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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고화질화와 저소비 전력화를 양립시키는 주사 구동 회로, 이것을 이용한 표시 장치, 전기 광학 장치 및 주
사 구동 방법을 제공한다. 주사 구동 회로(50)는 시프트 레지스터(52), 레벨 시프터(54), 주사 라인 구동 회로(58)를
포함한다. 시프트 레지스터(52)는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를 순차 시프트한다. 소정의 복수의 주사 라인마다 분
할된 블록 단위로 설정된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으로 시프트된 인에이블 입출력 신
호 EIO를 바이패스한다. 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은 시프트된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에 의해 구
동된다.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은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과 라이트 인에이블 신
호 WEN에 의해 구동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구동 회로(주사 드라이버)를 적용한 표시 장치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신호 드라이버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도 1에 도시한 주사 드라이버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한 블록도,

도 4는 도 1에 도시한 LCD 컨트롤러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한 블록도,

도 5의 (a)는 프레임 반전 구동 방식에 의한 신호 라인의 구동 전압 및 대향 전극 전압 Vcom의 파형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모식도, 도 5의 (b)는 프레임 반전 구동 방식을 실행한 경우에 프레임마다 각 화소에 대응한 액정 용량에 인
가되는 전압의 극성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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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의 (a)는 라인 반전 구동 방식에 의한 신호 라인의 구동 전압 및 대향 전극 전압 Vcom의 파형을 모식적으로 도
시한 모식도, 도 6의 (b)는 라인 반전 구동 방식을 실행한 경우에 프레임마다 각 화소에 대응한 액정 용량에 인가되
는 전압의 극성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모식도,

도 7은 액정 장치의 LCD 패널의 구동 파형의 1예를 도시한 설명도,

도 8의 (a), 도 8의 (b), 도 8의 (c)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에 의해 실현한 부분 표시의 1예를 모식적으
로 도시한 설명도,

도 9의 (a), 도 9의 (b), 도 9의 (c)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에 의해 실현한 부분 표시의 다른 예를 모식
적으로 도시한 설명도,

도 10의 (a), 도 10의 (b)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에 의한 데이터 바이패스 동작의 1예를 도시한 설명도,

도 11은 액정 장치에 따른 극성 반전 신호 POL과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접속 관계의 1예를 도시
한 설명도,

도 12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가 라인 반전 구동 방식에 의해 주사 구동하는 경우의 1수직 주사 기간내
의 각종 타이밍의 1예를 도시한 설명도,

도 13은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한 블록도,

도 14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의 동작 타이밍의 1예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15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의 변형예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도 16의 (a), 도 16의 (b)는 제2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의 동작의 1예를 도시한 설명도,

도 17의 (a), 도 17의 (b), 도 17의 (c), 도 17의 (d), 도 17의 (e)는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동작 정
지 타이밍의 1예를 도시한 설명도,

도 18은 제2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한 블록도,

도 19는 제2 구성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에 의한 부분 표시 제어 타이밍의 1예를 도시한 타이밍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주사 구동 회로, 이것을 이용한 표시 장치, 전기 광학 장치 및 주사 구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휴대 전화기와 같은 전자 기기의 표시부에는 액정 패널이 이용되고 있고, 전자 기기의 저소비 전력화나
소형 경량화 등이 도모되고 있다. 이 액정 패널에 대해서는 최근의 휴대 전화기의 보급에 의해서 정보성이 높은 정
지 화상이나 동화상이 배신(distribution)되게 되면, 그의 고화질화가 요구되도록 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 기기의 표시부의 고화질화를 실현하는 액정 패널로서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 이하,
TFT라고 약칭한다) 액정을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이 알려져 있다. TFT 액정을 이용한 액티브 매트
릭스형 액정 패널은 다이나믹 구동에 의한 STN(Super Twisted Nematic) 액정을 이용한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패
널에 비해, 고속 응답, 고콘트라스트를 실현하여 동화상 등의 표시에 적합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TFT 액정을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은 소비 전력이 커서 휴대 전화기와 같은 배터리 구동이
실행되는 휴대형의 전자 기기의 표시부로서 채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기술적 과제를 감안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으로 하는 바는 고화질화와 저소비 전력
화를 양립시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에 적합한 주사 구동 회로, 이것을 이용한 표시 장치, 전기 광학 장치 및
주사 구동 방법을 제공하는 점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서로 교차하는 제1∼제N(N은 자연수) 주사 라인 및 제1∼제M(M은 자연
수)의 신호 라인에 의해 특정되는 화소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의 제1∼제N 주사 라인을 구동하는 주사 구동 회로로

등록특허 10-0473008

- 2 -



서, 각 주사 라인에 대응하여 마련된 플립플롭이 직렬 접속된 제1∼제N 플립플롭을 갖고, 소정의 펄스 신호를 순차
시프트하는 시프트 레지스터와, 상기 제1∼제N 플립플롭의 출력 노드의 전압 레벨을 시프트하여 출력하는 제1∼제
N 레벨 시프터 회로를 포함하는 레벨 변환 수단과, 제1∼제N 레벨 시프터 회로의 출력 노드의 논리 레벨에 대응하
여 제1∼제N 주사 라인을 순차 구동하는 제1∼제N 구동 회로를 포함하는 주사 라인 구동 수단을 갖고, 상기 주사
라인 구동 수단은 상기 제1∼제N 주사 라인이 복수의 주사 라인마다의 블록으로 분할되어 표시 구역(영역) 또는 비
표시 구역의 선택이 상기 블록의 단위로 실행되는 경우에, 표시 구역용으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상기 블록의 주사
라인을 순차 주사 구동하고, 비표시 구역용으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상기 블록의 주사 라인중 적어도 일부의 주사
라인을 소정의 타이밍에서 동시에 구동하는 주사 구동 회로에 관계한다.

여기서, 전기 광학 장치로서는, 예를 들면 서로 교차하는 제1∼제N 주사 라인 및 제1∼제M 신호 라인과, 상기 제
1∼제N 주사 라인과 상기 제1∼제M 신호 라인에 접속된 N×M 스위칭 수단과, 상기 스위칭 수단에 접속된 N×M
화소 전극을 갖도록 구성하더라도 좋다.

또, 블록 단위로 분할되는 주사 라인은 서로 인접한 복수의 주사 라인이더라도 좋고, 임의로 선택된 복수의 주사 라
인이더라도 좋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제1∼제N 주사 라인이 복수의 주사 라인마다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이 블록 단위로 표시 구역과
비표시 구역이 설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의 적어도 일부를 소정의 타이밍
에서 동시에 구동하도록 했으므로,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주사 라인을 소정의 주기로 리프레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TFT를 이용한 LCD 패널에 있어서 TFT의 누설(리크)에 의해서 임의의 시간이상 구동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레이 표시 등과 같은 불량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partial) 표시 제어가 가능해져, 표시 장치의 저
소비 전력화와, 부분 표시에 의한 다양한 화면 표시를 양립시킬 수 있다. 특히, TFT를 이용한 LCD 패널에 적용하는
것에 의해서, 고화질인 화면 표시가 가능해져, 보다 정보성이 높은 화상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주사 구동 회로는 주사 구동될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을 지정하기 위한 블록 선택 데이터를
유지하는 블록 선택 데이터 유지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주사 라인 구동 수단은, 상기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할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을 구동하고, 상기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하지 않을 블록으
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중 적어도 일부의 주사 라인을 소정의 타이밍에서 동시에 구동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블록 선택 데이터 유지 수단을 마련하고, 블록 단위로 각 블록의 주사 라인을 구동할지 하지 않
을지를 나타내는 블록 선택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에 의해,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선택된 블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 다이나믹하게 제어 가능한 부분 표시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주사 구동 회로는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제1∼제N 플립플롭중 제P(P는 자연수) 블
록의 초단의 플립플롭에 입력되는 시프트 입력과 제P블록의 최종단의 플립플롭으로부터 출력되는 시프트 출력 중
의 어느 한쪽을, 제P 블록에 대응하여 설정된 블록 선택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P+1) 블록에 대해서 출력하기 위한
바이패스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바이패스 수단을 마련하고,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하지 않을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에 대응하여 마련된 플립플롭에 입력된 시프트 입력을 인접 블록의 주사 라인에 대응하여 마련된
플립플롭으로 바이패스시키도록 했다. 따라서, 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만 주사 구동을 실행하면 좋
으므로, 소정의 1수직 주사 기간중 비표시 구역의 주사 라인의 구동 시간분의 소비 전력을 삭감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주사 구동 회로는, 상기 전기 광학 장치는 화소에 대응하여 상기 주사 라인과 상기 신호 라인에
접속된 스위칭 수단을 거쳐서 마련된 화소 전극을 갖고, 프레임마다 제1 및 제2 전압 레벨을 반전하는 극성 반전 신
호와 동기해서, 상기 화소 전극에 대응하는 전기 광학 소자의 인가 전압의 극성 반전 구동이 실행되는 경우에, 상기
주사 라인 구동 수단은, 상기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할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
의 주사 라인을 구동하고, 상기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하지 않을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으로서 지
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중 상기 소정의 타이밍이 설정되는 소정의 기간중에 있어서 상기 극성 반전 신호가 제1 전압
레벨일 때에 제1 군의 주사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고, 상기 소정의 기간중에 있어서 상기 극성 반전 신호가 제2 전압
레벨일 때에 제2 군의 주사 라인을 동시에 구동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소정의 타이밍이 설정되는 소정의 기간중에 있어서, 극성 반전 신호가 제1 전압 레벨(예를 들면,
논리 레벨「H」에 대응하는 전압 레벨)과 제2 전압 레벨(예를 들면, 논리 레벨「L」에 대응하는 전압 레벨)로 될 때
에,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중 제1 군 및 제2 군의 주사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도록 했으므로, 예를
들면 인접하는 주사 라인끼리를 서로 다른 군으로 미리 분리해 두는 것에 의해, 라인 반전 구동 방식 등의 반전 구동
방식에 따라서 비표시 구역의 주사 라인을 리프레시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TFT를 이용한 LCD 패널의 경우
에는, 각각의 리프레시 타이밍에 있어서 TFT에 접속되는 액정 용량의 인가 전압이 소정의 임계값 이하로 되도록 비
표시 구역에 대응하는 신호 라인을 신호 구동해 두는 것에 의해, 라인 반전 구동 방식에 대응한 리프레시가 가능해
진다. 이것에 의해, 상술한 저소비화의 효과에 부가하여, TFT를 이용한 LCD 패널의 경우에는 액정의 열화를 방지
함과 동시에 표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주사 구동 회로는, 상기 소정의 타이밍은 1수직 주사 기간중의 귀선 기간내에 설정되어 있더라도
좋다.

본 발명에 따르면, 1수직 주사 기간 주기로 비표시 구역의 주사 라인을 리프레시할 수 있으므로, 리프레시 기간이 길
어지는 것에 따른 표시 품위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주사 구동 회로는, 상기 블록은 8주사 라인 단위이더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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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캐릭터(character) 문자 단위로 표시 구역과 비표시 구역의 설정이 가능해져, 부분 표시 제어의
간소화와, 효과적인 부분 표시에 의한 화상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는 서로 교차하는 제1∼제N 주사 라인 및 복수의 신호 라인에 의해 특정되는 화소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와, 상기 제1∼제N 주사 라인을 주사 구동하는 상기 어느 하나에 기재된 주사 구동 회로와, 화
상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기 신호 라인을 구동하는 신호 구동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부분 표시 제어에 의한 저소비 전력화를 실현하는 표시 장치를 제공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 고화질인 부분 표시도 실현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는 서로 교차하는 제1∼제N 주사 라인 및 복수의 신호 라인에 의해 특정되는 화
소와, 상기 제1∼제N 주사 라인을 주사 구동하는 상기 어느 하나에 기재된 주사 구동 회로와, 화상 데이터에 근거하
여 상기 신호 라인을 구동하는 신호 구동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부분 표시 제어에 의한 저소비 전력화를 실현하는 전기 광학 장치를 제공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액
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에 적용하는 것에 의해 고화질인 부분 표시도 실현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각 주사 라인에 대응하여 마련된 플립플롭이 직렬 접속된 제1∼제N 플립플롭을 갖고 소정의 펄스 신
호를 순차 시프트하는 시프트 레지스터와, 상기 제1∼제N 플립플롭의 출력 노드의 전압 레벨을 시프트하여 출력하
는 제1∼제N 레벨 시프터 회로를 포함하는 레벨 변환 수단과, 제1∼제N 레벨 시프터 회로의 출력 노드의 논리 레벨
에 대응하여, 제1∼제N 주사 라인을 순차 구동하는 제1∼제N 구동 회로를 포함하는 주사 라인 구동 수단을 갖고,
서로 교차하는 제1∼제N 주사 라인 및 제1∼제M 신호 라인에 의해 특정되는 화소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의 제1∼
제N 주사 라인을 구동하는 주사 구동 회로의 주사 구동 방법으로서, 상기 제1∼제N 주사 라인이 복수의 주사 라인
마다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표시 구역 또는 비표시 구역의 선택이 상기 블록의 단위로 실행되는 경우에, 표시 구역
용으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상기 블록의 주사 라인은 순차 주사 구동되고, 비표시 구역용으로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의 상기 블록의 주사 라인중 적어도 일부의 주사 라인은 소정의 타이밍에서 동시에 구동되는 주사 구동 방법에 관계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제1∼제N 주사 라인이 복수의 주사 라인마다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이 블록 단위로 표시 구역과
비표시 구역이 설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의 적어도 일부를 소정의 타이밍
에서 동시에 구동하도록 했으므로,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주사 라인을 소정의 주기로 리프레시할 수 있는 주사 구
동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TFT를 이용한 LCD 패널에 있어서 TFT의 누설에 의해서 임의
의 시간 이상 구동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레이 표시 등과 같은 불합리(불량)를 회피할 수 있는 부분 표시 제어
가 가능해져, 표시 장치의 저소비 전력화와 부분 표시에 의한 다양한 화면 표시를 양립시킬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주사 구동 방법은 주사 구동되는 블록이 지정되는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할 주사 라
인을 포함하는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은 순차 구동되고, 상기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하지
않을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중 적어도 일부의 주사 라인은 소정의 타이밍에서
동시에 구동되더라도 좋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블록 단위로 각 블록의 주사 라인을 구동할지 하지 않을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표시 구역 및 비표시 구역의 블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 다이나믹하게 제어 가능한 부분 표
시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주사 구동 방법은, 상기 주사 구동 회로는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제1∼제N 플립플롭
중 제P(P는 자연수) 블록의 초단의 플립플롭에 입력되는 시프트 입력과, 제P 블록의 최종단의 플립플롭으로부터 출
력되는 시프트 출력 중의 어느 한쪽을 제P 블록에 대응하여 설정된 블록 선택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P+1) 블록에
대해서 출력하기 위한 바이패스 수단을 갖고, 상기 전기 광학 장치는 화소에 대응하여 상기 주사 라인과 상기 신호
라인에 접속된 스위칭 수단을 거쳐서 마련된 화소 전극을 갖고, 프레임마다 제1 및 제2 전압 레벨을 반전하는 극성
반전 신호와 동기해서 상기 화소 전극에 대응하는 전기 광학 소자의 인가 전압의 극성 반전 구동이 실행되는 경우
에, 상기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할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은 순차
주사 구동되고, 상기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하지 않을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중 상기 소정의 타이밍이 설정되는 소정의 기간중에 있어서 상기 극성 반전 신호가 제1 전압 레벨일 때에
제1 군의 주사 라인은 동시에 구동되고, 상기 소정의 기간중에 있어서 상기 극성 반전 신호가 제2 전압 레벨일 때에
제2 군의 주사 라인은 동시에 구동되더라도 좋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하지 않을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에 대응하여 마련된 플립플롭에 입력된 시프트 입력을 인접 블록의 주사 라인에 대응하여 마련된 플립플
롭으로 바이패스시키도록 했다. 따라서, 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만 주사 구동을 실행하면 좋으므로,
소정의 1수직 주사 기간중 비표시 구역의 주사 라인의 구동 시간분의 소비 전력을 삭감할 수 있는 주사 구동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주사 구동 방법은, 상기 소정의 타이밍은 1수직 주사 기간중의 귀선 기간내에 설정되어 있더라도
좋다.

본 발명에 따르면, 1수직 주사 기간 주기로 비표시 구역의 주사 라인을 리프레시할 수 있으므로, 리프레시 기간이 길
어지는 것에 의한 표시 품위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주사 구동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주사 구동 방법은, 상기 블록은 8주사 라인 단위이더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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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캐릭터 문자 단위로 표시 구역과 비표시 구역의 설정이 가능해져, 부분 표시 제어의 간소화와, 효
과적인 부분 표시에 의한 화상을 제공할 수 있는 주사 구동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서로 교차하는 제1∼제N(N은 자연수) 주사 라인 및 제1∼제M 신호 라인에 의해 특정되는 화소를 갖
는 전기 광학 장치의 주사 구동 방법으로서, 프레임마다 제1 및 제2 전압 레벨을 반전하는 극성 반전 신호와 동기해
서 상기 화소에 대응하는 전기 광학 소자의 인가 전압의 극성 반전 구동이 실행되는 경우에, 복수의 주사 라인을 포
함하는 블록 단위로 선택된 비표시 구역의 주사 라인의 구동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극성 반전 신호를 제1 및 제2
전압 레벨 중의 어느 한쪽으로 고정시키는 주사 구동 방법에 관계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주사 라인의 주사 구동 타이밍에 맞춰 극성 반전 신호를 제1 및 제2 전압
레벨의 어느 한쪽으로 고정시키도록 했으므로, 전기 광학 장치의 표시 구동의 가일층의 저소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서 도면을 이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1. 표시 장치

1.1 표시 장치의 구성

도 1에 본 실시예에 따른 주사 구동 회로(주사 드라이버)를 적용한 표시 장치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한다.

표시 장치로서의 액정 장치(10)는 액정 모니터(Liquid Crystal Display : 이하, LCD라고 약칭한다) 패널(20), 신호
드라이버(신호 구동 회로)(협의로는 소스 드라이버)(30), 주사 드라이버(주사 구동 회로) (협의로는 게이트 드라이
버)(50), LCD 컨트롤러(60), 전원 회로(80)를 포함한다.

LCD 패널(광의로는 전기 광학 장치)(20)은 예를 들면 유리 기판상에 형성된다. 이 유리 기판상에는 Y방향으로 복수
배열되고 각각 X방향으로 연장하는 주사 라인(협의로는 게이트라인) G1∼GN(N은 2이상의 자연수)과, X방향으로

복수 배열되고 각각 Y방향으로 연장하는 신호 라인(협의로는 소스 라인) 신호 라인 S1∼SM(M은 2이상의 자연수)이

배치되어 있다. 또, 주사 라인 Gn(1≤n≤N, n은 자연수)과 신호 라인 Sm(1≤m≤M, m은 자연수)의 교차점에 대응하

여 TFT(22nm)(광의로는 스위칭 수단)가 마련되어 있다.

TFT(22nm)의 게이트 전극은 주사 라인 Gn에 접속되어 있다. TFT(22nm)의 소스 전극은 신호 라인 Sm에 접속되어

있다. TFT(22nm)의 드레인 전극은 액정 용량(광의로는 액정 소자)(24nm)의 화소 전극(26nm)에 접속되어 있다.

액정 용량(24nm)에 있어서는 화소 전극(26nm)에 대향하는 대향 전극(28nm)과의 사이에 액정이 봉입되어 형성되고,

이들 전극 사이의 인가 전압에 따라 화소의 투과율이 변화하도록 되어 있다.

대향 전극(28nm)으로는 전원 회로(80)에 의해 생성된 대향 전극 전압 Vcom이 공급되고 있다.

신호 드라이버(30)는 1수평 주사 단위의 화상 데이터에 근거하여 LCD 패널(20)의 신호 라인 S1∼SM을 구동한다.

주사 드라이버(50)는 1수직 주사 기간내에 수평 동기 신호와 동기해서 LCD 패널(20)의 주사 라인 G1∼GN을 순차

주사 구동한다.

LCD 컨트롤러(60)는 도시하지 않은 중앙 처리 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이하, CPU라고 약칭한다) 등의 호
스트에 의해 설정된 내용에 따라서 신호 드라이버(30), 주사 드라이버(50) 및 전원 회로(80)를 제어한다. 보다 구체
적으로는, LCD 컨트롤러(60)는 신호 드라이버(30) 및 주사 드라이버(50)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작 모드의 설정이
나 내부에서 생성한 수직 동기 신호나 수평 동기 신호의 공급을 실행하고, 전원 회로(80)에 대해서는 대향 전극 전압
Vcom 극성 반전 타이밍의 공급을 실행한다.

전원 회로(80)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기준 전압에 근거하여 LCD 패널(20)의 액정 구동에 필요한 전압 레벨이나
대향 전극 전압 Vcom을 생성한다. 이러한 각종 전압 레벨은 신호 드라이버(30), 주사 드라이버(50) 및 LCD 패널
(20)로 공급된다. 또, 대향 전극 전압 Vcom은 LCD 패널(20)의 TFT의 화소 전극에 대향하여 마련된 대향 전극으로
공급된다.

이러한 구성의 액정 장치(10)는 LCD 컨트롤러(60)의 제어하에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화상 데이터에 근거하여 신
호 드라이버(30), 주사 드라이버(50) 및 전원 회로(80)가 협조하여 LCD 패널(20)을 표시 구동한다.

또한, 도 1에서는 액정 장치(10)에 LCD 컨트롤러(60)를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LCD 컨트롤러(60)를 액
정 장치(10)의 외부에 마련하여 구성하도록 해도 좋다. 혹은, LCD 컨트롤러(60)와 함께 호스트를 액정 장치(10)에
포함시키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호 드라이버)

도 2에, 도 1에 도시한 신호 드라이버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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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드라이버(30)는 시프트 레지스터(32), 라인 래치(34, 36),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광의로는 구동 전압 생
성 회로)(38), 신호 라인 구동 회로(40)를 포함한다.

시프트 레지스터(32)는 복수의 플립플롭을 갖고 있고, 이들 플립플롭이 순차 접속된다. 이 시프트 레지스터(32)는
클럭 신호 CLK와 동기하여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를 유지하면, 순차 클럭 신호 CLK와 동기하여 인접하는 플립
플롭으로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를 시프트한다.

또, 이 시프트 레지스터(32)로는 시프트 방향 전환 신호 SHL이 공급된다. 시프트 레지스터(32)는 이 시프트 방향 전
환 신호 SHL에 의해, 화상 데이터(DIO)의 시프트 방향과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의 입출력 방향이 전환된다. 따
라서, 이 시프트 방향 전환 신호 SHL에 의해 시프트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의해서, 신호 드라이버(30)의 실장 상태
에 따라 신호 드라이버(30)에 대해서 화상 데이터를 공급하는 LCD 컨트롤러(60)의 위치가 다른 경우이더라도, 그
배선의 레이아웃에 의해서 실장 면적이 확대되는 일없이 유연한 실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라인 래치(34)는 LCD 컨트롤러(60)로부터 예를 들면 18비트(6비트(계조 데이터)×3(RGB 각 색)) 단위로 화상 데
이터(DIO)가 입력된다. 라인 래치(34)는 이 화상 데이터(DIO)를 시프트 레지스터(32)의 각 플립플롭에 의해 순차
시프트된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와 동기하여 래치한다.

라인 래치(36)는 LCD 컨트롤러(60)로부터 공급되는 수평 동기 신호 LP와 동기해서, 라인 래치(34)에 의해 래치된
1수평 주사 단위의 화상 데이터를 래치한다.

DAC(38)는 신호 라인마다 화상 데이터에 근거하여 아날로그화된 구동 전압을 생성한다.

신호 라인 구동 회로(40)는 DAC(38)에 의해서 생성된 구동 전압에 근거하여 신호 라인을 구동한다.

이러한 신호 드라이버(30)는 LCD 컨트롤러(60)로부터 순차 입력되는 소정의 단위(예를 들면 18 비트단위)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 취입하고, 수평 동기 신호 LP와 동기하여 1수평 주사 단위의 화상 데이터를 라인 래치(36)에 의해 일
단 유지한다. 그리고, 이 화상 데이터에 근거하여 각 신호 라인을 구동한다. 이 결과, LCD 패널(20)의 TFT의 소스
전극으로는 화상 데이터에 근거하는 구동 전압이 공급된다.

(주사 드라이버)

도 3에, 도 1에 도시한 주사 드라이버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한다.

주사 드라이버(50)는 시프트 레지스터(52), 레벨 시프터(Level Shifter : 이하, L/S라고 약칭한다)(54, 56), 주사 라
인 구동 회로(58)를 포함한다.

시프트 레지스터(52)는 각 주사 라인에 대응하여 마련된 플립플롭이 순차 접속된다. 이 시프트 레지스터(52)는 클럭
신호 CLK와 동기하여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를 플립플롭에 유지하면, 순차 클럭 신호 CLK와 동기하여 인접하
는 플립플롭으로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를 시프트한다. 여기서 입력되는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는 LCD 컨트
롤러(60)로부터 공급되는 수직 동기 신호이다.

L/S(54)는 LCD 패널(20)의 액정재와 TFT의 트랜지스터 능력에 따른 전압 레벨로 시프트한다. 이 전압 레벨로서
는, 예를 들면 20V∼50V의 높은 전압 레벨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다른 로직 회로부와는 다른 고내압 프로세스가
이용된다.

주사 라인 구동 회로(58)는 L/S(54)에 의해서 시프트된 구동 전압에 근거하여 CMOS 구동을 실행한다. 또, 이 주사
드라이버(50)는 L/S(56)를 갖고 있고, LCD 컨트롤러(60)로부터 공급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XOEV의 전압 시프
트가 실행된다. 주사 라인 구동 회로(58)는 L/S(56)에 의해서 시프트된 출력 인에이블 신호 XOEV에 의해 온오프
제어가 실행된다.

이러한 주사 드라이버(50)는 수직 동기 신호로서 입력된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가 클럭 신호 CLK와 동기하여
시프트 레지스터(52)의 각 플립플롭으로 순차 시프트된다. 시프트 레지스터(52)의 각 플립플롭은 각 주사 라인에 대
응하여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플립플롭에 유지된 수직 동기 신호의 펄스에 의해, 주사 라인이 택일적으로 순차 선
택된다. 선택된 주사 라인은 L/S(54)에 의해서 시프트된 전압 레벨로 주사 라인 구동 회로(58)에 의해 구동된다. 이
것에 의해, LCD 패널(20)의 TFT의 게이트 전극으로는, 1수직 주사 주기로 소정의 주사 구동 전압이 공급되게 된
다. 이 때, LCD 패널(20)의 TFT의 드레인 전극은 소스 전극에 접속되는 신호 라인의 전위에 대응하여 거의 동등한
전위로 된다.

(LCD 컨트롤러)

도 4에, 도 1에 도시한 LCD 컨트롤러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한다.

LCD 컨트롤러(60)는 제어 회로(62), 랜덤 액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 이하, RAM이라고 약칭한다)
(광의로는 기억 수단)(64), 호스트 입출력 회로(I/O)(66), LCD 입출력 회로(68)를 포함한다. 또, 제어 회로(62)는 커
맨드 시퀀서(순서기)(70), 커맨드 설정 레지스터(72), 컨트롤 신호 생성 회로(74)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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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회로(62)는 호스트에 의해서 설정된 내용에 따라서 신호 드라이버(30), 주사 드라이버(50) 및 전원 회로(80)의
각종 동작 모드 설정이나 동기 제어 등을 실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커맨드 시퀀서(70)가 호스트로부터의 지시
에 따라 커맨드 설정 레지스터(72)에 의해 설정된 내용에 근거하여, 컨트롤 신호 생성 회로(74)에 의해 동기 타이밍
을 생성하거나 신호 드라이버 등에 대해서 소정의 동작 모드를 설정하거나 한다.

RAM(64)은 화상 표시를 실행하기 위한 프레임 버퍼로서의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제어 회로(62)의 작업 영역으로
도 된다.

이 LCD 컨트롤러(60)로는 호스트 I/O(66)를 거쳐서 화상 데이터나, 신호 드라이버(30) 및 주사 드라이버(50)를 제
어하기 위한 커맨드 데이터가 공급된다. 호스트 I/O(66)에는 도시하지 않은 CPU나,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Digital
Signal Processor : DSP) 혹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Micro Processor Unit : MPU)이 접속된다.

LCD 컨트롤러(60)에는 화상 데이터로서 도시하지 않은 CPU로부터 정지 화상 데이터가 공급되거나, DSP 혹은
MPU로부터 동화상 데이터가 공급된다. 또, LCD 컨트롤러(60)는 커맨드 데이터로서 도시하지 않은 CPU로부터, 신
호 드라이버(30) 또는 주사 드라이버(50)를 제어하기 위한 레지스터의 내용이나, 각종 동작 모드를 설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공급된다.

화상 데이터와 커맨드 데이터는 각각 별개의 데이터 버스를 거쳐서 데이터를 공급하도록 해도 좋고, 데이터 버스를
공용화하더라도 좋다. 이 경우, 예를 들면 커맨드(CoMmanD: CMD) 단자에 입력된 신호 레벨에 의해서 데이터 버스
상의 데이터가 화상 데이터인지 혹은 커맨드 데이터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해서, 화상 데이터와 커맨
드 데이터의 공용화를 용이하게 도모할 수 있어 실장 면적의 축소화가 가능하게 된다.

LCD 컨트롤러(60)는 화상 데이터가 공급된 경우, 이 화상 데이터를 프레임 버퍼로서의 RAM(64)에 유지한다. 한편,
커맨드 데이터가 공급된 경우, LCD 컨트롤러(60)는 커맨드 설정 레지스터(72) 혹은 RAM(64)에 유지한다.

커맨드 시퀀서(70)는 커맨드 설정 레지스터(72)에 설정된 내용에 따라서, 컨트롤 신호 생성 회로(74)에 의해 각종
타이밍 신호를 생성시킨다. 또, 커맨드 시퀀서(70)는 커맨드 설정 레지스터(72)에 설정된 내용에 따라서, LCD 입출
력 회로(68)를 거쳐서 신호 드라이버(30), 주사 드라이버(50) 혹은 전원 회로(80)의 모드 설정을 실행한다.

또, 커맨드 시퀀서(70)는 컨트롤 신호 생성 회로(74)에 의해 생성된 표시 타이밍에 의해 RAM(64)에 기억된 화상 데
이터로부터 소정의 형식의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고, LCD 입출력 회로(68)를 거쳐서, 신호 드라이버(30)로 공급하
도록 되어 있다.

1. 2 반전 구동 방식

그런데, 액정을 표시 구동하는 경우, 액정의 내구성이나 콘트라스트의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액정 용량에 축적되는
전하를 방전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상술한 액정 장치(10)에서는 교류화 구동에 의해서, 소정의 주기로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의 극성을 반전시키는 것이 실행된다. 이 교류화 구동 방식으로서는, 예를 들면 프레임 반전 구동 방
식이나 라인 반전 구동 방식이 있다.

프레임 반전 구동 방식은 프레임마다 액정 용량에 인가되는 전압의 극성을 반전하는 방식이다. 한편, 라인 반전 구
동 방식은 라인마다 액정 용량에 인가되는 전압의 극성을 반전하는 방식이다. 또한, 라인 반전 구동 방식의 경우도
각 라인에 착안하면, 프레임 주기로 액정 용량에 인가되는 전압의 극성도 반전된다.

도 5의 (a), 도 5의 (b)에 프레임 반전 구동 방식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을 도시한다. 도 5의 (a)는 프레임 반
전 구동 방식에 의한 신호 라인의 구동 전압 및 대향 전극 전압 Vcom 파형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5의 (b)
는 프레임 반전 구동 방식을 실행한 경우에 프레임마다 각 화소에 대응한 액정 용량에 인가되는 전압의 극성을 모식
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프레임 반전 구동 방식에서는 도 5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신호 라인에 인가되는 구동 전압의 극성이 1프레임
주기마다 반전되고 있다. 즉, 신호 라인에 접속되는 TFT의 소스 전극으로 공급되는 전압 Vs는 프레임 f1에서는 정
(正)극성「+V」, 후속의 프레임 f2에서는 부(負)극성 「-V」로 된다. 한편, TFT의 드레인 전극에 접속되는 화소
전극에 대향하는 대향 전극으로 공급되는 대향 전극 전압 Vcom도 신호 라인의 구동 전압의 극성 반전 주기와 동기
하여 반전된다.

액정 용량에는 화소 전극과 대향 전극의 전압의 차가 인가되기 때문에, 도 5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프레임 f1
에서는 정극성, 프레임 f2에서는 부극성의 전압이 각각 인가되게 된다.

도 6의 (a), 도 6의 (b)에 라인 반전 구동 방식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을 도시한다.

도 6의 (a)는 라인 반전 구동 방식에 의한 신호 라인의 구동 전압 및 대향 전극 전압 Vcom의 파형을 모식적으로 도
시한 것이다. 도 6의 (b)는 라인 반전 구동 방식을 실행한 경우에, 프레임마다 각 화소에 대응한 액정 용량에 인가되
는 전압의 극성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라인 반전 구동 방식에서는, 도 6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신호 라인에 인가되는 구동 전압의 극성이, 각 수평 주
사 주기(1H) 마다, 또한 1프레임 주기마다 반전되고 있다. 즉, 신호 라인에 접속되는 TFT의 소스 전극으로 공급되
는 전압 Vs는 프레임 f1의 1H에서는 정극성「+V」, 2H에서는 부극성의「-V」로 된다. 또한, 해당 전압 Vs는 프
레임 f2의 1H에서는 부극성「-V」, 2H에서는 정극성의 「+V」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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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FT의 드레인 전극에 접속되는 화소 전극에 대향하는 대향 전극으로 공급되는 대향 전극 전압 Vcom도 신호
라인의 구동 전압의 극성 반전 주기와 동기하여 반전된다.

액정 용량에는 화소 전극과 대향 전극의 전압의 차가 인가되기 때문에, 주사 라인마다 극성을 반전 하는 것에 의해,
도 6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프레임 주기로 라인마다 극성이 반전하는 전압이 각각 인가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프레임 반전 구동 방식에 비해 라인 반전 구동 방식 쪽이 변화의 주기가 1라인 주기로 되기 때문에, 화
질의 향상에 공헌할 수 있지만, 소비 전력이 커진다.

1. 3 액정 구동 파형

도 7에, 상술한 구성의 액정 장치(10)의 LCD 패널(20)의 구동 파형의 1예를 도시한다. 여기서는 라인 반전 구동 방
식에 의해 구동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액정 장치(10)에서는 LCD 컨트롤러(60)에 의해서 생성된 표시 타이밍에 따라서 신호 드라이버
(30), 주사 드라이버(50) 및 전원 회로(80)가 제어된다. LCD 컨트롤러(60)는 신호 드라이버(30)에 대해서는 1수평
주사 단위의 화상 데이터를 순차 전송함과 동시에, 내부에서 생성한 수평 동기 신호나 반전 구동 타이밍을 나타내는
극성 반전 신호 POL을 공급한다. 또, LCD 컨트롤러(60)는 주사 드라이버(50)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생성한 수직 동
기 신호를 공급한다. 또, LCD 컨트롤러(60)는 전원 회로(80)에 대해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을 공
급한다.

이것에 의해, 신호 드라이버(30)는 수평 동기 신호와 동기해서 1수평 주사 단위의 화상 데이터에 근거하여 신호 라
인의 구동을 실행한다. 주사 드라이버(50)는 수직 동기 신호를 트리거로하여 LCD 패널(20)에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TFT의 게이트 전극에 접속되는 주사 라인을 순차 구동 전압 Vg로 주사 구동한다. 전원 회로(80)는 내부에
서 생성한 대향 전극 전압 Vcom을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과 동기하여 극성 반전을 실행하면서 LCD
패널(20)의 각 대향 전극으로 공급한다.

액정 용량에는 TFT의 드레인 전극에 접속되는 화소 전극과 대향 전극의 전압 Vcom의 전압에 따른 전하가 충전된
다. 따라서, 액정 용량에 축적된 전하에 의해서 유지된 화소 전극 전압 Vp가 소정의 임계값 VCL을 넘으면 화상 표시

가 가능해진다. 화소 전극 전압 Vp가 소정의 임계값 VCL을 넘으면, 그의 전압 레벨에 따라 화소의 투과율이 변화되

어 계조 표현이 가능해진다.

2.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 및 주사 구동 제어

2. 1 블록 단위의 주사 구동 제어

주사 드라이버(50)는 소정의 복수의 신호 라인마다 분할된 블록을 단위로서 지정된 주사 라인을 순차 주사 구동하
는 것에 의해서, 부분 표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사 드라이버(50)는 블록 단위로 설정된 표시 구역에 대응하는 주사 라인을 대상으로 순차 주
사 구동하고, 블록 단위로 비표시 구역에 대응하는 주사 라인에 대해서 주사 구동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에 의해, 불필요한 비표시 구역의 주사 구동을 생략할 수 있어 저소비 전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 구동
되는 전자 기기에 있어서 고화질화를 실현할 수 있는 TFT를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을 채용하면, 종래
보다 장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 블록을 8주사 라인 단위로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LCD 패널(20)의 표시 구역을 캐릭터 문자(1바이
트)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휴대 전화기와 같은 캐릭터 문자의 표시를 실행하는 전자 기기에 있어서 효율적인
표시 구역의 설정 및 그의 화상 표시가 가능해진다.

도 8의 (a), 도 8의 (b), 도 8의 (c)에 이러한 주사 드라이버에 의해 실현한 부분 표시의 1예를 모식적으로 도시한다.

예를 들면, 도 8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LCD 패널(20)에 대해서 Y방향으로 복수의 신호 라인이 배열되도록 신
호 드라이버(30)를 배치하고, X방향으로 복수의 주사 라인이 배열되도록 주사 드라이버(50)를 배치한 경우, 도 8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블록 단위로 비표시 구역(100B)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표시 구역(102A,
104A)에 대응하는 블록의 주사 라인만을 순차 주사 구동하면 좋다.

혹은, 도 8의 (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블록 단위로 표시 구역(106A)을 설정하는 것에 의해, 비표시 구역(108B,
110B)에 대응하는 블록의 주사 라인을 주사 구동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도 8의 (b), 도 8의 (c)에 있어서 복수의
비표시 구역 혹은 표시 구역을 설정하도록 해도 좋다.

도 9의 (a), 도 9의 (b), 도 9의 (c)에 주사 드라이버에 의해 실현한 부분 표시의 다른 예를 모식적으로 도시한다.

이 경우, 도 9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LCD 패널(20)에 대해서 X방향으로 복수의 신호 라인이 배열되도록 신호
드라이버(30)를 배치하고, Y방향으로 복수의 주사 라인이 배열되도록 주사 드라이버(50)를 배치하면, 도 9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블록 단위로 비표시 구역(120B)을 설정하는 것에 의해, 표시 구역(122A, 124A)에 대응하는 블
록의 주사 라인만을 순차 주사 구동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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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도 9의 (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블록 단위로 표시 구역(126A)을 설정하는 것에 의해, 비표시 구역(128B,
130B)에 대응하는 블록의 주사 라인을 주사 구동할 필요가 없다. 또, 도 9의 (b), (c)에 있어서 복수의 비표시 구역
혹은 표시 구역을 설정하도록 해도 좋다.

또, 각 표시 구역은, 예를 들면 정지 화상 표시 구역과 동화상 표시 구역을 구분하도록 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에게 있어서 보기 쉬운 화면을 제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저소비 전력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 2 데이터 바이패스

주사 드라이버(50)는 수직 동기 신호로서 입력된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를 시프트하여 주사 라인을 순차 주사
구동한다. 그 때, 여기서는 주사 구동을 실행하지 않는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을 바이패스하여, 순차 인접 블록으
로 시프트하는 바이패스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전환 회로를 갖고 있다. 이것에 의해, 표시 구역으로서 설정된 주사
라인분만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가 시프트되게 되고, 비표시 구역으로서 설정된 블록내에서 노드가 변화되지 않
아 그 만큼 소비 전력을 삭감할 수 있다.

도 10의 (a), 도 10의 (b)에 데이터 전환 회로의 동작의 개요를 도시한다.

소정의 복수의 주사 라인마다 분할된 제1∼제Q 블록중 제P 블록(1≤P≤Q-1, P는 자연수)에 대응하여 마련된 데이
터 전환 회로는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라인을 구동하도록 지정된 경우, 도 10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P-1) 블록의 최종단의 FF로부터의 시프트 입력을 순차 시프트하여 제(P+1) 블록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하는 것
에 의해, 제P 블록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FF의 시프트 출력에 근거하여 제P블록의 주사 라인이 구동된다.

한편, 제P 블록에 대응하여 마련된 데이터 전환 회로는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라인을 구동하지 않도록 지정
된 경우, 도 10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P블록의 초단의 FF에 입력되는 시프트 입력과 제P블록의 최종단의
FF의 시프트 출력중 제P블록의 초단의 FF에 입력되는 시프트 입력을 바이패스하여 제(P+1) 블록으로 공급한다.

예를 들면,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블록 B1의 주사 라인을 구동하지 않도록 지정한 경우, 블록 B0의 FF1로 공급

되는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는 FF2∼FF8 에 의해 클럭 신호 CLK와 동기하여 시프트되지만, 블록 B1에 대응하

여 마련된 데이터 전환 회로에 의해 블록 B2의 FF17에 FF8의 시프트 출력이 공급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전환 회로는 소정의 시프트 방향 전환 신호 SHL에 의해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의 시프트
방향을 전환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각 블록에 대해서 반대측에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블록
BQ∼B1에 대응한 데이터 전환 회로가 마련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 전환 회로를 마련하고,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에 대해서는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의 시프
트를 바이패스시키도록 했으므로,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내는 노드 변화를 억제하여 저소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 결과, 1수직 주사 기간내에 주사 구동을 실행하지 않는 기간을 귀선 기간으로서 마련할 수 있다.

2. 3 리프레시

지금까지, TFT를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에서는 다이나믹하게 전환 가능한 부분 표시 제어가 실행되
고 있지 않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LCD 패널(20)에 있어서는 액정의 수명의 관계에 의해, 예를 들면 60분의 1초마다 교류화 구동이
실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LCD 패널(20)에서는 LCD 컨트롤러(60)에 의해 생성된 극성 반전 신호 POL과 대향 전
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에 동기해서 화소에 대응하여 마련된 액정 용량의 인가 전압의 극성 반전 구동이 실
행된다.

극성 반전 신호 POL과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은 거의 동일 타이밍에서 변화되고, 액정 용량의 응답
성을 고려한 분만큼 변화 타이밍이 어긋난 신호이다. 따라서, 이 액정 용량의 응답 속도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극성 반전 신호 POL과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을 동일한 극성 반전 신호로서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
다.

도 11에 액정 장치에 있어서의 극성 반전 신호 POL과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접속 관계의 1예를
모식적으로 도시한다.

이와 같이 극성 반전 신호 POL은 LCD 컨트롤러(60)에 의해 생성되고, 신호 드라이버(30)에 대해서 공급된다. 또,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은 LCD 컨트롤러(60)에 의해 생성되고, 적어도 전원 회로(80)에 대해서 공급
된다. 또한, 여기서는 이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사 드라이버(50)에 대해서
도 공급되고 있다.

신호 드라이버(30)는 극성 반전 신호 POL과 동기해서 신호 라인을 구동하는 전압 레벨을 변화시킨다. 전원 회로
(80)는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과 동기해서 화소에 대응하여 마련된 화소 전극의 대향 전극에 인가되
는 대향 전극 전압 Vcom의 극성을 반전시킨다.

따라서, 예를 들면 프레임마다 전(全)신호 라인에 대해서 극성 반전 신호 POL에 의해 구동 전압 레벨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에 의해 대향 전극 전압 Vcom의 극성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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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반전 구동 방식을 실현시킬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서로 인접하는 신호 라인끼리 반전하는 극성을, 또 프레임마다
극성 반전 신호 POL에 의해 구동 전압 레벨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에 의해 대
향 전극 전압 Vcom의 극성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라인 반전 구동 방식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액정 용량에 전하가 축적된 상태에서 게이트 전극을 온으로 해 버리면 액정이 열화해 버리기 때문에, 액정
용량에 축적되는 전하를 방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TFT를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에서는 비표시 구
역에 대해서는 액정 용량의 화소 전극과 대향 전극의 전압차를 0으로 하는 것이 실행된다.

그런데, TFT의 누설에 의해서 액정 용량에는 점차로 전하가 축적되어 버리므로, TFT의 게이트 전극을 오프의 상
태를 유지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임계값 VCL을 넘는 전하가 축적되게 되고, 그 결과 화소의 투과율이 변화되어,

예를 들면 그레이 표시로 되어, 소위 부분 표시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STN 액정을 이용한 패시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의 경우에는, 주사 구동하지 않는 한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었던 부분 표시 제어 방법을, TFT를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지금까지 TFT를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에 있어서 비표시 구역을 설정한 경우, 전원 투입
시부터 고정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어 다이나믹하게 전환 가능한 부분 표시 제어를 실행할 수가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 제1 실시예에서는 TFT의 게이트 전극의 전압을 제어하는 것에 의해, 다이나믹하게 전환 가능한 부
분 표시 제어를 실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정의 주기로 비표시 구역의 액정 용량을 리프레시하여 축적된 전하
의 방전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다이나믹하게 전환 가능한 부분 표시를 실현하여 비표시 구역의 주사 구동에 소비
되는 전력을 저감 혹은 삭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50)는 상술한 반전 구동 방식에 대응하기 때문에, 도 1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극성 반전 신호로서의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이 LCD 컨트롤러(60)로부터 공급되고, 이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과 동기해서 TFT의 게이트 전극의 전압을 제어하여 리프레시를 실행한다.

2. 3. 1 리프레시 타이밍

제1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데이터 전환 회로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 주사 구동을 실행하지 않는 블록의 주
사 구동 기간이 1수직 주사 기간내에 마련된다. 그래서, 이 기간을 귀선 기간으로 하고, 블록 단위로 지정된 비표시
구역의 주사 라인에 접속된 TFT의 액정 용량에 축적된 전하를 방전하기 위한 리프레시 타이밍(비표시 구역 리프레
시 기간)으로서 이용한다.

도 12에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가 라인 반전 구동 방식에 의해 주사 구동하는 경우의 1수직 주사 기간내
의 각종 타이밍의 1예를 도시한다.

주사 드라이버(50)는 블록 단위로 설정된 표시 구역의 주사 라인을 주사 구동한다. LCD 패널(20)로는 주사 라인마
다 논리 레벨이 반전하는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이 공급되고, 라인 반전 구동이 실행되고 있다.

주사 드라이버(50)는 상술한 바와 같은 데이터 전환 회로에 의해 블록 단위로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에 대해서는 주사 구동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수직 주사 기간(1f) 개시후의 표시 구역 주사 구동 기간
TT1 경과후에는 귀선 기간 TT2로 된다. 주사 드라이버(50)는, 표시 구역 주사 구동 기간 TT1에서는 표시 구역으
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GD)을 순차 주사 구동하지만, 귀선 기간 TT2에서는 각 주사 라인을 구동하지 않는다.

제1 실시예에서는 1수직 주사 기간(lf)내에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최후의 1사이클을 비표시 구
역 리프레시 기간 Trf로 하고, 해당 기간에 있어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이 제1 전압 레벨(논리 레
벨 「H」)일 때,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우수(기수)번째의 주사 라인 G2L-1(L은 자연수)을 모두 동시에 구

동한다. 또, 해당 기간에 있어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이 제2 전압 레벨(논리 레벨「L」)일 때, 비
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기수(우수)번째의 주사 라인 G2L을 모두 동시에 구동한다.

또한, 프레임 반전 구동 방식의 경우, 1수직 주사 기간내에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최후의 1사이
클에 있어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이 제1 전압 레벨 혹은 제2 전압 레벨일 때에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 모두를 동시에 구동한다.

후속하는 프레임에서는 논리 레벨이 반전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이 주사 드라이버(50)로 공급되
고, 마찬가지로 각 주사 라인이 구동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적어도 프레임 주기로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주사 라인에 접속되는 액정 용량의 전하를
방전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TFT의 누설에 따른 그레이 표시 등을 회피하여 TFT를 이용한 LCD 패널에 의한
고화질이라는 이점을 살리면서, 저소비 전력화와 부분 표시 품질의 향상을 양립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이러한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50)의 구체적인 구성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2. 4 구체적인 구성예

도 13에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의 구성의 1예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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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50)는 시프트 레지스터(52), L/S(54, 56, 200, 202), 주사 라인 구동 회로(58)를
포함한다.

시프트 레지스터(52)에 있어서는 주사 라인 G1∼GN(제1∼제N 주사 라인)의 각각에 대응하여 마련된 플립플롭

(Flip-Flop : 이하, FF라고 약칭한다) FF1∼FFN(제1∼제N FF)가 직렬로 접속된다. FF1(제1 FF)로는 LCD 컨트롤

러(60)로부터 공급되는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가 공급된다. 또, FF1∼FFN으로는 마찬가지로 LCD 컨트롤러

(60)로부터 클럭 신호 CLK가 공급된다. 즉, FF1∼FFN은 클럭 신호 CLK와 동기하여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소

정의 펄스 신호)를 순차 시프트한다.

LCD 컨트롤러(60)로부터 공급되는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는 수직 동기 신호이다. 또, LCD 컨트롤러(60)로부터
공급되는 클럭 신호 CLK는 수평 동기 신호이다.

L/S(54)는 주사 라인 G1∼GN의 각각에 대응하여 마련된 레벨 시프터 회로 LS1∼LSN(제1∼제N 레벨 시프터 회로)

을 갖고 있고, 대응하는 FF1∼FFN의 유지 데이터의 고전위측의 전압 레벨을 예를 들면 20∼50V의 전압 레벨로 시

프트한다.

L/S(56)는 LCD 컨트롤러(60)로부터 공급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XOEV의 반전 신호의 고전위측의 전압 레벨을
예를 들면 20∼50V의 전압 레벨로 시프트한다.

L/S(200)는 LCD 컨트롤러(60)로부터 공급되는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고전위측의 전압 레벨을
예를 들면 20∼50V의 전압 레벨로 시프트한다.

L/S(202)는 LCD 컨트롤러(60)로부터 공급되는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WEN의 고전위측의 전압 레벨을 예를 들면
20∼50V의 전압 레벨로 시프트한다. 이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WEN은 비표시 구역 리프레시 기간에 있어서 비표시
구역의 각 주사 라인을 동시에 구동시킨다.

주사 라인 구동 회로(58)는 주사 라인 G1∼GN의 각각에 대응하여 3입력 1출력 AND 회로(2041∼204N,

2061∼206N), 2입력 1출력 OR 회로(208 1∼208N), CMOS 버퍼 회로(2101∼210N)를 포함한다. 3입력 1출력

AND 회로(2041∼204N, 2061∼206N), 2입력 1출력 OR 회로(2081∼208N), CMOS 버퍼 회로(2101∼210N)는 상

술한 예를 들면 20∼50V의 전압 레벨로 동작 가능한 고내압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이 전압 레벨은 예를
들면 구동 대상의 LCD 패널(20)의 액정재 등에 따라 결정된다.

주사 라인 Gi(1≤i≤N, i는 자연수)에 대응하여 마련된 3입력 1출력 AND 회로(204i)로는 FFi의 유지 데이터가 LSi
에 의해서 레벨 시프트된 논리 레벨, 해당 주사 라인의 블록 선택 데이터 및 L/S(56)에 의해서 레벨 시프트된 출력
인에이블 신호 XOEV가 공급된다. 3입력 1출력 AND 회로(204i)의 출력 노드는 2입력 1출력 OR 회로(208i)의 한쪽

의 입력 단자에 접속된다.

주사 라인 Gi중 기수 라인째에 대응하여 마련된 3입력 1출력 AND 회로(206i)로는 해당 주사 라인의 블록 선택 데이

터의 반전 신호, L/S(200)에 의해서 레벨 시프트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 및 L/S(202)에 의해서 레
벨 시프트된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WEN이 공급된다. 또, 주사 라인 Gi중 우수 라인째에 대응하여 마련된 3입력 1출

력 AND 회로(206i)에는 해당 주사 라인의 블록 선택 데이터의 반전 신호, L/S(200)에 의해서 레벨 시프트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반전 신호 및 L/S(202)에 의해서 레벨 시프트된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WEN이
공급된다.

3입력 1출력 AND 회로(206i)의 출력 노드는 2입력 1출력 OR 회로(208i)의 다른쪽의 입력 단자에 접속된다.

2입력 1출력 OR 회로(208i)의 출력 노드는 CMOS 버퍼 회로(210i)의 입력 단자에 접속된다. CMOS 버퍼 회로

(210i)는 주사 라인 Gi를 구동한다.

블록 선택 데이터는 블록 단위로 마련되는 FFB0∼FFBQ에 유지된다. FFB0으로는 LCD 컨트롤러(60)로부터 직렬 입

력되는 블록 선택 데이터 BLK가 공급된다. FFB0∼FFBQ로는 LCD 컨트롤러(60)로부터 직렬 입력되는 블록 선택 데

이터 BLK를 순차 취입하기 위한 클럭 신호 BCLK가 공통으로 공급된다. FFB0∼FFBQ는 FFB0으로 공급된 블록 선

택 데이터 BLK를 클럭 신호 BCLK와 동기하여 순차 시프트한다.

이러한 주사 라인 구동 회로에 있어서는 비표시 구역의 블록으로서 블록 선택 데이터가 「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향 전극 극성 반전 신호 VCOM과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WEN의 논리곱에 따라서 주사 라인 Gi가 구동된다.

이 때, 블록내의 인접하는 주사 라인에 대해서는 대향 전극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극성이 서로 상반하는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수 라인째의 주사 라인이 구동되는 경우는 기수 라인째의 주사 라인이 구동되지 않
고, 기수 라인째의 주사 라인이 구동되는 경우는 우수 라인째의 주사 라인이 구동되지 않는다.

한편, 주사 라인 구동 회로에 있어서, 표시 구역의 블록으로서 블록 선택 데이터가 「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출
력 인에이블 신호 XOEV의 반전 신호와 LSi의 출력 노드의 논리곱에 따라서 주사 라인 Gi가 구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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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은 시프트 레지스터(52)의 FF1∼FFN을 순차 시프트되는 인에이블 입출

력 신호 EIO의 시프트 타이밍에 따라서 구동된다. 또,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은 LCD 컨트롤러
(60)로부터 공급되는 대향 전극 극성 반전 신호 VCOM과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WEN에 의해서 구동된다.

또, 주사 드라이버(50)는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를 블록 단위로 바이패스하기 위한 데이터 전환 회로(바이패스
수단)(2120∼212Q-1)가 마련되어 있다.

이 데이터 전환 회로는 도 10의 (a), 도 10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블록 B1
의 주사 라인 구동을 실행하지 않도록 지정한 경우, 블록 B0의 FF1로 공급되는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는

FF2∼FF8에 의해 클럭 신호 CLK와 동기하여 시프트되지만, 블록 B1의 FF9에 대응하여 마련된 데이터 전환 회로

(2121)에 의해 블록 B2의 FF17로 FF8의 시프트 출력이 공급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블록 B0에 대응하여 마련된 데이터 전환 회로(2120)는 전단의 블록으로부터 공급되는 시프트

출력(블록 B0에서는 FF1로 공급되는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과 해당 블록의 최종단의 FF의 시프트 출력(블록

B0에서는 FF8로부터 출력되는 시프트 출력)을 해당 블록의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전환한다. 데이터 전환 회로

(2120)에 의해 전환된 출력 신호는 블록 B1로 공급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전환 회로는 소정의 시프트 방향 전환 신호 SHL에 의해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의 시프트
방향을 전환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각 블록에 대해서 반대측에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블록
BQ∼B1에 대응한 데이터 전환 회로가 마련되게 된다.

도 14에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의 동작 타이밍의 1예를 도시한다.

여기서는 블록 B1이 표시 구역으로 설정되고, 블록 B0, B2,…가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즉,
블록 B1의 FFB1에 유지되는 블록 선택 데이터가 「1」, 블록 B0의 FFB0, 블록 B2의 FFB2,…에 유지되는 블록 선

택 데이터가 「0」인 것으로 한다.

또, 대향 전극 극성 반전 신호 VCOM은 1라인 주사 주기로 극성이 반전하여 입력된다.

수직 동기 신호로서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가 공급되면, 블록 B0의 블록 선택 데이터가 「0」이기 때문에, 데이
터 전환 회로(2120)에 의해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가 블록 B1로 바이패스된다.

따라서, 출력 인에이블 신호 XOEV의 논리 레벨이 「L」인 경우, 타이밍 tb1부터 클럭 신호 CLK와 동기해서 블록
B1의 주사 라인 G9∼G16이 순차 주사 구동된다. 그 이후, 블록 B2, B3은 블록 선택 데이터가 「0」이기 때문에 주

사 구동되지 않는다. 즉, 1프레임 주기 T에 있어서 기간 Tdisp만큼 표시 구역의 주사 구동이 실행된다. 따라서,
「T-Tdisp」의 기간을 귀선 기간으로 하고, 주사 구동을 할 필요가 없어져 저소비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제1 실시예에서는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1프레임의 최후의 1사이클을 이용하여 비표시 구역
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 그 때문에, LCD 컨트롤러(60)는 이 최후의 1사이클
에 있어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논리 레벨이 「H」, 「L」일 때에 각각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WEN의 펄스를 공급한다.

따라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논리 레벨이 「H」일 때는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중 기수 라인째의 주사 라인이 동시에 구동된다. 도 14에서는 블록 B0, B2, …의 기수 라인째의 주사 라인 G1,

G3, …G7, G17, G19,…이 구동되게 된다.

이 때, 신호 드라이버(30)에 의해 비표시 구역의 화소의 액정의 화소 전극 전압과 대향 전극 전압의 전압차가 소정의
임계값 VCL을 넘지 않는 구동 전압을, 대응하는 신호 라인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비표시 구

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기수 라인째의 TFT에 접속된 액정 용량을 주기적으로 리프레시할 수 있다.

또,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논리 레벨이 「L」일 때는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
중 우수 라인째의 주사 라인이 동시에 구동된다. 도 14에서는 블록 B0, B2,…의 우수 라인째의 주사 라인 G2,

G4,…G8, G18, G20,…이 구동되게 된다.

이 때, 신호 드라이버(30)에 의해 비표시 구역의 화소의 액정의 화소 전극 전압과 대향 전극 전압의 전압차가 소정의
임계값 VCL을 넘지 않는 구동 전압을 대응하는 신호 라인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비표시 구

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우수 라인째의 TFT에 접속된 액정 용량을 주기적으로 리프레시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표시 구역만을 주사 구동하는 것만으로 좋으므로 저소비화를 도모할 수 있음과 동시에, 1프레임 주기
로 TFT의 게이트 전극을 온으로 하여 액정 용량에 축적된 전하를 방전시킬 수 있으므로, TFT의 누설에 따른 비표
시 구역의 표시 품질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변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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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에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의 변형예의 구성을 도시한다.

단, 도 13에 도시하는 주사 드라이버와 동일 부분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적절히 설명을 생략한다.

본 변형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220)가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50)와 다른 점은 시프트 레지스터(222)
에 있어서 클럭 신호 BCLK의 시프트 출력과 동기해서 블록 선택 데이터 BLK를 래치(LT)에 의해 래치시키도록 한
점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도, 블록 단위로 블록 선택 데이터를 설정하여, 상술한 주사 구동 제어를 마찬가
지로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제1 실시예에서는 1프레임 기간중의 최후의 1사이클에 귀선 기간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설명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제2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주사 드라이버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에 의해 부분 표시 제어에 의한
저소비화를 실현하고 있었지만, 제2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는 보다 간소한 구성으로 부분 표시 제어에 의한
저소비화를 실현한다.

이 제2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블록 단위로 부분 표시 제어
를 실행한다.

3. 1 리프레시

상술한 바와 같이, STN 액정을 이용한 패시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의 경우에는 주사 구동하지 않는 한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었던 부분 표시 제어 방법을, TFT를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TFT를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에 있어서 비표시 구역을 설정한 경우, 전원 투입시부
터 고정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어, 다이나믹하게 전환 가능한 부분 표시 제어를 실행할 수 없었다.

제2 실시예에서는 블록 단위의 부분 표시 제어에 의해 비표시 구역의 주사 구동에 소비되는 전력을 저감 혹은 삭감
함과 동시에, 블록 단위로 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주사 라인에 대해서 1프레임 주기로 주사 구동을 실행하고, 블록 단
위로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전주사 라인에 대해서 3프레임 이상의 임의의 기수 프레임 주
기로 주사 구동하는 것에 의해, TFT를 이용한 LCD 패널에 필요로 되는 리프레시를 실행한다.

도 16의 (a), 도 16의 (b)에 제2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의 동작의 1예를 도시한다.

예를 들면, LCD 패널(20)의 Y축 방향으로 복수의 주사 라인이 배열된 경우에, 도 16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블
록 단위로 표시 구역 및 비표시 구역 A, B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제2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는 표시 구역 및 비표시 구역 A, B의 블록의 전주사 라인을 순차 주사 구동하는 프
레임을 1프레임째로 한 경우에, 예를 들면 도 16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2프레임을 비운 4프레임째에서 LCD
패널(20)의 전주사 라인을 순차 주사 구동한다. 즉, 도 16의 (b)에서는 3프레임 주기로 LCD 패널(20)의 전주사 라
인을 주사 구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1프레임째의 액정 용량의 인가 전압의 극성이 정인 경우, 4프레임째의 해당 액정 용량의 인가 전압의 극
성이 부로 되고, 7프레임째의 해당 액정 용량의 인가 전압의 극성이 정으로 되어 교류화 구동을 실현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전주사 라인을 주사 구동하는 프레임(1프레임째와 4프레임째) 사이의 2프레임째 및 3프레임째에 있어서
비표시 구역 A, B에 대응하는 주사 라인을 주사 구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전력 소비를 저감시키는 것이 가능
해진다.

이것에 의해, TFT를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에 있어서 프레임 주기로 교류화 구동이 실행되는 경우에,
액정 용량의 인가 전압의 극성 반전을 실행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주사 구동의 삭감에 의한 소비 전력의 저감이 가능
해진다.

3. 2 극성 반전 신호의 동작 제어

제2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액정 반전 구동에 대응한 부분 표시 제어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표시 품질의 열화를 방지
하여 저소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비표시 구역의 구동 기간에 있어서 도 11에 도시하는 극성 반전 신호(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 극성 반전 신호 POL)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것에 의해 더 저소비화를 도모한다.

도 17의 (a), 도 17의 (b), 도 17의 (c), 도 17의 (d), 도 17의 (e)에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동작 정
지 타이밍의 1예를 도시한다.

전주사 라인이 표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도 17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라인 반전 구동 방식에 의해 1
라인 주사 주기로 극성이 반전하는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이 공급된다.

예를 들면,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극성이 부로 될 주사 라인 2H+2에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극성이 정으로 될 주사 라인 2J+1 사이가 비표시 구역으로서 설정된 경우, 도 17의 (b)에 도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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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Tnd1만큼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의 극성이 정으로 된다. 따라서, 이 동안(기간)의 극성 반전이 정지하
여 소비 전력을 삭감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극성이 부로 될 주사 라인 2H+2에서 대향 전극 전압 극
성 반전 신호 VCOM의 극성이 부로 될 주사 라인 2J 사이가 비표시 구역으로서 설정된 경우, 도 17의 (c)에 도시하
는 기간 Tnd2만큼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의 극성이 정으로 되며, 결과적으로 도 17의 (b)와 마찬가지의 제
어 타이밍으로 된다.

또,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극성이 정으로 될 주사 라인 2H+1에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극성이 부로 될 주사 라인 2J+2 사이가 비표시 구역으로서 설정된 경우, 도 17의 (d)에 도시하는 기간
Tnd3만큼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의 극성이 부로 된다.

또 마찬가지로,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극성이 정으로 될 주사 라인 2H+1에서 대향 전극 전압 극
성 반전 신호 VCOM 극성이 정으로 될 주사 라인 2J+1 사이가 비표시 구역으로서 설정된 경우, 도 17의 (e)에 도시
하는 기간 Tnd4만큼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의 극성이 부로 되며, 결과적으로 도 17의 (d)와 마찬가지의 제
어 타이밍으로 된다.

이상과 같이,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을 제어하는 것에 의해 라인 반전 구동을 실현하는 한편, 비표시
구역으로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의 주사 타이밍에 맞춰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의 동작을 정지시
키는 것에 의해 더 저소비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극성 반전 신호 POL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작 정지 제
어할 수 있다.

3. 3 구체적인 구성예

도 18에 제2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가 구체적인 구성예를 도시한다.

제2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250)는 시프트 레지스터(252), L/S(254, 256), 주사 라인 구동 회로(258)를 포함
한다.

시프트 레지스터(252)는 주사 라인 G1∼GN의 각각에 대응하여 마련된 FF1∼FFN이 직렬로 접속된다. FF1(제1

FF)로는 LCD 컨트롤러(60)로부터 공급되는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가 공급된다. 또, FF1∼FFN으로는 마찬가지

로 LCD 컨트롤러(60)로부터 클럭 신호 CLK가 공급된다. 따라서, FF1∼FFN은 클럭 신호 CLK와 동기하여 인에이

블 입출력 신호 EIO(소정의 펄스 신호)를 순차 시프트한다.

LCD 컨트롤러(60)로부터 공급되는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는 수직 동기 신호이다. 또, LCD 컨트롤러(60)로부터
공급되는 클럭 신호 CLK는 수평 동기 신호이다.

L/S(254)는 주사 라인 G1∼GN의 각각에 대응하여 마련된 레벨 시프터 회로 LS1∼LSN(제1∼제N 레벨 시프터 회

로)을 갖고 있고, 대응하는 FF1∼FFN의 유지 데이터의 고전위측의 전압 레벨을 예를 들면 20∼50V의 전압 레벨로

시프트한다.

L/S(256)는 LCD 컨트롤러(60)로부터 공급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XOEV의 반전 신호의 고전위측의 전압 레벨을
예를 들면 20∼50V의 전압 레벨로 시프트한다.

주사 라인 구동 회로(258)는 주사 라인 G1∼GN의 각각에 대응하여 마스크 회로로서의 AND 회로(2601∼260N),

CMOS 버퍼 회로(2621∼262N)를 포함한다. AND 회로(2601∼260N) 및 CMOS 버퍼 회로(2621∼262N)는 상술한

예를 들면 20V∼50V의 전압 레벨로 동작 가능한 고내압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이 전압 레벨은, 예를 들
면 구동 대상의 LCD 패널(20)의 액정재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구성의 주사 드라이버(250)는 LCD 컨트롤러(60)로부터 공급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XOEV의 타이밍 제어
에 의해서, 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주사 라인을 대상으로 순차 주사 구동한다.

즉, 도시하지 않은 호스트에 의해서 LCD 패널(20)의 표시 영역이 모두 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LCD 컨트롤러(60)는
소정의 수직 주사 주기로 수직 동기 신호, 소정의 수평 주사 주기로 수평 동기 신호를 각각 주사 드라이버(250)로 공
급한다. 이 때, LCD 컨트롤러(60)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XOEV의 논리 레벨 「L」의 상태 그대로 하는 것에 의해,
CMOS 버퍼 회로(2621∼262N)는 LS1∼LSN의 논리 레벨에 대응한 전위로 각 주사 라인 G1∼GN을 순차 구동한다.

한편, LCD 패널(20)의 표시 영역에 있어서 비표시 구역이 설정된 LCD 컨트롤러(60)는 상술한 타이밍과 동일한 타
이밍의 수직 동기 신호 및 수평 동기 신호와, 비표시 구역에 대응하는 주사 라인의 주사 타이밍과 동기하여 논리 레
벨이 「H」로 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XOEV를 주사 드라이버(250)로 공급한다.

즉, 주사 라인 G1∼GN은 택일적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비표시 구역에 대응하는 주사 타이밍에 맞춰 출력 인에이블

신호 XOEV를 공급하는 것에 의해, AND 회로에 의해 LS의 출력 노드의 논리 레벨이 마스크되어 논리 레벨 「L」로
되기 때문에, 해당 주사 라인의 구동은 실행되지 않는다. 제2 실시예에서는 8주사 라인 단위를 1블록으로 하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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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제어가 실행된다. 그 때문에, LCD 컨트롤러(60)는 주사 드라이버(250)에 대해서 블록 단위로 제어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XOEV를 공급한다.

도 19에 제2 실시예에 따른 주사 드라이버(250)에 의한 부분 표시 제어 타이밍의 1예를 도시한다.

여기서는 블록 B1만이 표시 구역으로 설정되고, 블록 B0, B2,…이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액정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TFT에 접속된 액정 용량에 축적된 전하를 소정의 빈도로 방전할
필요가 있다. 주사 드라이버(250)는 기수(2i-1, i는 자연수) 프레임 주기로 LCD 패널(20)의 전주사 라인을 순차 구
동한다. 또한, 주사 드라이버(250)는 1프레임 주기(i=1)로 LCD 패널(20)의 전주사 라인을 순차 구동한 경우, 부분
표시 제어에 따르는 저소비 전력화의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3프레임 주기보다 긴 주기인 쪽이 바람직하
다. 이 프레임 주기는 액정재에 의존하지만, 주사 구동 전압이 낮을 수록 프레임 주기를 길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도 19에서는 3(i=2) 프레임 주기로 전주사 라인을 순차 구동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전주사 라인을 구동하는 프레임에서는 라인 반전 구동 방식에 의해 주사 라인마다, 또한 프레임마다 극성이 반전하
는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이 공급된다.

주사 드라이버(250)는 1프레임째 및 4프레임째에 있어서 전주사 라인을 순차 주사 구동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프레임째 및 4프레임째에 있어서 주사 드라이버(250)는 인에이블 입출력 신호 EIO를 클럭 신
호 CLK와 동기하여 취입하면, 시프트 레지스터(252)의 FF1∼FFN에 있어서 순차 시프트한다. LCD 컨트롤러(60)

는 각 블록의 주사 라인의 주사 타이밍에 맞춰 논리 레벨이 「L」로 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XOEV를 주사 드라이
버(250)로 공급한다. 주사 드라이버(250)에 있어서 주사 라인 구동 회로(258)의 AND 회로(2601∼260N)는

LS1∼LSN의 출력 노드의 전위를 그대로 CMOS 버퍼 회로(2621∼262N)로 공급한다. 따라서, 주사 라인 G1∼GN에

접속되는 TFT의 게이트 전극에는 순차 주사 구동이 실행되어, 신호 라인에 접속된 전위가 액정 용량에 인가되게 된
다. 이 때, 액정 용량의 화소 전극에는 액정 용량의 대향 전극 전압 Vcom과의 사이의 전압차가 액정의 소정의 임계
값 VCL보다 작아지는 전압이 인가되도록 한다. 혹은, 액정 용량의 화소 전극에는 액정 용량의 대향 전극 전압 Vcom

과 동등한 전압이 인가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주사 드라이버(250)는 상술한 1프레임째와 4프레임째 사이의 2프레임째 및 3프레임째에 있어서 표시 구역에
대응하는 주사 라인만을 순차 주사 구동하고, 비표시 구역에 대응하는 주사 라인의 구동을 실행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프레임째 및 3프레임째에 있어서 주사 드라이버(250)는 입출력 인에이블 신호 EIO를 클럭 신
호 CLK와 동기하여 취입하면, 시프트 레지스터(252)의 FF1∼FFN에 있어서 순차 시프트한다. LCD 컨트롤러(60)

는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 B0의 주사 라인 G1∼G8의 주사 타이밍 T0에 맞춰 논리 레벨이「H」으로 되는 출

력 인에이블 신호 XOEV를 주사 드라이버(250)로 공급한다. 따라서, 주사 드라이버(250)에 있어서 주사 라인 구동
회로(258)의 AND 회로(2601∼2608)는 LS1∼LS8의 출력 노드의 논리 레벨을 마스크하여 논리 레벨을 「L」로 한

다. 이것에 의해, 주사 라인 G1∼G8에 접속되는 TFT의 게이트 전극으로는 저전위측의 전위가 공급된 상태로 된다.

또한, LCD 컨트롤러(60)는 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 B1의 주사 라인 G9∼G16의 주사 타이밍 T1에 맞춰 논리 레

벨이 「L」로 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XOEV를 주사 드라이버(250)로 공급한다. 따라서, 주사 드라이버(250)에 있
어서 주사 라인 구동 회로(258)의 AND 회로(2609∼26016)는 LS9∼LS16의 출력 노드의 전위를 그대로 CMOS 버

퍼 회로(2629∼26216)로 공급한다. 이것에 의해, 주사 라인 G9∼G16에 접속되는 TFT의 게이트 전극에는 순차 주

사 구동이 실행되어, 신호 라인에 접속된 전위가 액정 용량에 인가되게 된다.

또, LCD 컨트롤러(60)는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 B2의 주사 라인 G17∼G24의 주사 타이밍 T2에 맞춰 논리

레벨이 「H」로 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XOEV를 주사 드라이버(250)로 공급하고, 주사 타이밍 T1과 마찬가지로
주사 라인에의 구동을 정지시킨다.

또, 2프레임째 및 3프레임째에서는 대향 전극 전압 극성 반전 신호 VCOM은 비표시 구역으로 설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의 주사 타이밍 T0, T2에 따라서 극성이 정 또는 부로 고정화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불필요한 극성 반전
에 따르는 전력 소비를 삭감한다.

또한, 제1 및 제2 실시예에서는 TFT 액정을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을 예로 설명했지만, 이것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고화질화와 저소비 전력화를 양립시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에 적합한 주사 구동 회로,
이것을 이용한 표시 장치, 전기 광학 장치 및 주사 구동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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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교차하는 제1∼제N(N은 자연수) 주사 라인 및 제1∼제M(M은 자연수)의 신호 라인에 의해 특정되는 화소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의 제1∼제N 주사 라인을 구동하는 주사 구동 회로로서,

각 주사 라인에 대응하여 마련된 플립플롭이 직렬 접속된 제1∼제N 플립플롭을 갖고, 소정의 펄스 신호를 순차 시
프트하는 시프트 레지스터와,

상기 제1∼제N 플립플롭의 출력 노드의 전압 레벨을 시프트하여 출력하는 제1∼제N 레벨 시프터 회로를 포함하는
레벨 변환 수단과,

제1∼제N 레벨 시프터 회로의 출력 노드의 논리 레벨에 대응하여, 제1∼제N 주사 라인을 순차 구동하는 제1∼제N
구동 회로를 포함하는 주사 라인 구동 수단을 갖고,

상기 주사 라인 구동 수단은,

상기 제1∼제N 주사 라인이 복수의 주사 라인마다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표시 구역(區域) 또는 비표시 구역의 선택
이 상기 블록의 단위로 실행되는 경우에,

표시 구역용으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상기 블록의 주사 라인을 순차 주사 구동하고,

비표시 구역용으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상기 블록의 주사 라인중, 적어도 일부의 주사 라인을 소정의 타이밍에서
동시에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구동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주사 구동될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을 지정하기 위한 블록 선택 데이터를 유지하는 블록 선택 데이터 유지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주사 라인 구동 수단은,

상기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할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을 구동하고,

상기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하지 않을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중, 적어도 일부의 주사 라
인을 소정의 타이밍에서 동시에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구동 회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제1∼제N 플립플롭중 제P(P는 자연수) 블록의 초단의 플립플롭에 입력되는 시프
트 입력과, 제P 블록의 최종단의 플립플롭으로부터 출력되는 시프트 출력 중의 어느 한쪽을, 제P 블록에 대응하여
설정된 블록 선택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P+1) 블록에 대해서 출력하기 위한 바이패스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주사 구동 회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광학 장치는, 화소에 대응하여, 상기 주사 라인과 상기 신호 라인에 접속된 스위칭 수단을 거쳐서 마련된
화소 전극을 갖고,

프레임마다 제1 및 제2 전압 레벨을 반전하는 극성 반전 신호와 동기해서, 상기 화소 전극에 대응하는 전기 광학 소
자의 인가 전압의 극성 반전 구동이 실행되는 경우에,

상기 주사 라인 구동 수단은,

상기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할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을 구동하고,

상기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하지 않을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중,
상기 소정의 타이밍이 설정되는 소정의 기간중에 있어서 상기 극성 반전 신호가 제1 전압 레벨일 때에, 제1 군의 주
사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고, 상기 소정의 기간중에 있어서 상기 극성 반전 신호가 제2 전압 레벨일 때에, 제2 군의
주사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구동 회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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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타이밍은, 1수직 주사 기간중의 귀선 기간내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구동 회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은, 8주사 라인 단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구동 회로.

청구항 7.

서로 교차하는 제1∼제N(N은 자연수) 주사 라인 및 복수의 신호 라인에 의해 특정되는 화소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
와,

상기 제1∼제N 주사 라인을 주사 구동하는 청구항 1 내지 6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주사 구동 회로와,

화상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기 신호 라인을 구동하는 신호 구동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8.

서로 교차하는 제1∼제N(N은 자연수) 주사 라인 및 복수의 신호 라인에 의해 특정되는 화소와,

상기 제1∼제N 주사 라인을 주사 구동하는 청구항 1 내지 6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주사 구동 회로와,

화상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기 신호 라인을 구동하는 신호 구동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
치.

청구항 9.

각 주사 라인에 대응하여 마련된 플립플롭이 직렬 접속된 제1∼제N 플립플롭을 갖고, 소정의 펄스 신호를 순차 시
프트하는 시프트 레지스터와,

상기 제1∼제N(N은 자연수)의 플립플롭의 출력 노드의 전압 레벨을 시프트하여 출력하는 제1∼제N 레벨 시프터
회로를 포함하는 레벨 변환 수단과,

제1∼제N 레벨 시프터 회로의 출력 노드의 논리 레벨에 대응하여 제1∼제N 주사 라인을 순차 구동하는 제1∼제N
구동 회로를 포함하는 주사 라인 구동 수단을 갖고,

서로 교차하는 제1∼제N 주사 라인 및 제1∼제M 신호 라인에 의해 특정되는 화소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의 제1∼
제N 주사 라인을 구동하는 주사 구동 회로의 주사 구동 방법으로서,

상기 제1∼제N 주사 라인이 복수의 주사 라인마다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표시 구역 또는 비표시 구역의 선택이 상
기 블록의 단위로 실행되는 경우에,

표시 구역용으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상기 블록의 주사 라인은 순차 주사 구동되고,

비표시 구역용으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상기 블록의 주사 라인중 적어도 일부의 주사 라인은 소정의 타이밍에서
동시에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구동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주사 구동될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이 지정되는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할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
의 주사 라인은 순차 구동되고,

상기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하지 않을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중,
적어도 일부의 주사 라인은, 소정의 타이밍에서 동시에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구동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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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사 구동 회로는,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제1∼제N 플립플롭중 제P(P는 자연수) 블록의 초단의 플립플롭에 입력되는 시프
트 입력과, 제P 블록의 최종단의 플립플롭으로부터 출력되는 시프트 출력 중의 어느 한쪽을, 제P 블록에 대응하여
설정된 블록 선택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P+1) 블록에 대해서 출력하기 위한 바이패스 수단을 갖고,

상기 전기 광학 장치는, 화소에 대응하여, 상기 주사 라인과 상기 신호 라인에 접속된 스위칭 수단을 거쳐서 마련된
화소 전극을 갖고,

프레임마다 제1 및 제2 전압 레벨을 반전하는 극성 반전 신호와 동기해서, 상기 화소 전극에 대응하는 전기 광학 소
자의 인가 전압의 극성 반전 구동이 실행되는 경우에,

상기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할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은 순차 주사
구동되고,

상기 블록 선택 데이터에 의해 주사 구동하지 않을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으로서 지정된 블록의 주사 라인중,
상기 소정의 타이밍이 설정되는 소정의 기간중에 있어서 상기 극성 반전 신호가 제1 전압 레벨일 때에, 제1 군의 주
사 라인은 동시에 구동되고, 상기 소정의 기간중에 있어서 상기 극성 반전 신호가 제2 전압 레벨일 때에, 제2 군의
주사 라인은 동시에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구동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타이밍은, 1수직 주사 기간중의 귀선 기간내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구동 방법.

청구항 13.

제 9 항 내지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은, 8주사 라인 단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구동 방법.

청구항 14.

서로 교차하는 제1∼제N(N은 자연수) 주사 라인 및 제1∼제M 신호 라인에 의해 특정되는 화소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의 주사 구동 방법으로서,

프레임마다 제1 및 제2 전압 레벨을 반전하는 극성 반전 신호와 동기해서, 상기 화소에 대응하는 전기 광학 소자의
인가 전압의 극성 반전 구동이 실행되는 경우에,

복수의 주사 라인을 포함하는 블록 단위로 선택된 비표시 구역의 주사 라인의 구동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극성
반전 신호를 제1 및 제2 전압 레벨 중의 어느 한쪽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구동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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