과 하측 게이트 라인(39)들의 교차된 하측 데이

터 라인(35) 사이에 설치되어 스위치 역할는 TFT(B)를 구비한다.

TFT(B)들의 게이트 라인을 외부 회로와 연결함으써 선택적으로 패널을 상/하 분할 및 비분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스위치 역할을 하며, 외부 회로에 의해 TFT(B)의 게이트 라인이 도통이 되면 상측/하측의 데이터 라인(33, 35)이 분할

없이 라인 배선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하측에 설치된 SD-IC(32, 34)에 의해 데이터 신호가 인가되면 라인 배선 저항

을 감소시키기 위해 좌/우측에 설치된 GD-IC(36, 38)에 의해 스캔신호를 공급받아 TFT들의 게이트를 도통(ON)시켜 액

정패널에 데이터 영상을 표시하게 된다.

TFT(B)들이 외부 회로로부터 온(ON) 신호가 인가되지 않으면 상측/하측의 데이터 라인이 분할되어 제1 분할 패널과 제2

분할 패널로 분할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된다.

제1 분할 패널은 상측에 설치된 SD-IC(32)에 의해 데이터 신호가 인가되면, 단지 신호적으로 라인 배선 저항을 감소시키

기 위해 좌/우측에 설치된 GD-IC(36, 38)에 의해 스캔신호를 공급받아 TFT들의 게이트가 도통이 되어 액정패널에 데이

터 영상을 표시하게 된다. 제2 분할 패널은 하측에 설치된 SD-IC(34)에 의해 데이터 신호가 인가되면, 단지 신호적으로 라

인 배선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좌/우측에 설치된 GD-IC(36, 38)에 의해 스캔신호를 공급받아 TFT들의 게이트가 도통

이 되어 액정패널에 데이터 영상을 표시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라 데이터 라인 및 게이트 라인에 TFT를 추가함으로써 액정패널을 4분할 및 비분할하

는 것을 나타낸다.

도 5를 참조하면, 게이트 라인과 데이터 라인의 교차부에 설치되는 TFT들과, 데이터 라인(43, 45, 47, 49)에 데이터 신호

를 공급하기 위한 상측 및 하측 SD-IC(42, 44, 46, 48)들과, 게이트 라인(51, 53, 55, 57)에 스캔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좌

측/우측 GD-IC(54, 56, 52, 58)와, 데이터 라인들의 1/2지점에서 수직분할 및 비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TFT(C) 및 게이트

라인들의 1/2지점에서 수평분할 및 비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스위칭 TFT(D)를 구비한다.

TFT(C, D)들의 게이트 라인을 외부 회로와 연결함으써 선택적으로 패널을 상/하, 좌/우 분할 및 비분할을 선택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스위치 역할을 하며, 외부 회로에 의해 TFT(C, D)의 게이트 라인이 도통이 되면 상측/하측의 데이터 라인

(51, 53, 55, 57)이 분할없이 라인 배선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하측에 설치된 SD-IC(42, 44, 46, 48)에 의해 데이터

신호가 인가되면, TFT(D)에 의한 수평분할 없이 라인 배선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좌/우측에 설치된 GD-IC(52, 58, 54,

56)에 의해 스캔신호를 공급받아 TFT들의 게이트를 도통(ON)시켜 액정패널에 데이터 영상을 표시하게 된다.

TFT(C, D)들이 외부 회로로부터 오프(OFF) 신호가 인가되면 TFT(C)에 의해 상측/하측의 데이터 라인이 분할되고, TFT

(D)에 의해 좌측/우측 게이트 라인이 분할되어 제1 분할 패널 내지 제 4 분할 패널로 분할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된다.

제1 분할 패널은 상측의 데이터 라인과 좌측 게이트 라인에 설치된 SD-IC(44)및 GD-IC(54)에 의해 데이터 신호와 스캔

신호를 공급받아 TFT들의 게이트가 도통이 되어 액정패널에 데이터 영상을 표시하게 된다. 제2 분할 패널은 상측의 데이

터 라인과 우측 게이트 라인에 설치된 SD-IC(42) 및 GD-IC(52)에 의해 데이터 신호와 스캔신호를 공급받아 TFT들의 게

이트가 도통이 되어 액정패널에 데이터 영상을 표시하게 된다. 제3 분할 패널은 하측의 데이터 라인과 좌측 게이트 라인에

설치된 SD-IC(46)및 GD-IC(56)에 의해 데이터 신호와 스캔신호를 공급받아 TFT들의 게이트가 도통이 되어 액정패널에

데이터 영상을 표시하게 된다. 제4 분할 패널은 하측의 데이터 라인과 우측 게이트 라인에 설치된 SD-IC(48)및 GD-IC

(58)에 의해 데이터 신호와 스캔신호를 공급받아 TFT들의 게이트가 도통이 되어 액정패널에 데이터 영상을 표시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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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물리적이 아닌 신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스위칭 TFT들을 각각 데이터 라인 및 게이트 라인의 1/2지점에 설치함

으로써 외부회로의 신호의 공급여부에 따라 동일한 패널을 선택적으로 분할 및 전체구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배선에 동일한 구동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액정패널의 상/하측의 화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물리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데이터 라인 또는 게이트 라인에 박막트랜지

스터를 추가로 설치함으써 액정패널의 분할 및 비분할을 신호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신호 배선에 동일한 구동전압을 인

가함으로써 대면적/고정세 패널 설계상 신호배선의 저항에 따른 화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해 정하여 져야만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2분할 구동 패널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A부분의 데이터 및 게이트 배선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2분할 구동 패널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B부분의 데이터 및 게이트 배선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4분할 구동 패널을 나타내는 평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 32 : 상측 소오스 드라이버 3, 33 : 데이터 라인

4, 34 : 하측 소오스 드라이버 7, 37 : 게이트 라인

6, 36 : 좌측 게이트 드라이버 8, 38 : 우측 게이트 드라이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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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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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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