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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수의 기본색을 조합하여 1개의 색을 표시하는 화소를 배열하여 매트릭스구동을 행하는 표시장치에 있어
서, 구동회로계에서의 소비전력의 저감을 도모함과 함께 화질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구동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은 복수의 기본색을 조합하여 색을 표시하는 화소가 다수배열되고, 다수의 주사선과 다수의 신호
선에 의해 상기 다수의 화소가 매트릭스구동됨과 동시에 각 신호선 방향을 따라 상기 복수의 기본색 조합
이 반복 배열되고, 주사선의 수가 1신호선을 따라 늘어서 대응하는 화소수와 상기 기본색수와의 승산한 
수로된 표시장치를 구동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화소표시정보의 1프렘임을 상기 기본색 수 
이상인 수의 필드로 분할하고, 상기 주사선을 건너뛰어 주사하여 각각의 필드 내에서 상기 기본색을 동일
한 비율로 표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액정표시장치의 한 형태를 나타내는 도이다.

제2도는 제1도에 나타내는 표시장치의 화소와 박막트랜지스터 구조의 관계를 나타내는 확대도이다.

제3도는 제2도에 나타내는 구조에 있어서 칼라필터인 RGB배치의 한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제4도는 제2도에 나타내는 구조에 있어서 칼라필터인 RGB배치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제5도는 표시장치를 구동하는 경우의 프레임주파수와 필드 관계의 한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제6도는 표시장치를 구동하는 경우의 프레임주파수와 필드 관계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제7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단순매트릭스식 액정표시장치의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제8도는 제7도에 나타내는 액정표시장치의 1개 화소의 확대도이다.

제9도는 제4도에 나타낸 구성의 액정표시장치를 구동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제10도는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제11도는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제12도는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제13도는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의 다른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제14도는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의 다른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제15도는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를 구동하는 경우의 프레임주파수와 필드 관계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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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제16도는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의 다른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제17도는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의 다른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제18도는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의 다른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제19도는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를 구동하는 경우의 프레임주파수와 필드 관계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제20도는 종래 액정표시장치의 평면도이다.

제21도는 제20도에 나타내는 액정표시장치의 1개 화소의 확대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Sd1~Sd3 : 소스드라이버         Gd1~Gd6 : 게이트드라이버

G : 주사선                     S : 신호선

T : 박막트랜지스터             10,20 : 액정표시소자

11 : 화소전극                  12 : 화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수의 기본색, 예를 들면 R(적색), G(녹색), B(청색)을 조합하여 1개의 색을 표시하는 매트릭
스구동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관한다.

종래, 액정 등의 표시소자를 이용하여 이것에 광원과 칼라필터를 조합시켜 칼라표시를 가능하게 한 액정
표시장치가 알려져 있다.

여기서 칼라필터로서 R, G, B 3개의 기본색을 각각 도트로서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1개의 색표시를 
행하는 화소를 구성하고, 이 화소를 표시영역에 다수 배열하고, 또 액정을 구동하기 위하여 신호선과 주
사선을 매트릭스상으로 배선하여신호선과 주사선으로 구획된 영역에 화소전극을 배치하고, 화소전극에 대
한 스위칭의 절환을 박막트랜지스터에 의해 행하여 각 도트에 대응하는 액정에 전계를 인가하여, 액정의 
투과율을 변화시켜 표시, 비표시를 절환하는 박막트랜지스터구동방식의 액정표시장치를 예를 들어 이하에 
설명한다.

이 종류의 액정표시장치가 적용되는 컴퓨터용의 표시장치에 있어서, 640(횡)×480(종)도트의 표시를 행하
는 VGA에서는 표시의 단위가 되는 화소(R, G, B 각 1도트 1조로 1화소를 구성)의 수가 640×480=307200 
화소이고, 신호선을 따라 RGB로 3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주사선, 신호선의 수는 주사선수 480개, 신호선
수 640×3=1920개이다. 따라서 총 도트수는 640×3×480=921600개가 된다.

도20은 이 종류의 칼라액정표시장치의 화면에 구동용 LSI를 부착한 칼라액정구동 유니트를 나타내는 것이
다. 이 도에 있어서 1은 2장의 대향배치된 투명기판간에 액정이 투입되고, 한측의 투명기판에 공통전극과 
칼라필터가 구비되고, 다른측의 투명기판에 종방향으로 신호선이, 횡방향으로 주사선이 각각 다수개 매트
릭스상으로 배선되고, 신호선과 주사선에 둘러싸여 구획된 영역에 화소전극과 박막트랜지스터가 설치된 
액정표시소자이고, 이 예에서는 액정표시소자1의 좌측부에 주사선 구동용인 복수의 게이트드라이버Gd가, 
상변측과 하변측에 각각 신호선 구동용인 복수 소스드라이버Sd가 부착되어 있다.

도21에 이 예의 액정표시소자1의 회로구성을 나타내지만, 이 예의 회로에 있어서 종열의 신호선S1, S2, S3 

…과, 횡열의 주사선G1, G2 …가 교차상태에서 다수 형성되고, 신호선과 주사선에 의해 구획된 영역에 각

각 화소전극5와 박막트랜지스터6이 설치되고, 화소전극5를 형성한 1개의 영역이 1개의 도트로 되고, 이 
도트가 3개 집합하여 1개의 화소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도20에 나타내는 회로에 있어서는 도21의 점선으로 둘러싸인 것과 같이 화소7이 구성되어 있으므
로, 상기 VGA의 표시장치에 있어서 이 화소7이 1화면상에 307200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도트수의 액정표시장치1에 대하여 설치되는 소스드라이버Sd와 게이트드라이버Gd는 통상 240개 정
도의 출력핀을 가지는 1개의 LSI로 구성되므로, 액정표시소자1의 투명기판에 실장되는 것은 폴리이미드 
테이프에 LSI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는 TCP(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의 형태이지만, LSI를 직접 실장하는 
COG(칩 온 글래스)의 형태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상기 액정표시장치1에 사용되는 신호선 1920개와 주사선 480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20에 나
타내듯이 240핀의 소스드라이버Sd를 8개(240×8=1920), 240핀의 게이트드라이버Gd를 2개(240×2=480) 사
용할 필요가 있었다. 또 실제의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는 이들 외에도 드라이버에 신호 등을 공급하기 위
한 회로가 별도 필요하지만 여기의 설명에서는 생략한다.

여기서 상기 드라이버의 소비전력은 이하에 기재하는 바와 같이 소스드라이버Sd의 쪽이 게이트드라이버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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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크다고 되어 있다.

드라이버소비전력(약 840mW)

게이트드라이버 낮음(약 20mW×2=40mW : 5%를 차지함.)

소스드라이버 높음(약 100mW×8=800mW : 95%를 차지함.)

또, 소스드라이버 쪽이 게이트드라이버보다도 일반적으로 가격에 있어서 배정도의 가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상기의  소스드라이버의  소비전력은  현재에  있어서  칼라표시로  6bit(단조수64)의  대표적인  것이고, 
8bit의 경우는 가격, 소비전력보다 큰 수치로 되고, 게이트드라이버와 소스드라이버의 가격차와 소비전력
차는 더 넓어지는 것이 된다.

이상의 배경에서 더구나 대화면화, 고계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액정표시장치의 저코스트화, 저소비전력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가격인 드라이버의 필요수를 적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저소비전력을 도모한 것과는 반대로 플리커 등 화질의 열화가 발생하면 대화면이지만 그런 이유로 이 
열화가 두드러져 눈에 띄게 된다. 따라서, 저소비전력화를 도모함과 함께 화질의 품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사정을 감안하여 행해진 것으로 복수의 기본색을 조합하여 1개의 색을 표시하는 화소를 
배열하여 매트릭스구동을 행하는 표시장치에 있어서, 구동회로계에서 소비전력의 저감을 도모함과 함께 
화질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구동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의 기본색을 조합하여 색을 표시하는 화소가 다수 배열되고, 
다수의 주사선과 다수의 신호선에 의해 상기 다수의 화소가 매트릭스구동됨과 동시에 각 신호선방향을 따
라 상기 복수의 기본색 조합이반복 배열되고, 주사선의 수가 1신호선을 따라 배열 대응하는 화소수와 상
기 기본색수의 승산한 수로 된 표시장치를 구동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화소표시정보의 1프
레임을 상기 기본색수 이상인 수의 필드로 분할하고, 상기 주사선을 솎아내 주사하여 각각의 필드내에서 
상기 기본색을 동일의 비율로 표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1프레임은 상기 기본색수와 동수인 필드로 분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더하여 상기 1프레임은 
상기 기본색수로 나누어지지 않는 수의 필드로 분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1개의 프레임을 복수의 필드로 분할하고, 필드마다 주사하는 것으로 종래 구조의 구동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시장치를 구동하는 것이 가능함과 동시에 소비전력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또 필드가 주사선마다 각각 다른 기본색이 표시되도록 주사되고, 프레임이 각 필드마다 표시색이 다른 기
본색 수분의 필드로 이루어지도록 주사되게 하였으므로, 플리커 등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효
과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는사람에 있어 매우 보기 쉬운 표시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발명의 실시형태)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관하여 설명한다.

우선, 본 발명의 구동방법이 적용되는 구동장치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액정표시장치의 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형태에 있어서 2장의 투명기판 
간에 액정이 투입되어 액정표시소자10이 구성되고, 이 액정표시소자10의 투명기판 상연부에 소스드라이버
Sd가 3개(Sd1~Sd3), 액정표시소자10의 투명기판 좌측부와 우측부에 각각 3개, 합계 6개의 게이트드라이버

Gd(Gd1~Gd6)가 설치되어 있다.

이어서 상기 액정표시소자10을 구성하는 2장의 투명기판 중, 한측 기판에는 공통전극과 칼라필터가 설치
되고, 다른측 투명기판에는 박막트랜지스터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그 회로구성 중의 1화소에 상당하는 부
분을 도2에 확대하여 나타낸다.

이 형태에서 1개의 화소12는 2개의 종열 신호선S1, S2와 4개의 횡열 주사선G1, G2, G3, G4에 의해 구획되어

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신호선 S1, S2와 주사선G1, G2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에 1개의 화소전극

11이 설치되어 이 영역이 1개의 도트로 되고, 신호선S1, S2와 주사선G2, G3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에 1개의 

화소전극11이 설치되어 이 영역이 1개의 도트로 되고, 신호선S1, S2와 주사선G3, G4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

에 1개의 화소전극11이 설치되어 이 영역이 1개의 도트로 되고, 이들 3개의 도트에 의해 1개의 화소12가 
구성됨과 함께 각 화소전극11의 측부측에 각각 스위치소자로서의 박막트랜지스터T가 구성되어 있다.

또 상기 화소전극11이 구성된 투명기판에 대향하는 다른 기판에는 칼라필터가 설치되지만, 이 형태에 있
어서는 도2에 나타내는 1개의 화소 중, 상단의 화소전극11에 대향하는 위치에 도3에 나타내듯이 R의 칼라
필터가, 중단의 화소전극11에 대향하는 위치에 도3에 나타내듯이 G의 칼라필터가, 하단의 화소전극11에 
대향하는 위치에 도3에 나타내듯이 B의 칼라필터가 각각 배치된다. 또 다른 복수의 화소도 포함한 칼라필
터의 RGB 배치관계를 도3에 나타내지만, 이 형태에 있어서는 각 신호선의 길이방향(도3의 상하방향)을 따
라 RGB, RGB의 순서로 칼라필터가 배열되고, 주사선 No.1의 방향에는 R, R, R…, 주사선 No.2의 방향에는 
G, G, G…, 주사선 No.3의 방향에는 B, B, B…, 주사선 No.4의 방향에는 R, R, R…, 주사선 No.5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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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G, G, G…, 주사선 No.6의 방향에는 B, B, B… 의 순으로 각각 칼라필터가 주사선 수에 대응하여 배
치되어 있다.

또 이 형태에 있어서는 VGA표시를 행하기 위하여 신호선S는 640개  설치되어 있지만,  주사선G가 480×
3=1440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형태에 있어서는 화소수는 640×480=307200으로 도20에 나타내는 종
래구조와 동등한 화소수이지만, 신호선 개수가 종래구조의 1/3로 감소하였다. 단 주사선 수는 도20에 나
타내는 종래구조의 3배(기본색수배)로 된다.

이 구조에 의해 종래와 동등한 240핀의 구동용 LSI를 사용하면 소스드라이버 Sd는 3개로 240×3=720개까
지 대응 가능하게 되고, VGA에서 640개로 하면 80개의 여유가 생기므로 도1에 나타내듯이 3개의 소스드라
이버Sd1~Sd3가 설치되어, 실제로는 2개의 소스드라이버Sd의 단자 전부와 3개째의 소스드라이버Sd3의 160개 

정도의 단자가 실제로 신호선S…에 접속되어 있다.

또 게이트드라이버Gd에 있어서는 주사선 필요 개수가 1440개이기 때문에 240핀의 LSI를 사용하면 6개 필
요로 하게 되므로 도1에 나타내듯이 6개의 게이트드라이버Gd1~Gd6가 설치되어 있다. 또 투명기판의 좌상측 

게이트드라이버Gd1과 우상측 게이트드라이버Gd4에 대한 주사선G…의 접속형태에 관하여 설명하면 투명기판

의 좌상측 게이트드라이버Cd1에 대하여 주사선G…가 1개 걸러서 접속되고, 우상측 게이트드라이버Cd4에 대

하여 남은 1개 간격의 주사선G…가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좌우에 대향하는 게이트드라이버Cd1과 게이트드

라이버Cd4에 G1~G480의 합계 480 개인 게이트선G가 각각 1개 간격으로 접속되어 있다.

여기서 소스드라이버Sd는 게이트드라이버Gd보다도 배정도 고가이므로 고가인 소스드라이버Sd를 종래의 8
개에서 3개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대폭적인 코스트다운을 얻을 수 있다. 또 게이트드라이버Gd는 소스드라
이버Sd의 단가에서 반액정도이므로, 도20에 나타내는 종래 구조에서 2개 필요한 것이 이 형태에 있어서 6
개 필요하게 되어 필요코스트가 향상하여도 그만큼의 필요코스트 증가분은 소스드라이버Sd의 저감에 의한 
코스트다운분보다도 적어진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표시화소수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고가인 소스드라이버
의 삭감에 의한 저코스트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또 소비전력에 관하여 보면 소비전력 약 20mW의 게이트드라이버가 6개로 120mW, 소비전력 약 100mW인 소
스드라이버 3개로 300mW로 하면 합계 약 420mW로 되어 종래구조의 약 840mW에 대하여 약 반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폴리실리콘을 이용하여 박막트랜지스터회로를 투명기판 상에 형성할 때 동시에 박막트랜
지스터구동회로도 형성하여 액정용 투명기판에 구동회로를 내장화하는 구조도 있지만, 액정표시용 화소전
극의 온오프제어를 행하기 위한 1bit의 게이트드라이버Gd에 비해 6~8bit정도의 다계조 신호를 고속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소스드라이버Sd 쪽이 소비전력이 크고, 소스드라이버Sd의 트랜지스터 수도 크기 
때문에 수율도 나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구동회로를 내장화한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도 신호선수를 감소
시켜, 소스드라이버Sd를 삭감하는 것은 저소비전력화와 수율의 향상화에 크게 기여한다.

또 이 형태에 있어서는 도3에 나타내듯이 칼라필터의 RGB배치를 실시했지만 칼라필터의 RGB배치는 이 형
태와 같이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4에 나타내듯이 주사선 No.1을 따라, R,  B,  G를 반복하고, 주사선 
No.2을 따라 G, R, B를 반복하고,주사선 No.3을 따라 B, G, R을 반복하고, 주사선 No.4를 따라 R, B, G의 
반복하는 것과 같은 배치를 반복하여 주사선수에 대응시켜 실시하여도 좋은 것은 물론이다. 또 이 배열은 
신호선Sd를 따라 배열된 기본색 순서가 신호선을 따라 반복하여 같은 순번으로 되고 상기 기본색의 각각
이 신호선에 대하여 경사지게 배열되고 동시에 주사선을 따라 상호 다른 기본색이 인접배열된 배열이다.

이어서 도3에 나타내는 패턴의 R, G, B배치는 횡스트라이프라고 불리는 배치지만 이 형태의 배치라면 신
호를 처리하여 퍼스널 컴퓨터 상에서 디지털화상을 가공하는 경우, 특히 인접하는 화소의 상관을 갖는 오
차확산과 같은 처리를 행하는 경우는 인접하는 색이 동일하므로 처리가 용이하고 메모리 소비를 적게 해
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도4에 나타내는 패턴의 R, G, B배치는 모자이크적 배치라고도 불리지만, 이 형태에서는 풍경과 같은 
영상을 보는 경우에 가로줄무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보다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화상을 얻는 것이 가능
하다.

이어서, 도 1~도3을 토대로 앞서 나타낸 형태의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구동회로를 구동하는 경우에 관하
여 설명한다.

상기 형태의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을 살명함에 있어서 도20과 도21에 나타내는 종래의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법과 비교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도20과 도21에 나타내는 종래의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VGA로 640×480도트의 표시를 행하는 경우 프레임
주파수는 60Hz(1초간에 60회 화면을 바꿔 입력함)가 되기 때문에 1화면을 바꿔입력하기 위하여 약 16msec
의 시간을 요구한다. 즉 이 16msec 동안에 480개의 주사선을 스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게이트드라이버
Gd가 1개 1개의 주사선을 스캔해 가는 주파수는 60Hz×480개로 약 30kHz(1개당 약 30μsec)가 된다.

한편 신호선측에 관해서 소스드라이버Sd에는 신호선 640개분의 신호와 블러킹신호가 시계열로 보내져 오
기 때문에 시계열에 보내지는 신호를 1도트분씩 읽어들이기 위한 도트 클럭은 약 25MHz가 된다.

이것에 비해 도1과 도2에 나타내는 구조의 액정표시장치를 사용해 프레임주파수를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60Hz로 하면, 주사선G 개수를 도20과 도21에 나타내는 종래구조에 비해 R, G, B용으로 도5에 나타내듯
이 3배로 하고 있으므로 주사속도를 3배로 하여 구동한다.

구체적으로 주사선G를 480×3=1440개,  신호선S를 640개로 하고 있으므로 게이트드라이버Gd가 주사선G를 
스캔하는 경우의 주파수는 60Hz×480×3개=약 90kHz가 된다. 여기서 통상 사용되고 있는 게이트드라이버
는 약 100kHz까지 동작이 가능하고, 이 점에서 보면 종래 구조와 동일한 게이트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1-4

1019980004246



한편 도1과 도2에 나타내는 구조에서는 신호선S를 도20과 도21에 나타내는 종래 구조의 1/3인 640개로 가
능하기 때문에 소스드라이버Sd의 도트클럭은 약25MHz으로 되어 종래 구조의 경우와 다르지않다.

따라서 도1과 도2에 나타내는 구조이면 도20과 도21에 나타내는 종래 구조와 동일한 게이트드라이버Gd 및 
소스드라이버Sd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어서 도1과 도2에 나타내는 구조라면 이하의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①도1과 도2에 나타내는 구조는 도20과 도21에 나타내는 종래 구조의 액정표시장치에 비해 화질적인 열화
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즉, 1화면을 공간적으로 보면 화소수는 도1에 나타내는 구조도 도20에 나타내는 구조도 307200이고, 해상
도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공간적으로 보아도 도1에 나타나는 구조도 도20에 나타나는 구조도 프
레임주파수는 60Hz로 동일하므로동화표시의 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②도1과 도2에 나타내는 구조는 도20과 도21에 나타내는 종래 구조의 액정표시장치와 비교하여 동일한 게
이트드라이버와 동일한 소스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저가인 게이트드라이버를 2개에서 6
개로 늘릴 필요가 있지만, 게이트드라이버의 2배정도 고가인 소스드라이버를 8개에서 3개로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전체로서 저코스트화가 가능하다.

③소비전력을 저감할 수 있다.

드라이버소비전력에 관하여 게이트드라이버의 약20mW의 소비전력인 것을 6개 필요로 하므로 120mW이지만, 
게이트드라이버 1개당의 소비전력은 주사선을 스캔하는 경우의 주파수가 3배로 되었기 때문에 3배로 되어 
합계 360mW로 되고,  소스드라이버는 약 100mW인 것을 3개 필요로 하므로 300mW로 하면 전부하여 합계 
660mW가 필요하게 되지만, 종래 구조에서는 약 840mW 필요하므로 약 4/5정도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어서 도1과 도2에 나타내는 구조를 채용한 경우 구동방법의 다른 형태에 관하여 도6을 토대로 이하에 
설명한다.

이 형태의 구동방법에 있어서는 도6에 나타내듯이 1개의 프레임을 3개의 필드로 분할하여 필드 사이를 2
개 건너뛰어 비월주사를 행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화면을 3개의 필드로 입력하고 프레임주파수를 20Hz, 필드주파수를 60Hz(약 16msec)로 하
고, 1개의 필드(약 16msec) 사이에 스캔하는 주사선을 전 주사선수 1440개의 1/3인 480개로 한다. 따라서 
게이트드라이버가 주사선을 스캔하는 주파수는 60Hz×480개가 되고, 도20과 도21에 나타내는 종래 구조의 
구동경우와 같은 약 30kHz가 되고, 본 발명의 앞서 기재한 형태의 구동방법 경우인 1/3로 하는 것이 가능
하다. 또 그것에 따라서 도트클럭도 30kHz×640개로 되고, 도20과 도21에 나타내는 종래 구조의 구동과 
같은 약 30kHz 즉, 본 발명에 관한 앞 형태 경우의 1/3이 된다.

이상과 같은 구동방법을 채용한 경우, 이하에 설명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①도20과 도21에 나타내는 종래 구조에서 사용한 것과 동등한 게이트드라이버와 소스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더하여 저가인 게이트드라이버를 2개에서 6개로 늘릴 필요가 있지만, 고가인 소스드라이버
를 8개에서 3개로 감소시키는것이 가능하므로 저코스트화가 가능하다.

②드라이버소비전력에 관하여는 주사선을 스캔하는 주파수가 종래와 같기 때문에 종래 구조와 같도록 약
20mW이고, 약20mW의 소비전력인 것을 6개 필요로하므로 120mW가 되고, 소스드라이버는 약 100mW인 것을 3
개 필요로 하지만 그들의 도트클럭은 종래의 1/3이 되기 때문에 소스드라이버 1개당의 소비전력은 1/3로 
되고, 결과적으로 100/3mW로 하면 전부하여 합계 약 220mW가 필요하게 되지만, 종래 구조에서는 약 840mW
가 필요하였으므로 약 1/4정도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회로의 설계 변경부를 작게하여 실현할 수 있다(앞 형태의 경우보다도 종래 구조를 유용할 수 있다). 
특히 1개의 프레임을 기본색 수의 필드(이 형태의 입장은 R, G, B의 3필드)로 나누고 필드주파수를 60Hz
으로 하고, 사이를 2개 건너뛰어 주사하는 것에 의해 게이트드라이버의 주사선을 스캔하는 주파수를 종래
와 똑같은 640×480개로 약 30kHz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게이트드라이버의 주변회로를 종래 구조와 같도
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기의 각 형태에 있어서는 박막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액정표시장치(TFT-LCD)의 경우를 기초로 설
명했지만, 복수의 기본색(예를 들면 R, G, B)을 조합하여 1개의 색을 표시하는 화소를 배열하고, 매트릭
스구동하는 표시장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단순매트릭스액정표시장치, FED
(필드 에미션 디스플레이), 강유전 액정표시장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EL디스플레이 등으로 넓게 본 발
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 1개의 화소를 기본색으로 분할하는 경우 2색분할 혹은 4색분할 등도 가능하므로 그들의 분할 경우는 
주사선수를 종래의 2배 혹은 4배로하여 대응하고, 칼라필터 배치도 2색 혹은 4색을 전술한 바와 같이 횡
스트라이프배치 혹은 모자이크배치로 하면 좋다.

도7과 도8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단순매트릭스식 액정표시장치의 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2장의 투명기판 
간에 액정이 투입되고, 한측 투명기판의 액정측에 칼라필터가 설치되고, 또 이 한측 투명기판에 투명도전
층재인 주사선G1, G2…가, 다른측 기판의 액정측에 투명도전층으로 이루어지는 신호선S1, S2…가 교차하듯

이 대향배치되어 액정표시소자20이 구성되어 있다. 또 도8은 도7에 나타내는 1개의 화소22만을 확대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이 형태에 있어서도 칼라필터는 R, G, B로 3분할되고, R, G, B로 분할된 각 영역마다에 
주사선G가 설치되어 있다.

또 투명기판의 상연부에는 세그먼트드라이버 Sg1, Sg2, Sg3가 설치되고 각 드라이버 단자가 각각 신호선S

에  접속됨과  함께  투명기판의  좌우  양연부에는  각각  3개,  합계  6개의 코몬드라이버Cd(Cd1~Cd6 )가 

설치되고, 각 드라이버의 단자가 각각 주사선G에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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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예에 있어서도 앞 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수배열된 게이트선G…중 1개 걸러의 게이트선G…가 좌
측의 코몬드라이버Cd에, 남은 1개 걸러의 게이트선G…가 우측의 코몬드라이버에 접속되어 있다.

이 예에서는 신호선S와 3개의 주사선G가 개재하여 구획하는 영역에 화소가 구성되고 그 화소가 3개의 도
트로 분할되어 구성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단순매트릭스식 액정표시장치에서는 대향하여 교차하는 신호선S와 주사선G의 교차부분 사이에 존
재하는 액정에 전계가 인가되어 액정이 구동되므로 이 신호선S와 주사선G가 교차하는 부분이 1개의 도트
를 구성한다.

또 전술한 각 형태의 설명에 있어서는 640×480화소의 VGA인 경우에 관하여 설명했지만 이 외에도 화면의 
표시형태는 여러 종류가 있고, 주사선수 480개의 NTSC방식의 텔레비젼화면, 주사선수 570개의 PAL방식의 
텔레비젼화면, 주사선수 1125개의 HDTV방식, 주사선수 600개의 SVGA방식, 주사선수 768개의 XGA, 주사선
수 1024개의 EWS 등 여러 종류의 규격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 상기 도5를 기초로 설명한 구동방법과 도6을 기초로 설명한 구동방법을 절환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하
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액정표시장치가 노트퍼스널컴퓨터용에 사용된 경우는 노트퍼스널컴퓨터의 표
시장치 둘레에 대체용의 스위치를 설치하여 두고, 이 스위치에 의해 도5를 토대로 설명한 구동방법을 이
루는 구동회로와 도6을 토대로 설명한 구동방법을 이루는 구동회로를 절환하여 표시장치의 표시상태를 사
용목적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그런데 전술한 각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저코스트나 소비전력의 저하 등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도3에 나타
낸 횡스트라이프배치의 화소를 사용하여 도6에 나타낸 구동방법 즉, 1개의 프레임을 3개의 필드로 분할하
여 필드 사이를 2개 건너뛴 비월주사를 행한 경우, 플리커나 라인 크로링(가느다란 줄이 화면 상을 흐르
듯이 표시되어 나타나는 현상) 등이 발생한다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도3에 나타난 횡스트라이프배치의 화소를 사용하여 도6에 나타난 구동방법을 이용하면, 동일 필드 내에서
는 동일한 색만 구동되는 것으로 된다. 즉 도6에 나타난 구동방법에서는 적을 표시하는 필드, 녹을 표시
하는 필드 및 청을 표시하는 필드인 3개 필드에 의해 1개의 화면(프레임)이 구성된다. 적, 녹, 청의 휘도
(투과율)을 각각 Tr, Tg, Tb로 한 경우 투과율의 비는 Tr, Tg, Tb≒3 : 6 : 1이 된다. 이 경우 각 색의 
휘도(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필드사이에서의 휘도(투과율)의 밸런스가 깨져버리고 결과로서 표시에리어 
전체에서 플리커가 발생하여 버린다.

상술한 플리커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4에 나타난 횡스트라이프배치의 화소 즉, 각 색이 모자이크상으로 배
치된 화소를 이용하여 도6에 나타난 구동방법을 이용하여 각 색의 도트가 1필드 내에서 동수로 구동되도
록 한 경우 상술한 바와같은 플리커는 해소된다. 그러나 예를들어 도9에 나타내듯이 화면 상에 1도트의 
횡선을 표시시킨 때에 단계상으로 표시된다. 즉 도4에 나타난 화소를 이용하면 표시의 세부에서 표시물의 
윤곽이 깨져 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어서 상기 윤곽이 깨진다고 하는 문제점 및 플리커가 발생한다고 하는 문제점 모두를 해결한 구동방법
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10~도12는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이 구동방법에서는 1프레임을 
3개의 필드로 분할하여 구동한다. 도10은 제1필드 구동시의 모양을 나타내는 도이고, 도11은 제2필드구동
시의 모양을 나타내는 도이고,도12는 제3필드구동시의 모양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10~도12에 나타내는 필
드를 순차구동하여 1개의 프레임을 표시한다. 통상 이 구동방법에서는 도3에 나타난 횡스트라이프배치의 
화소가 이용된다. 또 이하의 설명에서는 설명을 간단히 하기위해 화면을 구성하는 도트 전체에 대해 전압
을 인가하여 백색의 표시를 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 구동방법에서는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도록 구동을 실시하고 있다.

(1)각 화소의 각 배치가 모든 표시화면에 있어서 동일

(2)동일 필드내에서 구동되는 각 색의 도트수가 동등

도10~도12 중의 좌측에 나타내는 화살표는 그 필드에서 구동되는 주사선을 나타낸다. 도10에 나타내는 제
1필드에 있어서는 제n행째 화소인 적 도트만이, 제n+1행째 화소인 녹 도트만이, 제n+2행째 화소인 청 도
트만이 각각 구동된다. 도11에 나타나는 제2필드에 있어서는 제n행째 화소인 녹 도트만이, 제n+1행째 화
소인 청도트만이, 제n+2행째 화소인 적 도트만이 각각 구동된다. 또 도12에 나타나는 제1필드에 있어서는 
제n행째 화소인 청 도트만이, 제n+1행째 화소인 적 도트만이, 제n+2행째 화소인 녹 도트만이 각각 구동된
다. 이하 순차 n+3, n+4 그리고 n+5도 마찬가지로 구동된다.

도10~도12 중에 나타난 부호 '+' 및 부호 '-'는 그 도트에 입력하는 전압의 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제1필드의 제n행째를 이루는 화소인 적 도트는 열마다 다른 극성으로 구동된다. 즉, 도시한 바와 같
이 '+', '-', '+', '-'……의 극성으로 순차 구동된다. 이어서 제n+1행째를 이루는 화소인 녹 도트가 '-
', '+', '-', '+'……의 극성으로 순차 구동되고, 제n+2행째를 이루는 화소인 청 도트가 '+', '-', '+', 
'-'……의 극성으로 순차 구동된다.

마찬가지로 제2, 3필드에 있어서도 각 행을 이루는 화소의 1개 색의 도트가 다른 극성으로 구동되고, 1프
레임이 표시된다.

다음의 프레임에 있어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제1필드, 제2필드 및 제3필드 순으로 구동되지만, 각각의 도
트는 전회 인가된 극성과 다른 극성의 전압이 인가된다. 예를 들면 제1필드에 관하여 설명하면 제n행째를 
이루는 화소인 적 도트는 상술한 전회의 구동시에 있어서는 '+', '-', '+', '-'……의 극성으로 순차구동
되지만, 이번에는 전회 인가된 전압과 다른 전압 즉, '-', '+', '-', '+'……의 극성으로 순차 구동된다. 
제2필드, 제3필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전회 인가된 전압과 다른 극성의 전압이 인가된다. 이렇게 이 
구동방법에서는 공간적(액정표시소자 종횡방향의 의미)으로 다른 극성으로 각 도트가 구동됨과 함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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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다른 극성으로 구동된다.

이상 설명한 제1필드~제3필드 및 이 제1필드~제3필드와 다른 극성으로 구동되는 제1필드~제3필드의 합계 
6필드에 의해 일련의 시퀀스가 종료한다. 이후 이 시퀀스가 순차 반복되는 것으로 된다.

보통 상술한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동일한 주사선 상의 인접 도트 및 동일 신호선 상의 입력시간이 인접하
는 도트가 다른 극성으로 구동되는 것에 의해 라인 크로링의 시인도 방지하고 있지만, 이것에 한하지 않
고 휘도(투과율)의 공간주파수를실질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동일 주사선 상의 도트에만 착안하고, 라인 
크로링의 시인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극성을 반전하는 주기(공간주파수, 시간적 주파수)를 결정하면 
된다.

이어서 전술한 문제점, 즉 윤곽이 무너진다고 하는 문제점 및 플리커가 발생한다고 하는 문제점의 모두를 
해결한 다른 구동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13, 도14는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의 다른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10~도12에 나타난 구
동방법과 다른 점은 1프레임이 4개의 필드로 분할하여 구동되는 점이다.

도10~도12에 나타난 구동방법에서는 1프레임이 3개의 필드 즉, 기본색(적, 녹, 청)인 수의 필드로 분할되
어 있기 때문에 1프레임내에서 주사되는 주사선이 등간격은 아니었지만, 1필드를 4개의 필드로 분할하는 
것에 의해 1필드 내에서 구동되는 주사선을 등간격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통 이 구동방법에 있어서도 도3에 나타난 횡스트라이프배치의 화소가 사용된다. 또 이하의 설명에서는 
설명을 간단히 하기위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도트에 대하여 전압을 인가하여 백색의 표시를 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13a는 본 구동방법으로 구동된 경우의 제1필드를 나타내는 도이다. 이 도에 나타나듯이 본 구동방법에
서는 4개의 주사선마다 1개의 비율로 주사선을 구동한다. 즉, 도13a에 나타나듯이 제1필드는 4개의 주사
선을 1개의 단위로 하여 각 단위를 이루는 주사선의 제1행째의 주사선을 구동한다. 이 경우 도시된 바와 
같이 제r번째의 단위에서는 적의 주사선이, 제r+1번째의 단위에서는 녹의 주사선이, 제r+2번째의 단위에
서는 청의 주사선이, 제r+3번째의 단위에서는 적의 주사선이, 제r+4번째의 단위에서는 녹의 주사선이, 제
r+5번째의 단위에서는 청의 주사선이 순차주사된다.

또 도13b는 본 방법으로 구동된 경우의 제2필드를 나타내는 도이다. 이 도에 나타나듯이 제2필드는 1개의 
단위로 된 4개의 주사선 중, 제2번째의 주사선을 주사한다. 도13b에서는 제r번째부터 제r+5번째의 단위 
순으로 녹, 청, 적, 녹, 청, 적의 순으로 순차구동된다.

도14a는 본 방법으로 구동된 경우의 제3필드를 나타내는 도이다. 이 도에 나타나듯이 제3필드는 1개의 단
위로 된 4개의 주사선 중, 제3번째의 주사선을 주사한다. 도14a에서는 제r번째부터 제r+5번째의 단위 순
으로 청, 적, 녹, 청, 적, 녹의순으로 순차구동된다.

도14b는 본 방법으로 구동된 경우의 제4필드를 나타내는 도이다. 이 필드는 남은 주사선을 구동한다. 즉, 
제4필드는 1개의 단위로 된 4개의 주사선 중 제4번째의 주사선이 주사되고, 도14b에서는 제r번째부터 제
r+5번째의 단위 순으로 적, 녹,청, 적, 녹, 청의 순으로 순차구동된다.

이상 4필드에서 1프레임이 구성된다. 도15에 그 모양을 나타낸다. 도15는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를 구
동하는 경우의 프레임주파수와 필드 관계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면과 같이 1프레임은 상술한 4
필드(F1~F4)로 구성되고, 1초 동안에 15프레임이 표시된다. 즉 1초간에 표시되는 필드 수는 4×15=60이고, 

도5에 나타낸 필드 수와 마찬가지이다. 보통 도15에 있어서 각 필드F1~F60의 우단에 나타난 숫자("1" ~ 

"1440")는 가장 위의 주사선을 "1"로 한 경우에 각각의 주사선은 위에서 몇번째의 주사선인 것을 나타내
기 위한 숫자이다. 또 기호 "○"으로 둘러싸여 있는 숫자는 그 필드내에서 구동되는 주사선을 나타낸다.

이 구동방법에 있어서는 주사선을 스캔하는 주파수는 종래와 동일하므로 게이트드라이버 1개당의 소비전
력이 약 20mW이고, 약 20mW의 소비전력인 것을 6개 필요로 하므로 120mW로 된다. 또 소스드라이버는 약 
100mW인 것을 3개 필요로 하지만, 1개의 프레임을 4개의 필드로 분할하고, 이 4개의 필드를 비월주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트 크로링은 종래의 1/4가  되므로 소스드라이버의 1개당의 소비전력은 1/4  즉, 
25mW가 된다. 그리고 소스드라이버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결과적으로 25×3=75mW이고, 게이트드라이버 및 
소스드라이버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195mW로 되고, 종래의 약 23.2%의 소비전력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도6에 나타난 구동방법 및 도10~도12에 나타난 구동방법을 사용한 경우의 소비전력
은 220mW이지만, 이 구동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195mW이기 때문에 도6에 나타난 구동방법 및 도10~도12
에 나타난 구동방법을 사용한 경우의 소비전력에 대해서도 약 88%의 소비전력으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
다.

이어서 전술한 문제점 즉, 윤곽이 무너진다고 하는 문제점 및 플리커가 발생한다고 하는 문제점의 모두를 
해결하고, 또 소비전력을 저감한 다른 구동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16~도18은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의 다른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이 구동방법은 도13, 14
에 나타난 구동방법에 대하여 5개의 주사선을 1개의 단위로하여 구동하는 점이 다르다.

이 구동방법에 있어서도 각 필드 내에서 구동되는 주사선을 등간격으로 하는것이 가능하다.

보통 이 구동방법에 있어서도 도3에 나타난 횡스트라이프배치의 화소가 사용된다. 또 이하의 설명에서는 
설명을 간단히 하기위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도트에 대하여 전압을 인가하여 백색의 표시를 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16a는 본 구동방법으로 구동된 경우의 제1필드를 나타내는 도이다. 이 도에 나타내듯이 본 구동방법에
서는 5개의 주사선마다 1개의 비율로 주사선을 구동한다. 즉, 1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필드는 5개의 

21-7

1019980004246



주사선을 1개의 단위로 하고, 각단위를 이루는 주사선의 제1행째 주사선을 구동한다. 이 경우 도시된 바
와 같이 제s번째의 단위에서는 적의 주사선이, 제s+1번째의 단위에서는 청의 주사선이, 제s+2번째의 단위
에서는 녹의 주사선이, 제s+3번째의 단위에서는 적의 주사선이, 제s+4번째의 단위에서는 청의 주사선의 
순으로 주사된다.

또 도16b는 본 방법으로 구동된 경우의 제2필드를 나타내는 도이다. 이 도에 나타나듯이 제2필드는 1개의 
단위로 된 5개의 주사선 중 제2번째의 주사선을 주사한다. 도16b에서는 제s번째부터 제s+4번째의 단위 순
으로 녹, 적, 청, 녹, 적의 순으로 순차구동된다.

도17a는 본 방법으로 구동된 경우의 제3필드를 나타내는 도이다. 이 도에 나타내듯이 제3필드는 1개의 단
위로 된 5개의 주사선 중 제3번째의 주사선을 주사한다. 도17a에서는 제s번째부터 제s+4번째의 단위 순으
로 청, 녹, 적, 청, 녹의 순으로 순차구동된다.

도17b는 본 방법으로 구동된 경우의 제4필드를 나타내는 도이다. 이 도에 나타내듯이 제4필드는 1개의 단
위로 된 5개의 주사선 중 제4번째의 주사선을 주사한다. 도17b에서는 제s번째부터 제s+4번째의 단위 순으
로 적, 청, 녹, 적, 청의 순으로 순차구동된다.

도18는 본 방법으로 구동된 경우의 제5필드를 나타내는 도이다. 이 필드는 남은 주사선을 구동한다. 즉, 
제5필드는 1개의 단위로 된 5개의 주사선 중 제5번째의 주사선이 주사되고, 도18에서는 제s번째부터 제
s+4번째의 단위 순으로 녹, 적, 청, 녹, 적(제s+4번째 단위의 도시는 생략한다)의 순으로 순차구동된다.

이상 5필드로 1프레임이 구성된다. 도19에 그 모양을 나타낸다. 도19는 본 발명에 관한 표시장치를 구동
하는 경우의 프레임주파수와 필드 관계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면과 같이 1프레임은 상술한 5필
드(F1~F5)로 구성되고, 1초 동안에 12프레임이 표시된다. 즉, 1초 동안에 표시되는 필드 수는 5×12=60이

고, 도5에 나타낸 필드 수와 마찬가지이다. 통상 도19에 있어서 각 필드F1~F60의 우단에 나타낸 숫자("1" 

~ "1440")는 가장 위의 주사선을 "1"로 한 경우에 각각의 주사선은 위에서 몇번째의 주사선인 것을 나타
내기 위한 숫자이다. 또 기호 "○"으로 둘러싸여 있는 숫자는 그 필드 내에서 구동되는 주사선을 나타낸
다.

이 구동방법에 있어서 주사선을 스캔하는 주파수는 종래와 동일하므로 게이트드라이버 1개당의 소비전력
이 약 20mW이고, 약 20mW의 소비전력인 것을 6개 필요로 하므로 120mW로 된다. 또 소스드라이버는 약 
100mW인 것을 3개 필요로 하지만 1개의 프레임을 5개의 필드로 분할하고, 이 5개의 필드를 비월주사하므
로, 그들의 도트 클럭은 종래의 1/5로 되어 소스드라이버 1개당의 소비전력은 1/5 즉 20mW로 된다. 따라
서 소스드라이버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결과적으로 20×3=60mW이고, 게이트드라이버 및 소스드라이버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180mW로 되고, 종래의 약 21.4%의 소비전력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도6에 나타낸 구동방법 및 도10~도12에 나타낸 구동방법을 이용한 경우의 소비전력
은 220mW이지만, 이 구동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180mW이므로 도6에 나타낸 구동방법 및 도10~도12에 나
타낸 구동방법을 사용한 경우의 소비전력에 대해서도 약 82%의 소비전력으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본 구동방법을 이용하면 더욱 소비전력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1개의 프레임을 복수의 필드로 분할하고 필드마다 주사하는 것
으로 종래 구조의 구동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시장치를 구동하는 것이 가능함과 함께 소비전력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또 필드가 주사선마다 각각 다른 기본색이 표시되도록 주사되고, 프레임이 각 필드마다 표시색이 다른 기
본색 수만큼의 필드로 이루어져 주사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플리커 등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매우 보기 쉬운 표시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기본색을 조합하여 색을 표시하는 화소가 다수 배열되고, 다수의 주사선과 다수의 신호선에 의해 
상기 다수의 화소가 매트릭스구동됨과 함께 각 신호선 방향을 따라 상기 복수의 기본색 조합이 반복 배열
되고, 주사선의 수가 1신호선을 따라 배열 대응하는 화소수와 상기 기본색수의 승산한 수로 된 표시장치
를 구동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화소표시정보의 1프레임을 상기 기본색수 이상의 필드로 분
할하고, 상기 주사선을 건너뛰어 주사하여 각각의 필드 내에서 상기 기본색을 동일한 비율로 표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프레임은 상기 기본색수와 동수의 필드로 분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의 구동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프레임은 상기 기본색 수로 나누어지지 않는 수의 필드로 분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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