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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LCD 패널 구동 회로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LCD 패널 구동 회로의 컬럼 드라이버마다 구비되어 
있던 D/A 변환 회로를 신호 제어 회로에 구비된 하나의 D/A 변환 회로로 대체하여 회로의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종래의 타이밍 제어 회로에서 컬럼 드라이버로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연결
된 많은 수의 버스 라인 대신 아날로그 변환된 비디오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세개의 전송 라인만을 사용
함으로써 많은 수의 배선으로 인한 EMI를 감소시키고, 회로의 면적이 크게 감소함은 물론 회로 설계 작업
이 수월해져 그에 따른 회로 설계 작업 시간 또한 감소하고, 따라서 제품의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도록 
하는 LCD 패널 구동 회로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LCD 패널 구동 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LCD 패널 구동 회로를 나타낸 블록도.

제2도는 종래의 컬럼 드라이버를 나타낸 블록도.

제3도는 본 발명의 LCD 패널 구동 회로를 나타낸 블록도.

제4도는 본 발명의 D/A 변환 블록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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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본 발명의 시팍스 제어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

제6도는 본 발명의 컬럼 드라이버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샘플홀드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210 : 타이및 제어 회로      120, 250 : 컬럼 드라이버

130, 260 : 로우 드라이버          140, 270 : LCD 패널

121 : 쉬프트 블록                     122, 222 : D/A 변환 회로

123, 252 : 샘플홀드 블록       125, 240 : 감마 보정 회로

221 : 쉬프트 레지스터               230 : 시팍스 제어 회로

U1, U2 : 카운터                       TG1, TG2 : 트랜스미션 게이트

C : 캐패시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LCD 패널 구동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LCD 패널의 컬럼 셀을 제어하는 컬럼 드라이버의 D/A 
변환 회로의 수와 비디오 신호 전달을 위한 버스라인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LCD 패널 구동 회로에 
관한 것이다.

LCD(Liquid Crystal Display)는, 액체이면서 광학적으로는 결정과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에 전계를 
가하여 이를 변화시키면 빛의 투과도 등의 특성이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LCD 패널의 화소 단위인 픽셀이 컬러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델타(delta)의 배열을 갖는 세개
의 액정 셀로 이루어져 각각 적(Red), 녹(Green), 청(Blue)의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며, 흑백 디스플레이
의 경우에는 스트라입(stripe)의 배열을 갖도록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픽셀이 컬럼 라인과 로우 라인을 갖는 매트릭스의 형태로 배열되어 디스플레이 패널이 구성되
고, 구동 회로의 제어 신호에 따라 문자 또는 영상을 출력하게 된다.

제1도 및 제2도는 종래의 LCD 패널 구동 회로를 나타낸 것으로, 타이밍 제어 회로(110)에는 VGA 칩으로부
터 각각 6비트로 구성된 R, G, B의 디지탈 비디오 신호와 LCD 패널의 셀 구동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수직 
동기 신호(V-SYNC) 및 수평 동기 신호(H-SYNC)가 입력되며, 타이밍 제어 회로(110)의 디지탈 비디오 신호
는 각각의 컬럼 드라이버(120)에 전달되고, 셀 구동 신호가 로우 드라이버(130)에 전달되어 LCD 패널의 
각각의 셀이 구동하도록 이루어진다.

종래의 LCD 패널 구동 회로의 타이밍 제어 회로(110)는,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출력 타이밍을 제어하고, 
셀 구동 신호를 로우 드라이버(130)에 전달하도록 이루어 진다.

제2도는 종래의 LCD 패널 구동 회로의 컬럼 드라이버(120)를 나타낸 것으로, 타이밍 제어 회로(110)로부
터 전달된 비디오 신호를 D/A 변환 회로(122)에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쉬프트 블록(121)과, 입력된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D/A 변환 회로(digital to analog converter 
block)(122)와,  비디오  신호의  비선형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감마  보정  회로(Gamma  Correction 
Circuit)(125)와, D/A 변환 회로(122)를 통해 변환된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 회로
인 샘플홀드 회로(123)와, 샘플홀드 회로(123)의 출력 신호를 LCD 패널의 각 셀에 전달하는 버퍼(124)로 
구성된다.

또 컬럼 드라이버(120)의 쉬프트 블록(121)과 D/A 변환 회로(122) 사이에 6비트의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버스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D/A 변환 회로(122)에서 변환된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샘플
홀드 회로(123)를 통해 버퍼(124)로 전달하기 위한 다수개의 신호 전송 라인이 D/A 변환 회로(122)로부터 
샘플홀드 회로(123)를 거쳐 버퍼(124)에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종래의 LCD 패널 구동 회로의 동작은 디지탈 비디오 신호와 수직/수평 동기 신호(V/H-
SYNC)가 타이밍 제어 회로(110)에 입력되면, 타이밍 제어회로(110)는 입력된 비디오 신호의 출력 타이밍
을 결정하여 컬럼 드라이버(120)에 전달하고, 수직/수평 동기 신호(V/H-SYNC)에 기인하는 셀 구동 신호를 
로우 드라이버(130)에 전달하도록 한다.

컬럼 드라이버(120)에 전달된 디지탈 비디오 신호는 쉬프트 블록(121)의 제어에 의해 D/A 변환 회로(12
2)를 구성하는 D/A 변환기에 전달되는데, 쉬프트 블록(121)에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첫번째 데이타 블록
이 입력되면 D/A 변환 회로(122)의 처음 세개의 D/A 변환기(D/A1, D/A2, D/A3)에 신호가 전달되어 아날로
그 변환이 이루어지며, 두번째 데이타 블록이 입력되면 다음 세개의 D/A 변환 회로(D/A4, D/A5, D/A6)에 
신호가 전달되어 변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컬럼 드라이버(120)에 구비된 채널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신
호 변환 동작을 실시한다.

변환된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는 샘플홀드 회로(123)와 버퍼(124)를 통해 LCD 패널(140)의 각각의 셀에 전
달되어 LCD 패널(140)의 구동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종래의 LCD 패널 구동 회로는 각각의 컬럼 드라이버(120)마다 D/A 변환 회로(122)가 구성되어 
있어, 타이밍 제어 회로(110)로부터 R, G, B의 신호가 각각 6비트로 구성된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컬럼 
드라이버(120)로 전달하기 위하여 모드 18비트의 전송 라인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컬럼 드라이버(120)마다 D/A 변환 회로(122)가 구비됨에 따라 회로의 면적과 소비 전력이 
증가하며, 타이밍 제어 회로(110)와 컬럼 드라이버(120)사이의 비디오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많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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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라인이 필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LCD 패널 구동 회로의 전체 레이아웃 면적이 증가하고 회로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의 제조단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많은 수의 버스라인
으로 인하여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기 방해)에 의한 회로의 오동작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발명은 이와같은 종래의 LCD 패널 구동회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의 LCD 패널 구동회
로의 컬럼 드라이버 마다 구비되어 있던 D/A 변환회로를 하나의 D/A 변환회로로 대체하여 회로의 면적으
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종래의 타이밍 제어회로에서 컬럼 드라이버로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다수의 버스 라인을 하나의 D/A 변환 회로를 통해 변환이 이루어진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전송하
는 세 개의 전송 라인만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수의 배선으로 인한 EMI를 크게 감소시키고, 회로의 면적이 
감소함은 물론 회로 설계 작업이 수월해져 그에 따른 회로설계 작업시간 또한 감소하고, 따라서 제품의 
단가를 크게 낮출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의 본 발명은, 타이밍 제어회로와 D/A 변환회로, 보정수단, 시팍스 제어회로, 컬럼 드라이
버, 로우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타이밍 제어회로는 입력되는 디지탈 비디오 신호와 수직/수평 동기 신호의 출력 타이밍을 결정하여 입력
된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D/A 변환회로로 출력하고 로우 라인 구동 신호를 출력한다.

D/A 변환회로는 타이밍 제어 회로에서 출력되는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입력된 디지탈 비디
오 신호를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컬럼 드라이버로 출력한다.

보정 수단은 D/A 변환 회로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의 비선형 왜곡 특성을 보정하기 위한 보
정 신호를 발생시켜서 D/A 변환 회로에 인가합니다.

시팍스 제어회로는 수평 동기 신호를 입력받아 컬럼 드라이버 선택 신호를 발생시켜서 순차적으로 출력한
다.

컬럼 드라이버는 D/A 변환 회로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가 순차적으로 입력되고, 일정량의 아
날로그 비디오 신호의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된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LCD 패널의 컬럼 라인 셀로 일괄 
출력한다.

로우 드라이버는 타이밍 제어 회로에서 출력되는 로우 라인 구동 신호가 입력되고, 입력된 로우 라인 구
동 신호를 LCD 패널의 각각의 로우 라인에 순차적으로 출력하여 해당 로우 라인의 셀이 구동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3도는 본 발명의 LCD 패널 구동 회로의 블록도이다.

타이밍 제어 회로(210)에 입력된 디지탈 비디오 신호와 수직/수평 동기 신호(V/H-SYNC)는 타이밍 제어 회
로(210)의 제어에 따라 수직/수평 동기 신호(V/H-SYNC)는 로우 드라이버(260)에 전달되고 디지탈 비디오 
신호 D/A 변환 회로(220)에 전달되며, D/A 변환 회로(220)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가 컬럼 드
라이버(250)에  전달되고,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의 비선형 왜곡 특성을 보정하기 위한 감마 보정 회로
(Gamma Compensation Circuit)(240)에서 출력되는 보정 신호가 D/A 변환 블록(220)에 입력되며, 수평 동
기 신호(H-SYNC)가 입력되는 시팍스 제어 회로(230)는 컬럼 드라이버를 선택하기 위한 컬럼 드라이버 인
에이블 신호(CD enable)를 출력하여 각각의 컬럼 드라이버(250)에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제4도는 본 발명의 D/A 변환 블록(220)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타이밍 제어 회로(210)에서 출력되는 비
디오 신호가 래치(221)를 통해 D/A 변환 회로(222)에 전달되고, D/A 변환 회로(222)에서 출력되는 아날로
그 비디오 신호가 버퍼(223)를 통해 출력된다.

제5도는 본 발명의 시팍스 제어 회로(230)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제1카운터(U1)에는 클록 펄스 신호가 
입력되고 제1카운터(U1)의 출력 신호가 제2카운터(U2)의 입력에 연결되고, 제3논리 소자(G3)에는 제2카운
터의 출력 신호가 입력되어 논리값 1 또는 0의 신호를 출력하도록 하며, 제1논리 소자(G1)에는 제1카운터
(U1)의 출력과 제3논리 소자(G3)의 출력 및 수평 동기 신호(H-SYNC)가 입력되어 그 출력이 제1카운터(U
1)의 리셋 신호로 입력되고, 제2논리 소자(G2)에는 제3논리 소자(G3)의 출력 신호와 수평 동기 신호(H-
SYNC)가 입력되어 그 출력이 제2카운터(U2)의 리셋 신호로 입력된다.

제6도는 컬럼 드라이버(250)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로서, 쉬프트 레지스터(251)에서 출력되는 제어 신호
가 샘플홀드 회로(252)에 입력되며, 샘플홀드 회로(252)의 출력 신호는 버퍼(253)를 통해 LCD 패널(270)
에 전달된다.

제7도는 샘플홀드 회로(252)의 회로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샘플홀드 모듈(252')이 다수개 구비되어 쉬프
트 레지스터(210)에서 출력되는 하나의 제어 신호가 세개의 샘플홀드 모듈(252')에 입력되도록 연결된다.

샘플홀드 모듈(252')은, 제1트랜스미션 게이트(TG1)의 입력에는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어 쉬프트 레지스터
(251)의 제어 신호에 의해 샘플링이 이루어지고, 제1트랜스미션 게이트(TG1)의 출력단에는 제2트랜스미션 
게이트(TG2)와 캐패시터(C)가 병렬로 연결되며, 출력 인에이블 신호(Output enable)에 의해 제어되는 제2
트랜스미션 게이트(TG2)의 출력은 버퍼(253)에 연결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동작은, 타이밍 제어 회로(210)에 디지탈 비디오 신호와 수직/수평 동기 신
호(V/H-SYNC)가 입력되면, 수직/수평 동기 신호(V/H-SYNC)에 의한 셀 구동 신호가 로우 드라이버(260)에 
전달되고, 디지탈 비디오 신호는 D/A 변환 블록(220)에 전달된다.

D/A 변환 블록(220)에 전달된 R, G, B의 디지탈 비디오 신호는 D/A 변환기(222)에 의해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로 변환되어 버퍼(223)를 통해 컬럼 드라이버(250)로 전달된다.

감마 보정 회로(240)는 이와 같은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의 비선형 왜곡 특성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팍스 제어 회로(230)의 동작은, 제1카운터(U1)가 하나의 컬럼 드라이버(250)에 구성되어 있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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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의 수만큼 카운트하여 한 주기의 카운트가 완료되면 제 2카운터(U2)에 논리값 1의 신호를 전달함과 동
시에 제2논리 소자(G2)를 통해 제1카운터(U1)의 리셋 단자에 신호를 인가하여 제1카운터(U1)의 리셋이 이
루어진다.

제2카운터(U2)는 제1카운터(U1)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카운트하여, 매 카운트마다 컬럼 드라이버 선택 신
호(CD enable)를 출력하고, 구비된 컬럼 드라이버(250)의 수만큼 카운트가 완료되면 제2카운터(U2)의 출
력 신호가 제3논리 소자(G3)에 입력되어 제3논리 소자(G3)는 논리값 1의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제3논리 소자(G3)에서 출력된 논리값 1의 신호가 제2논리 소자(G2)에 입력되면 OR 게이트인 제2논리 소자
(G2) 또한 논리값 1의 신호를 출력하여 제2카운터(U2)의 리셋 단자에 입력함으로써 제2카운터(U2)의 리셋
이 이루어진다.

일례로, 구비된 컬럼 드라이버(250)의 수가 열 개일 때에는 제2카운터(U2)에서 십진수 11의 2진 코드인 
'1011'이 출력되어 최상위 비트에서 두번째 비트인 '0'이 반전되어 입력됨으로써 제3논리 소자(G3)의 출
력이 1이 되어 제1카운터(U1)와 제2카운터(U2)를 리셋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3논리 소자(G3)의 입력 신
호의 제어는 구비된 컬럼 드라이버(250)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제2카운터(U2)의 컬럼 드라이버 선택 신호(CD enable)에 의해 첫번째 컬럼 드라이버가 선택되면 
제1카운터(U1)의 카운트 동작이 이루어지는 동안, 제2카운터(U2)에 의해 선택된 컬럼 드라이버(250)가 구
동되고, 나머지 컬럼 드라이버는 구동되지 않는다.

제1카운터(U1)의 한 주기 동안의 카운트 동작이 완료되어 제2카운터(U2)의 출력 데이타가 1만큼 증가하면 
첫번째 컬럼 드라이버는 동작하지 않고 두번째 컬럼 드라이버가 선택되어 제1카운터(U1)가 또 다른 한 주
기의 카운트 동작을 실시하는 동안 두번째 컬럼 드라이버가 구동된다. 이와 같은 순차적 동작에 따라 구
비된 모든 컬럼 드라이버가 선택되어 구동이 이루어진다.

컬럼 드라이버 선택 신호(CD enable)에 의해 선택된 컬럼 드라이버(250)의 동작은, 컬럼 드라이버 선택 
신호(CD  enable)가 쉬프트 레지스터(251)에 입력되면, 쉬프트 게지스터(251)는 순차적으로 제어 신호를 
출력하게 되고, 이와 같은 쉬프트 레지스터(251)의 제어 신호가 입력되는 각각의 샘플홀드 모듈(252') 또
한 순차적인 동작을 실시하게 된다.

즉, 쉬프트 레지스터(251)의 제1신호가 출력되면 제1신호가 연결된 처음 세개의 샘플홀드 모듈(252')의 
제1트랜스미션 게이트(TG1)가 오픈되어 세개의 샘플홀드 모듈(252')에 R, G, B의 비디오 신호가 각각 입
력된 다음 제1트랜스미션 게이트(TG1)의 출력에 연결된 캐패시터(C)에 충전이 이루어진다.

쉬프트 레지스터(251)의 제2신호가 출력되면, 제2신호가 입력되는 다음 세개의 샘플홀드 모듈(252')의 제
1트랜스미션 게이트(TG1)가 오픈되어 세개의 선택된 샘플홀드 모듈(252')에 R, G, B의 비디오 신호가 각
각 입력되어 제1트랜스미션 게이트(TG1)의 출력에 연결된 캐패시터(C)에 충전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컬럼 드라이버(250)에 구비된 샘플홀드 모듈(252')에 충전이 완료되면 출력 제어 신호(output 
enable)에 의해 각 샘플홀드 모듈(252')의 제2트랜스미션 게이트(TG2)가 오픈되어 캐패시터(C)에 충전되
어 있던 비디오 신호가 버퍼(253)를 통해 LCD 패널(270)의 수평 라인을 구성하는 각각의 셀에 전달된다.

LCD 패널(270)의 수평 라인의 셀에 비디오 신호의 전달이 완료되면, 비디오 신호 전달이 완료된 수평 라
인의 셀을 구동하는 로우 드라이버(260)의 셀 구동 신호가 출력되어 비디오 신호의 전달이 완료된 수평 
라인의 셀을 구동시켜서 비디오 신호가 출력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수평 라인의 비디오 신호 출력이 차
례로 진행되어 LCD 패널(270)의 모든 셀이 구동됨으로써 한 프레임의 화면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효과는, 종래의 LCD 패널 구동회로의 컬럼 드라이버 마다 구비되어 있던 D/A 변환회로
를 하나의 D/A 변환 회로로 대체하여 회로의 면적으로 줄일수 있도록 하고, 종래의 타이밍 제어회로에서 
컬럼 드라이버로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연결된 많은 수의 버스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본 
발명에 따라 구비된 하나의 D/A 변환 회로를 통해 변환이 이루어진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전송하는 세 
개의 전송 라인만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수의 배선으로 인한 EMI를 크게 감소시키고, 회로의 면적이 감소
함은 물론 회로 설계 작업이 수월해져 그에 따른 회로설계 작업시간 또한 감소하고, 따라서 제품의 단가
를 크게 낮출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LCD 패널 구동 회로에 있어서, 입력되는 디지탈 신호와 수직/수평 동기 신호의 출력 타이밍을 결정하여 
입력된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D/A 변환 회로로 출력하고 로우 라인 구동 신호를 출력하는 타이밍 제어 회
로와; 상기 타이밍 제어 회로에서 출력되는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입력된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컬럼 드라이버로 출력하는 D/A 변환 회로와; 상기 D/A 변환 회
로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의 비선형 왜곡 특성을 보정하기 위한 보정 신호를 발생시켜서 D/A 
변환 회로에 인가하는 보정 수단과; 수평 동기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컬럼 드라이버 선택 신호를 발생시
켜서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시팍스 제어 회로와; 상기 D/A 변환 회로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
가 순차적으로 입력되고, 일정량의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의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된 아날로그 비디오 신
호를 상기 LCD 패널의 컬럼 라인 셀로 일괄 출력하는 상기 컬럼 드라이버와; 상기 타이밍 제어 회로에서 
출력되는 로우 라인 구동 신호가 입력되고, 입력된 로우 라인 구동 신호를 LCD 패널의 각각의 로우 라인
에 순차적으로 출력하여 해당 로우 라인의 셀이 구동하도록 하는 로우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패널 구동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A 변환 회로는, 상기 타이밍 제어 회로에서 출력되는 비디오 신호를 입력으로 받
아 D/A 변환기로 출력하는 래치와; 상기 래치에서 출력되는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이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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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그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D/A 변환기와; 상기 D/A 변환기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이를 상기 컬럼 드라이버로 출력하는 버퍼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LCD 패널 구동 
회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팍스 제어회로는, 상기 컬럼 드라이버에 구비된 채널 수만큼 계수가 이루어지는 
제1카운터와; 구비된 컬럼 드라이버의 수만큼 계수가 이루어지는 제2카운터와; 상기 제2카운터의 출력과 
제2논리 소자의 출력 및 수평 동기 신호가 입력되고, 그 출력이 상기 제1카운터의 리셋 신호인 제1논리 
소자와; 상기 제1카운터에서 출력되는 2진 논리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구비된 컬럼 드라이버의 수보다 1
이 많은 논리 신호가 입력되면 논리값 1을 출력하고, 그 출력이 상기 제1논리 소자와 제3논리 소자에 입
력되는 제2논리소자와; 상기 제2논리 소자의 출력 및 수평 동기 신호가 입력되고, 그 출력이 상기 제2카
운터의 리셋 신호인 제3논리 소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LCD 패널 구동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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