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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액정 표시 장치 등의 홀드형의 표시 장치에 의해 표시되는 동화상의 윤곽 등에 생기는 「열화」를 표시 화상의 휘도를 손

상시키지 않고 억제한다.

  본 발명은, 표시 장치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는 화상을 프레임 기간마다 표시한 후, 블랭킹 화상으로 마스크한

다. 본 발명에서는, 1프레임 기간에서의 영상 데이터의 화상 표시 기간과 블랭킹 화상 표시 기간의 비율을, 각각의 기간에

서의 주사 클럭에 호응한 화소 어레이 내의 화소 행의 선택 수, 주사 클럭 주파수, 및 영상 데이터의 수평 주사 기간에 대한

화소 행마다에의 표시 신호 입력의 수평 기간의 단축 등에 의해 조정하고, 영상 데이터의 화상 표시 휘도를 확보함과 함께

이 표시 화상을 블랭킹 화상으로 효율적으로 소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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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화소 어레이, 신호선, 구동 회로, 클럭 신호, 표시 제어 회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의 개요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에의 영상 데이터 입력과 그것으로부터의 표시 데이터 출력의 제1 실시예 및 제3 실시예

에서의 타이밍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화소 어레이의 주사선을 2라인마다 선택하는 타이밍차트.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화소 어레이에의 표시 신호의 출력마다 화소 어레이의 주사선의 2라인을 선택하는 타이밍차트.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의 제1 실시예의 표시 타이밍을 프레임 기간마다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의 제1 실시예의 표시 타이밍에 대응하는 휘도 응답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에의 영상 데이터 입력과 그것으로부터의 표시 데이터 출력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타이밍

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의 제2 실시예의 표시 타이밍을 프레임 기간마다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의 제2 실시예의 표시 타이밍에 대응하는 휘도 응답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의 제3 실시예의 표시 타이밍을 프레임 기간마다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화소 어레이의 주사선을 4라인마다 선택하는 타이밍차트.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화소 어레이에의 표시 신호의 출력마다 화소 어레이의 주사선의 4라인을 선택하는 타이밍차트.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의 제3 실시예의 표시 타이밍에 대응하는 휘도 응답을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에의 영상 데이터 입력과 그것으로부터의 표시 데이터 출력의 제4 실시예에서의 타이

밍을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의 제4 실시예의 표시 타이밍을 프레임 기간마다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의 제4 실시예의 표시 타이밍에 대응하는 휘도 응답을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액정 표시 장치)의 제5 실시예 및 제6 실시예에서의 개요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에의 영상 데이터 입력과 그것으로부터의 표시 데이터 출력의 제5 실시예에서의 타이

밍을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의 제5 실시예의 표시 타이밍을 프레임 기간마다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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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의 제5 실시예의 표시 타이밍에 대응하는 휘도 응답을 도시하는 도면.

  도 21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에의 영상 데이터 입력과 그것으로부터의 표시 데이터 출력의 제6 실시예에서의 타이

밍을 도시하는 도면.

  도 22는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의 제6 실시예의 표시 타이밍을 프레임 기간마다 도시하는 도면.

  도 23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의 제6 실시예의 표시 타이밍에 대응하는 휘도 응답을 도시하는 도면.

  도 24는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액정 표시 장치)의 제7 실시예에서의 개요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5는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액정 표시 장치)의 제7 실시예에서의 휘도 응답에 따른 조명 장치(백 라이트)의 블링

크 제어 타이밍을 도시하는 도면.

  도 26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액정 표시 장치)의 제8 실시예에서의 개요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7은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표시 장치에 구비되는 화소 어레이의 일례의 개략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액정 표시 장치

  101 : 화소 어레이

  102 : 데이터 드라이버

  104 : 타이밍 컨트롤러

  105, 105-1, 105-2 : 메모리 회로

  106 : 드라이버 데이터

  120 : 영상 신호

  121 : 제어 신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스위칭 소자(Switching Element)를 각각 갖는 복수의 화소를 구비한 액정 표시 장치 및 일렉트로 루미네센스

형(Electro Luminescence-type) 표시 장치 및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와 같은 발광 소자를 각각 갖는 복수

의 화소를 구비한 표시 장치로 대표되는 소위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표시 장치(Active Matrix-type Display Device)에 관

한 것으로, 특히 홀드형의 표시 장치(Hold-type Display Device)에서의 표시 화상의 블랭킹 처리(Blanking Process)에

관한 것이다.

  프레임 기간마다 입력되는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복수의 화소 각각으로부터 발하는 광을 소정 기간(예를 들면, 프레임

주기의 하나에 상당하는 기간) 내에 원하는 양으로 유지하는 표시 장치로서, 액정 표시 장치가 보급되어 있다.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Active Matrix Scheme)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2차원적 또는 행렬

(Matrix) 형상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 PIX 각각에 화소 전극 PX와 이것에 영상 신호를 공급하는 스위칭 소자 SW(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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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박막 트랜지스터)가 설치된다. 이와 같이 복수의 화소 PIX가 배치된 소자는, 화소 어레이(Pixels Array)(101)로도 불

리고, 액정 표시 장치에서의 화소 어레이는 액정 표시 패널로도 불린다. 이 화소 어레이에서, 복수의 화소 PIX는 화상을 표

시하는 소위 표시 화면이 된다.

  도 27에 도시한 화소 어레이(101)에는,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게이트선(10)(Gate Lines, 주사 신호선이라고도

함)과 세로 방향(이 게이트선(10)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데이터선(12)(Data Lines, 영상 신호선이라고도

함)이 각각 병설(juxtapose)된다.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G1, G2, G3, …, Gn인 번지로 식별되는 각각의 게이트선(10)

을 따라서는 복수의 화소 PIX가 가로 방향으로 배열되는 소위 화소 행(Pixel Row)이 형성되고, D1R, D1G, D1B, …, DmB

인 번지로 식별되는 각각의 데이터선(12)을 따라서는 복수의 화소 PIX가 세로 방향으로 배열되는 소위 화소 열(Pixel

Column)이 형성된다. 게이트선(10)은, 주사 드라이버(103)(Scanning Driver, 주사 구동 회로라고도 함)로부터 그 각각에

대응하는 화소 행(도 27의 경우, 각 게이트선의 하측)을 이루는 화소 PIX에 각각 설치된 스위칭 소자 SW에 전압 신호를 인

가하여, 각각의 화소 PIX에 설치된 화소 전극 PX와 데이터선(12)의 하나의 전기적인 접속을 개폐한다. 특정 화소 행에 설

치된 스위칭 소자 SW의 군을, 이것에 대응하는 게이트선(10)으로부터 전압 신호를 인가하여 제어하는 동작은, 라인의 선

택 또는 「주사(Scanning)」라고도 하며, 주사 드라이버(103)로부터 게이트선(10)에 인가되는 상기 전압 신호는 주사 신

호라고도 한다.

  한편, 데이터선(12)의 각각에는, 데이터 드라이버(102)(Data Driver, 영상 신호 구동 회로라고도 함)로부터 계조 전압

(Gray Scale Voltage, 또는 Tone Voltage)로 불리는 전압 신호가 인가되며, 그 각각에 대응하는 화소 열(도 27의 경우,

각 데이터선의 우측)을 이루는 화소 PIX의 상기 주사 신호에 의해 선택된 각각의 화소 전극 PX에 상기 계조 전압을 인가한

다.

  이러한 액정 표시 장치를 텔레비전 장치에 내장한 경우, 인터레이스 방식(Interlace Mode)으로 수신되는 영상 데이터(영

상 신호)의 1필드 기간 또는 프로그레시브 방식(Progressive Mode)으로 수신되는 영상 데이터의 1프레임 기간에 대하여,

상기 주사 신호는 게이트선(10)의 G1로부터 Gn으로 순차적으로 인가되며, 1필드 기간 또는 1프레임 기간에 수신되는 영

상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계조 전압이 각각의 화소 행을 구성하는 화소의 일군에 순차적으로 인가된다. 화소 각각에는, 상

술한 화소 전극 PX와 기준 전압(Reference Voltage) 또는 공통 전압(Common Voltage)이 신호선(11)을 통해 인가되는

대향 전극 CT로 액정층 LC를 사이에 두는 소위 용량 소자가 형성되며, 화소 전극 PX와 대향 전극 CT 사이에 생기는 전계

로 액정층 LC의 광 투과율을 제어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영상 데이터의 필드 기간마다 또는 프레임 기간마다 게이트선

G1 내지 Gn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동작을 1회 행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임의의 필드 기간에 임의의 화소의 화소 전극 PX

에 인가된 계조 전압은, 이 임의의 필드 기간에 연속되는 다음 필드 기간에서 다른 계조 전압을 받을 때까지, 이 화소 전극

PX에 이론적으로는 유지된다. 따라서, 이 화소 전극 PX와 상기 대향 전극 CT 사이에 협지되는 액정층 LC의 광 투과율(환

언하면, 이 화소 전극 PX를 갖는 화소의 밝기)은 1필드 기간마다 소정의 상태로 유지된다. 이와 같이 필드 기간마다 또는

프레임 기간마다 화소의 밝기를 유지하면서 화상을 표시하는 액정 표시 장치는, 홀드형 표시 장치(Hold-type Display

Device)로도 불리며, 영상 신호를 받은 순간에 화소마다 설치된 형광체를 전자선 조사에 의해 발광시키는 음극선관

(Cathode-ray Tube)과 같은 소위 임펄스형 표시 장치(Impulse-type Display Device)와 구별된다.

  텔레비전 수상기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송신되는 영상 데이터는, 임펄스형 표시 장치에 대응한 포맷을 갖는다. 상술한 액

정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과 텔레비전 방송을 비교하면, 텔레비전 방송의 수평 주사 주파수의 역수에 상당하는 시간에서

게이트선(10)마다 주사 신호가 인가되고, 그 수직 주파수의 역수에 상당하는 시간에서 모든 게이트선 G1 내지 Gn으로의

주사 신호 인가가 완료된다. 임펄스형 표시 장치는 수평 동기 펄스에 호응하여 수평 주사 기간마다 화면의 가로 방향으로

배열되는 화소를 순차적으로 임펄스적으로 발광시키지만, 홀드형 표시 장치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수평 주사 기간마다

화소 행을 선택하여, 이 화소 행에 포함되는 복수의 화소에 일제히 전압 신호를 공급하며 또한 수평 주사 기간 종료 후에는

이들 화소에 전압 신호를 유지시킨다.

  도 27을 참조하여 액정 표시 장치를 예로 들어 홀드형 표시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였지만, 이 액정층 LC를 일렉트로 루미

네센스 재료로 치환한 일렉트로 루미네센스형(EL형)의 표시 소자나, 액정층 LC를 화소 전극 PX 및 대향 전극 CT 사이에

협지한 용량 소자를 발광 다이오드로 치환한 발광 다이오드 어레이형의 표시 장치도, 그 동작 원리(발광 재료로의 캐리어

(Carrier) 주입량의 제어로 화상을 표시함)는 상위하지만, 홀드형 표시 장치로서 동작한다.

  그런데, 홀드형 표시 장치는, 그 화소의 각각의 밝기를 예를 들면 상술한 프레임 기간마다 유지하여 화상을 표시하기 때

문에, 표시 화상을 연속하는 한쌍의 프레임 기간 사이에서 다른 것으로 치환하면, 화소의 밝기가 충분히 응답하지 않는 경

우가 있다. 이 현상은, 임의의 프레임 기간(예를 들면, 제1 프레임 기간)에서 소정의 밝기로 설정된 화소가, 이 프레임 기간

에 연속되는 다음 프레임 기간(예를 들면, 제2 프레임 기간)에서 주사될 때까지 제1 프레임 기간에 따른 밝기를 유지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 현상은 제1 프레임 기간에서 화소로 보내어진 전압 신호(또는, 이것에 따른 양의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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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가, 제2 프레임 기간에서 화소로 보내어져야 하는 전압 신호(또는, 이에 따른 양의 전하)에 간섭하는, 소위 각 화소

에서의 영상 신호의 이력(Hysteresis)으로부터도 설명된다. 홀드형 발광을 이용한 표시 장치에서의 화상 표시의 응답성에

따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은, 예를 들면, 일본 특공평06-016223호, 특공평07-044670호, 특개평05-073005호,

및 특개평11-109921호 공보에 각각 개시되어 있다.

  이 중, 일본 특개평11-109921호 공보에서는, 액정 표시 장치(홀드형 발광을 이용한 표시 장치의 일례)에서 동화상을 재

생할 때에, 화소를 임펄스적으로 발광시키는 음극선관에 비해 물체의 윤곽이 불명료하게 되는 소위 열화 현상(Blurring

Phenomenon)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특개평11-109921호 공보는, 이 열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액정 표시 패널

의 화소 어레이(Pixels Array, 2차원적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화소군)를 화면(화상 표시 영역)의 상하로 2분할하고, 그 분

할된 화소 어레이의 각각에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설치한 액정 표시 장치를 개시한다. 이 액정 표시 장치는, 상하의 화소

어레이의 각각의 게이트선을 1개씩, 상하 합쳐 2개를 선택하면서 각각의 화소 어레이에 설치한 데이터선 구동 회로로부터

영상 신호를 공급하는 소위 듀얼 스캔 동작(Dual Scanning Operation)을 행한다. 이 듀얼 스캔 동작을 1프레임 기간 내에

행하면서, 상하 위상을 어긋나게 하여 한쪽에 표시 화상에 상당하는 신호(소위 영상 신호)를, 다른쪽에 블랭킹 화상

(Blanking Image, 예를 들면 흑 화상) 신호를 각각의 데이터선 구동 회로로부터 화소 어레이로 입력한다. 따라서, 1프레임

기간에서 상하 어느 화소 어레이에나, 영상 표시를 행하는 기간과 블랭킹 표시를 행하는 기간이 주어져, 화면 전체에서 영

상이 홀드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이에 의해, 액정 표시 장치에서도, 브라운관과 동등한 동화상 표시 성능이 얻어진다.

  종래 기술로서, 일본 특개평11-109921호 공보에는, 하나의 액정 표시 패널을 상하 2개의 화소 어레이로 분할하고, 그 분

할된 화소 어레이 각각에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설치하며, 상하의 화소 어레이 각각에 1개씩, 상하 합쳐 2개의 게이트선을

선택하고, 상하 2분할된 표시 영역을 각각의 구동 회로에서 듀얼 스캔하면서, 1프레임 기간 내에 상하 위상을 어긋나게 하

여 블랭킹 화상(흑 화상)을 삽입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즉, 1프레임 기간이 영상 표시 기간과 블랭킹 기간의 상태를 취

하게 되어, 영상 홀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브라운관과 같이 임펄스형 발광의 동화상

표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 특개평11-109921호 공보에 기재된 발명은, 액정 표시 패널에서 임펄스형 표시 장치와 동등한 고

품질의 동화상을 표시시키는 기술로서 기대되었지만, 이것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과제도 남겨져 있었다.

  우선, 이 기술에 따르면, 액정 표시 패널 내의 화소 어레이를 화면의 수직 방향으로 2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또한 각 영

역에 데이터선 구동 회로를 설치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액정 표시 패널에 탑재해야 할 부품 수도 증가되어, 제조 공정 및

그 경비도 증가된다. 액정 표시 패널의 대화면화 및 고정밀화가 요구되는 요즈음에도, 이 기술을 적용한 액정 표시 패널의

치수는 필요 이상으로 크며, 또한 그 구조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액정 표시 패널의 제조 경비도 통

상의 액정 표시 패널에 필요한 경비보다 증대된다.

  또한, 이 기술을 적용한 액정 표시 패널에 의해 표시 영상마다 실시되는 블랭킹 처리가, 그 화면 전체의 휘도를 저하시키

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휘도 저하를 포함해도, 이 기술이 적용된 액정 표시 패널의 동화상 표시 특성이 비약적

으로 향상되지만, 이 액정 표시 패널에서 퍼스널 컴퓨터의 데스크탑 영상으로 대표되는 정지 화상을 표시하면, 그 품질은

기존의 액정 표시 패널과 비슷하다. 즉, 상기 일본 특개평11-109921호 공보에 기재된 액정 표시 패널은, 노트북형 퍼스널

컴퓨터를 비롯한 모니터 용도로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오버스펙으므로, 멀티미디어 용도의 고급 품종에 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액정 표시 패널은 양산에 적합하지 않아, 음극선관 대신에 차세대의 표시 장치로서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본 발명은, 종래 최상의 액정 표시 패널에도 아직 남은 다운사이징(Downsizing) 및 간소화의 과제를 극복하면서, 이 액정

표시 패널 이상으로 동화상 열화 등에 기인하는 화질 열화를 억제하며, 또한 표시 화상의 휘도도 개선할 수 있는 표시 장치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출원의 표시 장치의 일 실시 형태는, 제1 방향(예를 들면, 표시 화면의 수평 방향)과 이것에 교차하는 제2 방향(예를

들면, 표시 화면의 수직 방향)을 따라 2차원적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를 갖는 화소 어레이와, 이 화소 어레이의 제2 방향

을 따라 병설되며 또한 복수의 화소의 제1 방향을 따라 배열되는 각각의 군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화소 행을 선택하는 주

사 신호를 전송하는 복수의 제1 신호선(예를 들면, 주사 신호선이나 게이트선)과, 이 화소 어레이의 제1 방향을 따라 병설

되며 또한 복수의 화소 행의 주사 신호에 의해 선택된 것에 포함되는 화소에 그 각각의 표시 상태(예를 들면, 표시 계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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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표시 신호(예를 들면, 계조 전압)를 공급하는 복수의 제2 신호선(예를 들면, 영상 신호선이나 데이터선)과, 복수의

제1 신호선의 각각으로 주사 신호를 출력하는 제1 구동 회로와, 복수의 제2 신호선의 각각으로 표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구동 회로와, 영상 데이터(예를 들면,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영상 신호) 및 그 제어 신호(수직 동기 신호, 수평 동기 신호, 도

트 클럭 신호 등)를 프레임 기간마다 받고 또한 상술한 제1 구동 회로에 의한 주사 신호의 출력 간격을 제어하는 제1 클럭

신호(주사 클럭으로서 후술) 및 제1 클럭 신호에 의한 화소 행의 선택 공정(화소 어레이 1화면분의 주사 공정)의 개시를 지

시하는 주사 개시 신호를 제1 구동 회로로 송신하며 또한 상술한 영상 데이터로부터 제2 구동 회로에 의한 표시 신호 출력

에 이용되는 표시 데이터와 제2 구동 회로에 의한 표시 신호의 출력 간격을 제어하는 제2 클럭 신호(수평 데이터 클럭으로

서 후술)를 제2 구동 회로로 송신하는 표시 제어 회로를 구비한다.

  이 표시 제어 회로는, 제1 구동 회로에 표시 장치의 외부 회로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받는 프레임 기간마다(영상 데이터의

수직 주사 기간마다) 화소 어레이에서의 상기 화소 행 선택 공정을 적어도 2회 행하게 한다. 제2 구동 회로는, 이 프레임 기

간마다 행해지는 화소 행 선택 공정의 1회째에서 표시 데이터에 의한 표시 신호를 각각의 화소 행 선택에 따라 출력하고,

이 선택 공정의 2회째에서 화소 어레이를 1회째의 선택 공정보다 어둡게 표시하는 표시 신호를 선택된 화소 행의 각각으

로 출력한다. 이 화소 행 선택 공정의 2회째에서의 화소 어레이의 동작은, 블랭킹 화상 표시로서 후술된다.

  본 출원의 표시 장치의 다른 실시 형태는,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의 화소 어레이, 이에 병설된 복수의 제1 신호선(주사 신

호선 등) 및 복수의 제2 신호선(영상 신호선)과 제1 구동 회로 및 제2 구동 회로를 구비한다. 또한 2번째로서 예시되는 표

시 장치는, 제1 구동 회로로부터 제1 신호선으로의 주사 신호의 출력 간격을 제어하는 제1 클럭 신호(주사 클럭) 및 제1 클

럭 신호에 의한 화소 어레이에 걸치는 화소 행 선택(화소 어레이의 1화면분의 주사)을 개시시키는 주사 개시 신호를 제1

구동 회로로 송신하고, 또한 제2 구동 회로로부터 표시 신호의 출력 간격을 제어하는 제2 클럭 신호(수평 데이터 클럭)를

제2 구동 회로로 송신하는 표시 제어 회로와, 영상 제어 신호에 포함되는 도트 클럭 신호(Dot Clock Signal)보다 주파수가

높은 표시 클럭 신호(Display Clock Signal)를 발생하는 클럭 생성 회로를 구비한다. 이 표시 제어 회로는, 제1 구동 회로

에, 상기 주사 개시 신호에 의해 상기 표시 제어 회로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프레임 기간마다 화소 어레이에 걸치는(1

화면분의) 화소 행의 선택 공정을 적어도 2회 행하게 한다. 표시 제어 회로는, 화소 행 선택 공정의 1회째에서 영상 데이터

로부터 상술한 표시 클럭에 의해 표시 데이터를 판독하여 제2 구동 회로로 전송한다. 또한, 제2 구동 회로는 상기 화소 행

선택 공정의 1회째에서 상기 표시 데이터에 의한 제1 표시 신호를 상기 제2 클럭 신호에 호응하여 상기 화소 어레이에 공

급하며, 이 화소 행 선택 공정의 2회째에서 이 화소 어레이를 이 제1 표시 신호의 공급 후보다 어둡게 표시하는 제2 표시

신호를 이 제2 클럭 신호에 호응하여 이 화소 어레이에 공급한다. 이 제2 표시 신호에 의한 화소 어레이의 동작을 블랭킹

화상 표시라고도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상술한 어느 표시 장치에서도, 상기 표시 신호는 화소 어레이의 구조에 따라 계조 신호, 전압 신호(예를

들면, 화소 어레이가 액정 패널인 경우), 또는 전류 신호(예를 들면, 화소 어레이가 일렉트로 루미네센스 소자 어레이나 발

광 소자 어레이인 경우)로도 불린다.

  본 발명에 따른 상술한 어느 표시 장치에서, 상술한 제1 구동 회로는, 제1 클럭 신호에 호응하여 복수의 제1 신호선의 인

접하는 N라인(N은 2 이상의 자연수)을 선택하는 주사 신호를 제1 신호선의 N라인 걸러 순차적으로 출력해도 되고, 또한,

제2 클럭 신호의 N배(N은 2 이상의 자연수)의 주파수를 갖는 제1 클럭 신호에 호응하여 복수의 제1 신호선을 1라인마다

선택하는 주사 신호를 순차적으로 출력해도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상술한 어느 표시 장치에서, 상술한 제2 구동 회로는, 표시 제어 회로가 받는 영상 데이터의 수평 주

사 기간보다 짧은 간격으로 표시 신호를 출력해도 되고, 제2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영상 제어 신호에 포함되며 또한 표시

장치의 표시 제어 회로에 영상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평 동기 신호보다 높게 해도 된다.

  상술한 프레임 기간에서의 화소 행의 1회째의 선택 공정에, 이 프레임 기간 에서의 화소 행의 2회째의 선택 공정보다 긴

시간을 할당해도, 프레임 기간마다 화소 행을 선택하는 1회째 및 2회째에 각각 대응하는 주사 개시 신호의 제1 펄스와 제2

펄스의 간격을 1개 걸러 교대로 다르게 해도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상술한 어느 표시 장치에서, 상술한 프레임 기간에 화소 행의 1회째의 선택 공정에도 2회째의 선택

공정에도 할당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하고, 이 시간을 그 이전의 선택 공정에서 공급된 표시 신호를 화소 어레이에 유지하

는 시간으로 할당해도 된다.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의 상기 2번째의 예에서, 표시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영상 제어 신호에 포함되는 도트 클럭 신호

의 주파수보다 높게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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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술한 화소 어레이로서 액정 패널을 이용하며 또한 이것에 광을 조사하는 조명 장치를 포함하는 표시 장치에서는,

이 조명 장치의 점등 동작을 상술한 표시 제어 회로에 의해 프레임 기간마다 화소 행의 1회째의 선택 기간 중에 개시시키

며 또한 화소 행의 2회째의 선택 기간 중에 종료시키도록 제어하면 된다.

  또한, 상술한 표시 데이터 생성을 표시 장치의 외부에서 행하는 경우, 본 발명에 따른 제1 방향을 따라 배열되는 복수의

화소를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화소 행이 이 제1 방향에 교차하는 제2 방향을 따라 배열되는 화소 어레이와 이 화소 어레이

의 표시 동작을 제어하는 표시 제어 회로를 구비한 표시 장치는 하기와 같이 구동된다. 이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은, 표시

장치의 외부에서 생성된 표시 데이터를 프레임 기간마다 간헐적으로 표시 장치에 입력하는 공정과, 이 프레임 기간마다 복

수의 화소 행의 각각을 선택하는 주사 신호의 화소 어레이에의 입력 간격을 정하는 주사 클럭 신호, 화소 어레이에 걸쳐 화

소 행을 주사 클럭 신호에 호응하여 선택하는 동작(화소 어레이 1화면분의 주사)을 개시시키는 주사 개시 신호, 및 주사 신

호에 의해 선택된 화소 행(이것을 이루는 상기 화소의 일군)에 그 표시 상태를 정하는 표시 신호를 공급하는 간격을 정하는

타이밍 신호를 표시 제어 회로로부터 각각 출력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주사 개시 신호는, 프레임 기간마다 표시 데이터의

표시 장치에의 입력에 호응하여 출력되는 제1 주사 개시 신호와 이 표시 데이터의 표시 장치에의 입력 종료 후에 출력되는

제2 주사 개시 신호를 포함하도록 생성되며, 표시 신호는 이 제1 주사 개시 신호에 호응하여 화소 어레이에 입력되는 제1

표시 신호와 제2 주사 신호 전압에 호응하여 화소 어레이에 입력되는 제2 표시 신호를 포함하여 생성된다. 제1 표시 신호

는 표시 데이터에 기초하여, 제2 표시 신호는 화소 어레이의 표시 휘도를 이것에 제1 표시 신호가 공급된 후의 휘도보다 어

둡게 하는 신호로서, 모두 표시 장치 내부에서 생성된다.

  이러한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에서, 화소 어레이에 제2 표시 신호를 입력하는 기간에 주사 신호의 각각에서 선택되는 화

소 행의 수는, 이 화소 어레이에 제1 표시 신호를 입력하는 기간에서의 화소 행의 수보다 많게 해도, 화소 어레이에 제2 표

시 신호를 입력하는 기간의 주사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이 화소 어레이에 제1 표시 신호를 입력하는 기간의 주파수보다 높

게 해도 된다.

  또한, 주사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상술한 타이밍 신호의 주파수보다 높게 해도 된다.

  이상에 기술한 본 발명의 작용 및 효과와 그 바람직한 실시 형태의 상세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설명에서 명백해질 것이

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 및 그 구동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제1 내지 제6 실시예 및 이에 관련되는 도

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각각의 실시예의 설명에서 참조하는 도면에서, 동일 기능을 갖는 것은 동일 부호를 붙이고, 그 반

복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각각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는 노멀리 블랙 방식으로 화상을 표시하는 액정

표시 장치로서 기술되지만, 그 화소 구조를 상술한 바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일렉트로 루미네센스형이나

발광 소자 어레이형의 표시 장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제1 실시예》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 및 그 구동 방법을 도 1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도(시스템 블록도)를, 도 2는 이 표시 장치에 설치된 표시 제어 회로로의 입력 신호 및 그

것으로부터 출력 신호의 파형을 도시하는 타이밍도(Timing Chart)를 각각 도시한다. 표시 제어 회로는, 타이밍 컨트롤러

(Timing Controller)로도 불리며, 액정 표시 패널을 구비한 본 실시예의 표시 장치에서는 타이밍 컨트롤러(104)로서 도 1

에 도시된다. 도 1에 도시한 화소 어레이(이하, TFT형 액정 패널)(101)에는, 도 27을 참조하여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가

로 방향으로 연장되며 또한 세로 방향(가로 방향에 교차하는 방향)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게이트선과 그 각각을 따라 설치

된 복수의 화소 행이,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며 또한 가로 방향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신호선(데이터선이라고도 함)과 그 각

각을 따라 설치된 복수의 화소 열이 각각 형성된다. 화소 어레이(액정 표시 패널의 화면을 이룸)(101)의 상단에 설치된 복

수의 게이트선의 한쌍에는, 라인1 및 라인2가 각각 부기된다.

  <표시 장치의 개요>

  도 1에 도시한 본 실시예의 표시 장치는, XGA 클래스의 해상도를 갖는 TFT형 액정 패널(101)을 구비한 액정 표시 장치

(100)로서, 이 표시 장치에 텔레비전 수신기, 퍼스널 컴퓨터, DVD 플레이어(Digital Versatile Disc Player) 등의 영상 신

호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상 신호(이하, 영상 데이터)(120) 및 이 영상 데이터로부터 영상을 재생시키는 제어 신호(이하,

영상 제어 신호)(121)는 액정 표시 장치(100)에 구비된 타이밍 컨트롤러(104)에 입력된다. 영상 제어 신호(121)는, 예를

들면, 상술한 수직 주파수에 호응한 전압 펄스 열을 포함하는 수직 동기 신호 VSYNC, 수평 주파수에 호응한 수평 동기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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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포함하는 수평 동기 신호 HSYNC, 수평 주사 기간 및 수직 주사 기간마다 설치된 수평 귀선 기간(Horizontal

Retracing Period) 및 수직 귀선 기간(Vertical Retracing Period)을 표시 장치에 인식시켜 디스플레이 타이밍 신호

(Display Timing Signal) DTMG 및 수평 주사 기간마다 입력되는 개개의 영상 정보를 표시 장치에 식별시키는 도트 클럭

신호(Dot Clock Signal) DOTCLK를 포함한다.

  타이밍 컨트롤러(104)에는, 2개의 메모리 회로(프레임 메모리라고도 함)(105-1, 105-2)가 설치되고, 표시 장치에 입력

되는 영상 데이터(120)는 그 프레임 기간마다(프로그레시브 방식에서의 영상 데이터 입력의 경우) 또는 필드 기간마다(인

터레이스 방식에서의 영상 데이터 입력의 경우) 2개의 메모리 회로 중 어느 하나에 교대로 기입되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판독된다. 본 실시예의 경우, 예를 들면, 제1 프레임 기간에 액정 표시 장치(100)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120)가 메모리 회

로(105-1)에 기입된 후, 제1 프레임 기간에 연속되는 제2 프레임 기간에서 액정 표시 장치(100)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

(120)가 메모리 회로(105-2)에 기입되며, 또한 메모리 회로(105-1)에 기입된 영상 데이터(120)가 액정 표시 장치(100)

에서의 영상 재생에 적합한 양식으로 판독된다. 다음으로, 제2 프레임 기간에 연속되는 제3 프레임 기간에서 액정 표시 장

치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120)가 메모리 회로(105-1)에 기입되며, 또한 메모리 회로(105-2)에 기입된 영상 데이터가

액정 표시 장치(100)에서의 영상 재생에 적합한 양식으로 판독된다. 이러한 영상 데이터의 메모리 회로(105)에의 기입과

그것으로부터의 판독이 프레임 기간마다 반복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영상 데이터 처리용의 메모리 회로(105)를 2개 설치

하고 있지만, 그 수는 표시 장치에 요청되는 기능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회로를 나타내는 참조 번

호에 부가된 서픽스(Suffix) -1, -2는,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100)에 구비된 타이밍 컨트롤러(104)에 접속된 2개의

메모리 회로를 식별시키는 것이며, 이들 서픽스가 생략되어 기록되는 참조 번호 105는 메모리 회로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면 된다. 또한, 이후, 영상 데이터(120)의 액정 표시 장치에의 입력 주기(상술한 수직 주사 기간)를 프레임 기간으로

총칭하지만, 이 프레임 기간은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영상 데이터(120)를 액정 표시 장치(100)에 입력하는 경우에 필드 기

간으로 재기입할 수 있다.

  액정 표시 장치(100)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120)는, 그 프레임 기간마다 타이밍 컨트롤러(104)의 제1 포트(109)로부터

메모리 회로(105-1)의 제어 신호(108)에 따라 메모리 회로(105-1)에 기입되거나 또는 그것으로부터 판독되며, 혹은 제2

포트(111)로부터 메모리 회로(105-2)의 제어 신호(110)에 따라 메모리 회로(105-2)에 기입되거나 또는 그것으로부터 판

독된다. 영상 데이터의 메모리 회로(105-1, 105-2)에의 기입과 그것으로부터의 판독은, 상술한 바와 같이 1프레임 기간

걸러 교대로 행해진다. 이 때문에, 제어 신호(108, 110)는 프레임 메모리 제어 신호라고도 한다. 또한, 제어 신호(108)에

의한 제1 포트(109)를 통한 영상 데이터의 메모리 회로(105-1)에의 기입 및 그것으로부터의 판독과, 제어 신호(110)에 의

한 제2 포트(111)를 통한 영상 데이터의 메모리 회로(105-2)에의 기입 및 그것으로부터의 판독은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

다.

  <표시 제어 회로에서의 영상 데이터 처리>

  본 실시예에서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영상 데이터(120)는 그 수평 주사 기간마다,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펄스

에 호응하여, L1, L2, L3, …의 데이터군으로 분리되어 순차적으로 액정 표시 장치(100)의 타이밍 컨트롤러(104)에 입력

된다(영상 데이터의 파형 참조). 데이터군 L1, L2, L3, …은, 각각의 수평 주사 기간 사이에 전송되는 귀선 기간(Retracing

Periods, 수평 귀선 기간이라고도 함) RET에 의해 시간축 방향으로 구획되며, 표시 장치에 의해 수평 주사 기간마다 인식

된다. 그러나, 타이밍 컨트롤러(104)로부터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전송되는 소위 드라이버 데이터(Driver Data)는, 상

기 수평 주사 기간마다의 데이터군을 1수평 주사 기간 걸러, 예를 들면 홀수번째의 수평 주사 기간에 대한 데이터군 L1,

L3, L5, …으로서, 타이밍 컨트롤러(104)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된다. 이와 같이 타이밍 컨트롤러(104)로부터의 데이터

군의 출력을, 이것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104)의 데이터군의 일부만을 이용하여 행하는 이유는 후술하지만, 타이밍 컨

트롤러(104)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104)는 액정 표시 장치(100)에서의 영상 재생에 맞춰 그 출력 형태도 변화되기 때문

에, 영상 데이터의 프레임 기간에 따라 타이밍 컨트롤러(104)로부터 출력되는 수평 주사 방향별의 상기 데이터군을 통합

하여, 이후, 표시 데이터(Display Data)로 부른다.

  이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예를 들면, 상술한 제1 프레임 기간에서 제1 포트(109)를 통해 메모리 회로(105-1)에 기입

된 영상 데이터의 홀수번째의 수평 주사 기간에 대응하는 데이터군만을 상기 제2 프레임 기간의 전반에서 제어 신호(108)

에 호응시켜 메모리 회로(105-1)로부터 제1 포트(109)를 통해 판독하여, 드라이버 데이터(또는 표시 데이터)(106)로서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전송한다. 또한, 이 제2 프레임 기간에서 제2 포트(111)를 통해 메모리 회로(105-2)에 기입된 영

상 데이터의 짝수번째의 수평 주사 기간에 대응하는 데이터군만을 상기 제3 프레임 기간의 전반에서 제어 신호(110)에 호

응시켜 메모리 회로(105-2)로부터 제1 포트(111)를 통해 판독하여, 드라이버 데이터(106)로서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전송한다. 이 예에서는, 제2 프레임 기간에서의 제1 포트(109)로부터의 드라이버 데이터의 판독 중에 제1 포트(109)를 통

해 메모리 회로(105-1)에의 영상 데이터의 기입은 행해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제3 프레임 기간에서의 제1 포트(110)로부

터의 드라이버 데이터의 판독 중에 제2 포트(111)를 통해 메모리 회로(105-2)에의 영상 데이터의 기입도 행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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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실시예에서는, 여기서 예시한 제2 프레임 기간이나 제3 프레임 기간의 전반과 같이, 프레임 기간마다 이것을 2등분

하여 얻어지는 전반의 시간대(Time Zone)를 제1 필드, 프레임 기간마다의 후반의 시간대를 제2 필드로 편의적으로 부른

다.

  본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에 구비된 TFT형의 화소 어레이(또는 액정 패널)(101)는, 그 수평 방향(도 1의 가

로 방향)으로 1024도트의 화소군을 배열하여 이루어지는 화소 행이, 그 수직 방향(도 1의 세로 방향)으로 768개 병설된

XGA 클래스의 해상도(정밀도)를 갖는다. 컬러 영상 표시에 대응하는 기종의 경우, 각각의 화소는, 예를 들면 광의 3원색에

따라 액정 패널(101)의 수평 방향으로 3분할된다(도 1의 가로 방향으로 3072도트의 화소가 배열된다). 이 액정 패널(101)

에는, 수평 방향으로 배열되는 화소의 각각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3072개(컬러 영상 표시 대응의 액정 패널의

경우)의 신호선이 수평 방향으로 병설되며, 수직 방향으로 배열되는 화소 행의 각각에 대하여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768

개의 게이트선이 수직 방향으로 병설된다. 액정 패널(101)에는, 그 신호선의 각각에 표시 데이터에 따른 전압을 공급하는

데이터 드라이버(영상 신호 구동 회로)(102)가, 그 게이트선의 각각에 주사 신호에 따른 전압을 인가하는 주사 드라이버

(주사 신호 구동 회로)(103)가 설치된다. 데이터 드라이버(102)에는, 상술한 드라이버 데이터(106) 외에, 데이터 드라이버

(102)에서 드라이버 데이터(106)에 기초하여 신호선의 각각에 공급해야 할 계조 전압을 발생시키는 데이터 드라이버 구동

신호군(107)이 타이밍 컨트롤러(104)로부터 전송된다. 데이터 드라이버 구동 신호군(107)에는, 드라이버 데이터(106)에

포함되는 데이터군과 그 각각에 대응하는 수평 주사 기간과의 관계를 데이터 드라이버(102)에 인식시키는 수평 데이터 클

럭(Horizontal Data Clock) CL1과, 각 수평 주사 기간에 대응하는 데이터군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각각과 액정 패널(101)

의 신호선과의 관계를 데이터 드라이버(102)에 인식시키는 도트 클럭(Dot Clock) CL2가 포함된다. 또한, 화소 어레이의

1화면을 타이밍 컨트롤러(104)로부터 수평 주사 기간마다 전송되는 데이터군에서 주사하는 일련의 공정의 개시와 종료를

지시하는 주사 개시 신호(Scanning Start Signal) FLM도 필요에 따라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전송된다. 한편, 주사 드라

이버(103)에는, 상기 수평 주사 기간에 호응하여 계조 전압을 공급해야 할 화소 행을 선택하는, 환언하면 각각의 화소 행에

대응하는 게이트선에 주사 신호를 인가하는 타이밍을 제어하는 주사 클럭(Scanning Clock)(112)과 상술한 주사 개시 신

호(113)가 타이밍 컨트롤러(104)로부터 전송된다.

  도 2의 입력 데이터의 파형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텔레비전 수신기, 퍼스널 컴퓨터, DVD 플레이어 등의 영상 신호원으

로부터 송신되는 영상 데이터(120)는, 영상 신호원으로부터 송신되는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펄스에 호응한 수평 주사

기간마다의 데이터 L1, L2, L3, …과 함께 순차적으로 액정 표시 장치(100)에 입력되며, 액정 표시 장치(100)에 설치된 메

모리 회로(105-1, 105-2) 중 어느 하나에 저장된다. 수평 주사 기간마다 액정 표시 장치(100)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120)

는, 종래 액정 표시 장치(100)의 게이트선마다 대응하는 1라인분의 표시 데이터로서 취급되며, 각각의 게이트선에 대응하

는 화소 행에 공급되는 계조 전압의 생성에 이용되었다. 예를 들면, 도 2에서의 영상 데이터 L1, L3, L5, …은 홀수 라인의

데이터로서, 영상 데이터 L2, L4, …은 짝수 라인의 데이터로서, 액정 표시 장치(100)의 화소 어레이의 각각에 대응하는

화소 행에 표시되어 있었다. 영상 신호원으로부터 수평 주사 기간마다 전송되는 일련의 데이터의 액정 표시 장치(100)에

의 입력이 완료됨으로써, 액정 표시 장치(100) 내에 1화면의 영상을 재생시키는 정보가 모두 나온다. 이 상태를 환언하면,

1프레임 기간의 영상 데이터의 액정 표시 장치(100)에의 입력이 완료된다. 1프레임 기간의 영상 데이터의 액정 표시 장치

에의 입력은, 이와 함께 영상 신호원으로부터 송신되는 수직 동기 신호 VSYNC의 펄스에 호응하여 개시되며, 이 수직 동기

신호 VSYNC의 펄스에 연속되는 다음 수직 동기 신호 VSYNC의 펄스로 종료된다. 또한, 다음 수직 동기 신호 VSYNC의

펄스에 호응하여, 이 1프레임 기간에 연속되는 다음 1프레임 기간의 영상 데이터의 액정 표시 장치에의 입력이 개시된다.

따라서, 1화면분의 영상 데이터가 액정 표시 장치에 입력되는 1프레임 기간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직 동기 신호

VSYNC의 펄스의 간격에 대강 대응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액정 표시 장치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그 수평 주사 기간마다, 환언하면, 라인마다 판독하는 대신에,

도 2의 드라이버 데이터의 파형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그 홀수번째 또는 짝수번째의 수평 주사 기간(라인)마다 판독하여,

드라이버 데이터(표시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홀수번째 또는 짝수번째의 수평 주사 기간(라인)마다 영상 데이터를 판독하

는 공정은, 상술한 수평 데이터 클럭의 파형 CL1의 펄스에 호응시켜 행해진다. 이 때문에, 액정 표시 장치에 입력된 1프레

임 기간분의 영상 데이터는, 이것을 메모리 회로(105)에 기입할 때에 필요한 수평 동기 신호(HSYNC) 펄스의 반수의 수평

데이터 클럭(CL1) 펄스로 드라이버 데이터로서 판독된다. 따라서,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주파수를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주파수와 동일하게 설정한 경우, 프레임 기간마다 그 1/2의 기간인 제1 필드 기간에서 1화면분의 홀수 라인분

또는 짝수 라인분의 영상 데이터가 드라이버 데이터(표시 장치의 구동에 이용되는 표시 데이터)로서 판독된다.

  한편, 1화면분의 홀수 라인분 또는 짝수 라인분의 영상 데이터를 드라이버 데이터로서 판독하는 일련의 공정은, 주사 개

시 신호 FLM의 펄스에 의해 개시되며, 이에 연속되는 다음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로 종료된다. 또한, 다음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에 호응하여, 다음 드라이버 데이터를 판독하는 일련의 공정이 개시된다. 이 때문에, 수평 데이터 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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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1과 수평 동기 신호 HSYNC를 동일한 주파수(동일한 간격으로 펄스가 발생되는 파형)로 설정하고, 또한 주사 개시 신

호 FLM의 펄스 간격을 수직 동기 신호 VSYNC의 펄스 간격의 1/2로 설정함으로써, 영상 데이터의 1프레임 기간 내에 1화

면분의 드라이버 데이터를 2회 반복하여 판독하며 또한 그 영상 정보로 화소 어레이를 2회 주사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와 같이 수평 데이터 클럭 CL1과 주사 개시 신호 FLM의 주파수를 각각 설정한 상태에서, 동일한 영

상 정보(상기 1프레임 기간에 판독되는 드라이버 데이터에 기초함)로 화소 어레이를 2회 주사하지 않고, 이 영상 정보에

의해 화소 어레이(101)를 1프레임 기간의 처음에 1회 주사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 정보보다 화소 어레이(101)를 어둡게

표시하는 데이터, 즉 블랭킹 데이터(또는, 마스킹 데이터)로 화소 어레이(101)를 1회 주사한다. 화소 어레이(101)의 영상

표시 동작을 제어하는 상술한 수평 데이터 클럭 CL1, 도트 클럭 CL2, 주사 개시 신호 FLM, 및 주사 클럭(후술하는 파형

CL3을 가짐)을 포함하는 표시 제어 신호의 각각은 타이밍 컨트롤러(104) 또는 이것과 그 주변의 회로로 생성된다. 본 실시

예에서는, 이들 표시 제어 신호를 영상 데이터와 함께 표시 장치에 입력되는 영상 제어 신호(상술한 수직 동기 신호

VSYNC 등)를 분주기(Frequency divider) 등을 통해 생성하였지만, 영상 제어 신호의 일부를 표시 제어 신호로 전용해도

되고, 표시 제어 회로 내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한 펄스 발진기(Pulse Oscillator)에 의해 생성해도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100)는, 이것에 입력된 영상데이터의 절반을 판독하여 드라이버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라인 수는 화소 어레이(101)의 화소 행 수보다 작아진다. 그러나, 1라인분의 영상 데이터를 판독하여

생성된 드라이버 데이터의 각각을, 화소 어레이(101)에서 수직 방향으로 인접하는 한쌍의 화소 행에 입력시킴으로써, 드

라이버 데이터의 라인 수와 화소 어레이(101)의 화소 행 수(게이트선의 라인 수)와의 차를 해소한다. 또한, 1프레임 기간

걸러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군과 짝수 라인군을 교대로 판독하여 드라이버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표시 화상의 품질을

확보한다. 또한, 1프레임 기간마다 화소 어레이(101)에 기입된 영상을, 이 영상보다 화소 어레이를 어둡게(예를 들면, 흑색

이나 이에 가까운 색으로) 표시하는 블랭킹 데이터로 마스크하여, 특히 동화상으로서 표시되는 물체의 윤곽의 열화

(Blurring)을 해소한다.

  도 2의 타이밍차트와 같이 판독된 드라이버 데이터(상기 영상 데이터를 표시 장치의 동작에 적합하게 한 표시 데이터)는,

화소 어레이(101)에서, 데이터 드라이버(102)에 의해 계조 전압으로 변환되며, 수평 데이터 클럭 CL1에 호응하여 각 신호

선으로 순차적으로 출력된다.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인접하는 한쌍의 펄스 사이에서 규정되는 화소 어레이(101)의 수평

주사 기간에 대응하여, 주사 드라이버(103)로부터 각각의 수평 주사 기간에 선택되어야 하는 게이트선에 주사 신호가 인

가되고, 이에 대응하는 화소 행에 포함되는 화소의 각각에 상기 계조 전압이 공급된다. 주사 드라이버(103)는, 타이밍 컨트

롤러(104)로부터 이에 공급되는 주사 클럭 CL3의 펄스에 호응하여 주사 신호를 각각의 게이트선으로 출력한다. 상술한 바

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영상 데이터를 1라인 걸러 판독하여 수평 주사 기간마다 드라이버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드라

이버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한 계조 전압을 화소 행의 인접하는 한쌍에 인가하기 때문에, 화소 어레이(101)의 수평 주사

기간마다 게이트선을 차례대로 선택하는 종래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액정 표시 장치(100)는 구동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의 구동 방법의 2가지의 예는, 도 3 및 도 4의 타이밍차트에 각각 도시된다. 또한, 화소 어레이

(101)의 표시 동작에서의 수평 주사 기간 및 수직 주사 기간은, 상술한 영상 데이터와 함께 액정 표시 장치(100)에 입력되

는 수평 주사 기간 및 수직 주사 기간의 각각과 명확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이후, 전자를 수평 기간(Horizontal Period), 후

자를 수직 기간(Vertical Period)으로 부른다.

  <화소 어레이의 구동예: 그 1>

  도 3은 주사 클럭 CL3의 1펄스에 호응하여 복수의 게이트선에 주사 신호(후술하는 게이트 선택 펄스)를 인가할 수 있는

주사 드라이버(103)를 구비한 화소 어레이(액정 패널)(101)의 구동 방법의 일례를 도시한다. 이 화소 어레이(101)에 병설

된 복수의 게이트선(그 각각에 대응하는 화소 행)의 인접하는 한쌍은, 주사 클럭 CL3의 펄스마다 그 수직 방향을 따라 순

차적으로 선택된다. 이러한 화소 어레이(101)의 구동 방법은, 2라인 동시 선택에 의한 화소 어레이의 주사로도 불린다. 도

3의 구동 방법에서는,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 및 그 전압 펄스의 위상을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주파수 및 그 전압 펄스

의 위상에 맞추고 있다.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인접하는 한쌍의 전압 펄스의 간격은, 화소 어레이의 동작에서의 1수평

기간에 상당한다. 도 3에 도시한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은, 타이밍 컨트롤러(104)로부터 수평 기간마다 데이터 드라이

버(102)로 전송되는 드라이버 데이터에 기초하여 데이터 드라이버(102)에서 생성되는 계조 전압군에 상당한다. 이 계조

전압군은, 1수평 기간분의 드라이버 데이터로부터 도트 클럭 CL2에 호응하여 각각의 신호선에 대응하는 요소를 데이터

드라이버(102)에 인식시키고, 그 인식에 기초하여 수평 기간마다 각각의 신호선에 대응하는 화소에 인가해야 할 전압 신

호를 데이터 드라이버(102)에 설정시킨다.

  도 2 및 도 3의 타이밍차트는, 수직 동기 신호 VSYNC의 패널에 호응하여 타이밍 컨트롤러(104)에 입력되는 1프레임 기

간분의 영상 데이터를 이루는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패널에 호응한 라인마다의 데이터군을 홀수번 라인(홀수번째의

수평 주사 기간)에 대응하는 것만을 드라이버 데이터로서 판독하는 프레임 기간의 전반(상술한 제1 필드)을 부분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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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는, 이것에 설치된 메모리 회로

(105-1, 105-2) 중 어느 하나에 일단 저장되기 때문에, 도 2에 도시한 드라이버 데이터의 파형은, 이것에 도시되는 입력

데이터보다 적어도 1프레임 기간 전에 표시된 다른 입력 데이터에 대응한다. 그러나, 프레임 기간마다 입력되는 영상 데이

터의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펄스에 호응한 데이터군 L1, L2, L3, L4, L5, …의 배열 및 이 데이터군 사이에 삽입되는

수평 귀선 기간 RET의 길이는 대강 동일하다

  한편, 도 2에 도시한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에서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에 호응하여 드라이버 데이터(표시 데이

터)로서 판독되는 홀수 라인의 데이터군 L1, L3, L5, L7, L9, …은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전송되며, 화소 어레이(101)의

수평 기간마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은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의 파형 L1, L3, L5, L7, L9, …이 생성된다. 드라이버

데이터를 이루는 데이터군 L1, L3, L5, L7, L9, … 사이에는, 영상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수평 귀선 기간 RET가 삽입되지

만,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의 파형 L1, L3, L5, L7, L9, … 사이에는 이것이 삽입되지 않는

다. 수평 기간마다 전자선을 화면의 수평 방향으로 소인(Sweep)하는 음극선관과 달리, 수평 기간마다 선택되는 복수의 화

소에 계조 전압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액정 표시 장치 등의 홀드형 표시 장치에서는, 임의의 수평 기간에서의 계조 전압

의 출력이 종료되자마자 그 다음 수평 기간에서의 계조 전압의 출력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수평 귀선 기간이나 수직 귀

선 기간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수평 기간마다의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 L1, L3, L5, L7, L9, L11, …의 각각에 대하여, 화소 어레이 내의 게

이트선에는, 그 최상단에 위치하는 한쌍 G1, G2(도 1의 라인1, 라인2에 각각 상당), 다음의 한쌍 G3, G4, 그 다음의 한쌍

G5, G6의 순으로 2라인마다 하이 레벨의 주사 신호가 인가된다. 각 게이트선에 인가되는 주사 신호의 파형은, 각각의 게

이트선의 번지 G1, G2, G3, G4, G5, G6, …의 우측에 도시되며, 그 레벨이 하이인 게이트선만이 선택되고, 그 레벨이 로

우인 게이트선은 선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각각의 게이트선의 주사 신호에 발생하는 펄스형의 파형(도 3의 경우, 하이

레벨로 되는 기간)은 게이트 선택 펄스로도 불리며, 타이밍 컨트롤러(104)로부터 보내어지는 주사 클럭 CL3의 펄스에 호

응하여 주사 드라이버(103)에 의해 생성된다. 통상의 주사 드라이버(103)는 주사 클럭 CL3의 펄스마다 게이트 선택 펄스

를 1개의 게이트선으로 출력하지만, 도 3에 도시한 구동 방법에 이용되는 주사 드라이버(103)는 그 동작 모드의 설정에 의

해 주사 클럭 CL3의 펄스마다 게이트 선택 펄스를 복수개의 게이트선으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한쌍의 게이트선 G1, G2

로부터 각각의 게이트선쌍(Respective Pair of Gate Lines)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일련의 공정은, 주사 개시 신호 FLM

의 펄스(도 3에서, 그 파형이 하이 레벨로 되는 기간)에 호응하여 개시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

(100)에는 XGA 클래스의 해상도를 갖는 화소 어레이(101)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시 화면의 수직 방향으로 병설

되는 768개의 게이트선(768행의 화소)의 선택은, 주사 클럭 CL3에 생기는 384개의 펄스로 완료된다. 또한, 도 2에 도시

한 드라이버 데이터 L1, L3, L5, L7, L9, …가 판독되고, 도 3에 도시한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 L1, L3, L5, L7, L9, …

가 각 신호선에 인가되는 프레임 기간에 연속되는 다음 프레임 기간(그 제1 필드)에서는, 짝수 라인의 영상 데이터에만 상

당하는 드라이버 데이터 L2, L4, L6, L8, …이 판독되고,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 L2, L4, L6, L8, …이 각 신호선에 인

가된다.

  <화소 어레이의 구동예: 그 2>

  한편, 도 4는 2라인 동시 선택 기능을 갖지 않는 시프트 레지스터 동작의 주사 드라이버(103)를 구비한 화소 어레이(액정

패널)(101)의 구동 방법의 일례를 도시한다. 이 구동예에서는,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를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주파수

의 2배로 설정하여, 그 펄스를 화소 어레이의 수평 기간마다 2회 발생시킨다. 이 구동예에서도, 도 2에 도시한 프레임 기간

의 제1 필드에서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에 호응하여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의 데이터군 L1, L3, L5, L7, L9, …을

드라이버 데이터로서 판독하여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전송하고, 화소 어레이의 수평 기간마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의 파형 L1, L3, L5, L7, L9, …을 생성한다. 또한, 도 2에 도시한 드라이버 데이터 L1, L3, L5,

L7, L9, …을 판독하는 프레임 기간에 연속되는 다음 프레임 기간(그 제1 필드)에서는, 짝수 라인의 영상 데이터에만 상당

하는 드라이버 데이터 L2, L4, L6, L8, …이 주사 드라이버(103)로 전송되며, 도 4에 도시한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도

이 드라이버 데이터 L2, L4, L6, L8, …에 대응한 것으로 교체된다.

  도 4의 구동예에서는,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을 액정 표시 장치(100)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120)의 수평 동기 신호

HSYNC와 동일한 주파수로 설정하고, 영상 데이터(도 2의 입력 데이터)의 수평 주사 기간과 동일한 수평 기간에서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 각각의 화소 행에 인가되는 계조 전압군을 출력한다.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 간격으로 규정되

는 수평 기간마다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 신호선의 각각으로 출력되는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 L1, L3, L5, L7,

L9, …의 각각은, 게이트선의 2라인에 대응하는 화소군(2개의 화소 행을 이룸)에 입력되지만, 도 3의 구동예와 달리, 하나

걸러 배열되는 화소 행(예를 들면, 홀수번의 화소 행)에는 연속하는 한쌍의 수평 기간으로 출력되는 2개의 데이터 드라이

버 출력 전압이 입력된다. 도 4의 구동예에 이용되는 주사 드라이버(103)는, 주사 클럭 CL3의 1펄스에 호응하여 복수의

게이트선으로 게이트 선택 펄스를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한 1개의 게이트선마다로의 게이트 선택 펄스의 출력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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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짧게 한다. 이 때문에,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를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주파수보다 높게 함으로써, 각 프레임 기

간의 상기 제1 필드에 완료되는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의 일련의 계조 전압(예를 들면, 도 4에 도시한 데이터 드라이

버 출력 전압 L1, L3, L5, L7, L9, …)의 출력에 화소 어레이의 1화면분의 주사를 추종시킨다. 그러나, 주사 클럭 CL3의 주

파수를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주파수의 2배로 설정하고, 각각의 게이트선에 인가되는 게이트 선택 펄스를 주사 클럭

CL3의 N번째(N은 자연수)의 펄스에 호응하여 발생시키고 또한 (N+1)번째의 펄스에 호응하여 없애면, 각각의 화소 행에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이 공급되는 시간도 짧아져, 프레임 기간마다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의 휘도가 부족한다.

  이에 대하여 도 4의 구동예는, 게이트선마다의 게이트 선택 펄스를 주사 클럭 CL3의 N번째의 패널에 호응하여 발생시키

며 또한 그 (N+2)번째의 펄스에 호응하여 없앰으로써, 이것이 게이트선에 인가되는 기간을 도 3의 구동예와 마찬가지로

화소 어레이의 1수평 기간과 동일한 길이로 연장시킨다. 이 때문에, 게이트선의 일군에는 화소 어레이의 1수평 기간(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에 호응하여 게이트 선택 펄스가 인가되고, 다른 군에는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로부터 위

상을 어긋나게 하여 게이트 선택 펄스가 인가된다. 도 4의 구동예에서는, 짝수번의 게이트선군 G2, G4, G6, …에 게이트

선택 펄스가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에 동기하여 순차적으로 인가되고, 홀수번의 게이트선군 G1, G3, G5, …에 게

이트 선택 펄스가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보다 1수평 기간의 1/2만큼 빠른 타이밍에서 순차적으로 인가된다. 따라

서, 후자 중, 예를 들면 게이트선 G3에 대응하는 화소 행에는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 L1과 L3이, 게이트선 G5에 대응

하는 화소 행에는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 L3과 L5가 각각 인가된다. 게이트 선택 펄스는, 도 4의 타이밍차트에 도시한

구동예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홀수번의 게이트선군 G1, G3, G5, …에 게이트 선택 펄스를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에 동기시켜 순차적으로 인가하고, 또한 짝수번의 게이트선군 G2, G4, G6, …에 게이트 선택 펄스를 수평 데이터 클

럭 CL1의 펄스보다 1수평 기간의 1/2만큼 느린 타이밍에서 순차적으로 인가한다.

  이와 같이 1행 걸러 배치되는 화소 행에 연속하는 한쌍의 수평 기간의 각각에 대응한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계조 전

압)을 입력하면, 도 3의 구동예와 같이 2행의 화소 행마다 동일한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을 입력하는 경우에 비해 화

면의 수직 방향에서의 외관의 해상도가 향상된다. 도 4의 구동예에서는,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의 예를 들면 L3이, 이

에 대응하는 수평 기간의 전반에 게이트선의 2라인 G3, G4에 대응하는 화소 행에, 그 후반에 게이트선의 2라인 G4, G5에

대응하는 화소 행에 각각 공급된다. 따라서, 도 4에 도시한 구동예는 도 3에 도시한 구동예와는 다르지만, 의사적인 2라인

동시 선택으로 화면 상에 영상을 생성한다. 또한, 게이트선 G1에 대응하는 화소 행에는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 L1이

수평 기간의 1/2에 상당하는 시간 내에 공급될 뿐이기 때문에, 그 휘도 부족이 걱정되지만, 이 화소 행은 화소 어레이의 단

부에 있기 때문에, 그 휘도 부족은 표시 장치의 사용자에게 인식되기 어렵다.

  <화상 표시 타이밍>

  본 실시예에서는,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상술한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시켜, 이것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프레임 기간마다, 그 전반(제1 필드)에서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는 영상을 화소 어레이에 생성하고, 그 후반

(제2 필드)에 제1 필드에서 생성된 영상을 블랭킹 데이터에 의해 소위 마스크한다. 도 5의 타이밍차트는, 시간축을 따라

연속하는 3개의 프레임 기간(그 각각은 양단에 화살표가 붙여진 선으로 도시함)을 예로 들어, 각각의 프레임 기간에서의

영상의 생성과 그 마스킹 공정의 개요를 설명한다. 설명의 편의상, 도 5에 도시한 3개의 프레임 기간 각각을, 이것을 나타

내는 선의 상측에 첨부된 번호에 따라 도 5의 좌측으로부터 제1 프레임 기간, 제2 프레임 기간, 제3 프레임 기간으로 명명

한다.

  도 5에 도시한 제1 프레임 기간, 제2 프레임 기간, 및 제3 프레임 기간의 각각은, 또한 제1 필드와 이것에 연속되는 제2

필드로 분리된다. 제1 필드 및 제2 필드는, 양단에 화살표가 붙여진 선으로 각각 도시되며, 그 선의 상측에 부가된 번호로

식별된다. 도 5로부터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프레임 기간의 개시에 따른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제1 펄스)에 호

응하여 제1 필드가 개시되고, 이 제1 패널에 이어서 발생하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제2 펄스)에 호응하여 제1 필드

가 종료되며 또한 제2 필드가 개시된다. 또한, 주사 개시 신호 FLM의 제2 펄스에 이어서 발생하는 펄스에 호응하여, 이 프

레임 기간이 그 제2 필드와 함께 종료되며 또한 다음 프레임 기간이 그 제1 필드와 함께 개시된다. 이러한 주사 개시 신호

의 펄스 FLM마다에 의한 제1 필드와 제2 필드의 전환이 프레임 기간마다 반복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화소 어레이(101)의 게이트선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일련의 공정은,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도

5에서, 그 파형이 하이 레벨로 되는 기간)에 호응하여 개시된다. 화소 어레이의 게이트선을 2개마다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도 3의 구동예에서도, 화소 어레이의 게이트선을 수평 데이터 클럭 CL1보다 주파수가 높은 주사 클럭에서 1개마다 순차적

으로 선택하는 도 4의 구동예에서도, 화소 어레이 전역의 주사(화소 어레이에의 1화면분의 화상 입력)는 1프레임 기간의

1/2에 상당하는 시간 내에(상술한 제1 필드 및 제2 필드 중 어디에서도) 완료된다. 따라서,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에

호응하여 개시되는 제1 필드에서,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분 또는 짝수 라인분을 드라이버 데이터로서 판독하고 또한 이

드라이버 데이터에 따른 계조 전압군(도 3 및 도 4에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전압으로서 도시함)을 수평 데이터 클럭 C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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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펄스에 호응하여(화소 어레이의 수평 기간마다) 화소 어레이의 신호선의 각각에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일련의 공정을 도

3 및 도 4의 구동예에 의해 화소 어레이의 게이트선을 순차적을 선택하는 일련의 공정에 대응시켜(동기시켜), 각각의 공정

을 제1 필드의 종료 시까지 완료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영상 데이터는 그 수직 귀선 기간에서 프레임

기간마다 단속되어 표시 장치에 입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정의 종료 시각은 제1 필드(영상 데이터의 프레임

기간의 1/2로서 정해짐)의 종료 시각보다 빨라지는 경우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액정 표시 장치(100)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120)를 그 프레임 기간마다 메모리 회로(105-1, 105-2)

에 교대로 저장한다. 또한, 프레임 기간마다, 그 제1 필드에서 영상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회로(105)로부터 그 홀수 라인

분 또는 짝수 라인분을 타이밍 컨트롤러(104)에 의해 드라이버 데이터(106)로서 판독하여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전송

하고, 이 드라이버 데이터에 대응하는 계조 전압군을 수평 기간마다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시킨다.

이 계조 전압의 출력을, 도 3 또는 도 4에 도시한 화소 어레이의 게이트선 선택 공정에 호응시켜(도 3의 구동예에서는 종종

동기시켜) 행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제1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에의 화상의 입력이 완료된다. 이 화상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표시 장치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된다. 제1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에 설치된 화소 각각에 공급되는

계조 전압을 설명의 형편상, 제1 계조 전압으로 부르고, 화소 어레이의 모든 화소에 공급되는 제1 계조 전압을 통합하여 제

1 계조 전압군으로 부른다.

  제1 필드에 연속하는 제2 필드(본 실시예에서는 프레임 기간의 후반)에서는,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 제1 계조 전압

군과는 다른 계조 전압군이, 수평 기간마다 도 3 또는 도 4에 도시한 화소 어레이의 게이트선 선택 공정에 호응하여 출력된

다. 제2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의 화소 각각에 공급되는 계조 전압(이하, 제2 계조 전압) 중 적어도 하나는, 이에 대응하는

제1 계조 전압(동일한 번지의 화소에 제1 필드에서 공급됨)보다 화소를 어둡게 표시하도록 설정된다. 설명의 형편상, 제2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의 모든 화소에 공급되는 제2 계조 전압을 통합하여 제2 계조 전압군으로 부른다. 예를 들면, 제2 계

조 전압군을 이루는 제2 계조 전압 전체를, 화소를 검게 표시하는(액정 표시 장치의 경우, 액정층의 광 투과율을 최소로

함) 전압값이나, 화소를 소정의 계조보다 낮은 색(흑에 가까운 회색)으로 표시하는(액정 표시 장치의 경우, 액정층의 광 투

과율을 소정의 낮음으로 억제함) 전압값으로 설정한다. 이 전자의 예에 의한 제2 계조 전압군은 흑 데이터(Black Data) 또

는 흑 전압(Black Voltage)으로도 불리며, 후자의 예에 의한 제2 계조 전압군은 회색 데이터(Gray Data) 또는 회색 전압

(Gray Voltage)으로도 불린다. 제2 계조 전압군을 이루는 제2 계조 전압의 전압값은, 상술한 설정예 이외에도, 예를 들면

일부의 제2 계조 전압을 이것이 공급되는 화소에 따라 다른 제2 계조 전압과 다르게 해도 된다. 이 경우, 제1 필드 기간에

판독되는 드라이버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제1 계조 전압에서 다른 화소보다 한층 더 밝게 표시되는 화소(또는 화소군)에

흑 전압을, 다른 화소에 회색 전압을 제2 계조 전압으로서 공급하거나, 또는, 제1 계조 전압에서 어둡게 표시되는 화소(또

는 화소군)에 회색 전압을, 그 밖의 화소에 흑 전압을 제2 계조 전압으로서 공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제2 계조 전압군에서 화소 어레이를 주사하여, 화소 어레이 전역의 휘도를 떨어뜨리고, 제1 계

조 전압군에서 화소 어레이에 표시된 화상을 흑 또는 이에 가까운 어두운 색으로 피복한다. 이에 의해, 프레임 기간마다 제

1 계조 전압군에서 표시된 화상이 제2 계조 전압군에서 화면으로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프레임 기간마다 변화되는 화상은

임펄스 표시에 가까운 상태로 화면에 생성된다. 따라서, 제2 계조 전압군에 의해 화소 어레이에 생성되는 화상은 블랭킹

화상(Blanking Image)으로도 불리고, 데이터 드라이버(102)에 제2 계조 전압군을 출력시키는 데이터를 블랭킹 데이터

(Blanking Data)로도 부른다. 블랭킹 데이터는, 제1 계조 전압군에 대응하는 드라이버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타이밍 컨트

롤러(104) 또는 그 주변에서 생성되어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전송되어도, 또는 데이터 드라이버(102)에 사전에 저장해

도 된다. 예를 들면, 화소 어레이를 똑같이 어둡게 표시하는 제2 계조 전압군(예를 들면, 그 모든 제2 계조 전압이 흑 전압

또는 회색 전압을 나타냄)을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출력시키는 경우, 제2 필드를 개시시키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

스에 따라, 데이터 드라이버(102)의 출력 단자의 각각으로부터 소정의 제2 계조 전압을 제2 필드가 종료될 때까지 잇따라

출력시켜도 된다. 본 명세서에서는, 상술한 다양한 제2 계조 전압군의 출력 방법을 포괄하여, 본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제2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의 표시 동작을, 블랭킹 화상 표시 또는 블랭킹 데이터에 의한 화상 표시로 정의하고, 제2

계조 전압을 블랭킹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된 계조 전압으로 정의한다.

  XGA 클래스의 해상도를 갖는 액정 패널을 화소 어레이(101)로서 이용하는 본 실시예에서는, 이것의 도 3의 구동예에 따

른 동작에 의해, 수평 데이터 클럭 CL1 및 주사 클럭 CL3의 384펄스로, 제1 필드에서의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는 영상 표

시 및 제2 필드에서의 블랭킹 데이터에 기초하는 블랭킹 표시의 각각이 완료된다. 또한, 이 액정 패널의 도 4의 구동예에

따른 동작에 의해,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384펄스와 주사 클럭 CL3의 768펄스로, 제1 필드의 영상 표시와 제2 필드의

블랭킹 표시가 각각 완료된다.

  상술한 제1 필드에서의 제1 계조 전압군(영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됨)에서의 화소 어레이 1화면분의 주사와 이에 연

속하는 제2 필드에서의 제2 계조 전압군(블랭킹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됨)에서의 화소 어레이 1화면분의 주사는, 도 5에

도시한 제1 프레임 기간, 제2 프레임 기간, 및 제3 프레임 기간에서 반복된다. 그러나, 이들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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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계조 전압군의 생성은, 1프레임 기간 걸러 교대로 변화된다. 제1 프레임 기간 및 제3 프레임 기간에서는, 각각에 대응

하여 2개의 메모리 회로(105-1, 105-2)의 한쪽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분 및 짝수 라인분의 한쪽이 판독되어

제1 계조 전압군이 생성되고, 제2 프레임 기간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2개의 메모리 회로(105-1, 105-2)의 다른쪽에 저장

된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분 및 짝수 라인분의 다른쪽이 판독되어 제1 계조 전압군이 생성된다.

  상술한 제1 필드에서의 제1 계조 전압군의 화소 어레이에의 입력(도 5의 Image Input)과 제2 필드에서의 제2 계조 전압

군의 화소 어레이에의 입력(도 5의 Black Data Input)에 대하여, 화소의 밝기의 응답은 화소 어레이의 종류에 따라 상위한

다. 화소마다 일렉트로 루미네센스 소자나 발광 다이오드를 구비한 표시 장치에 대하여, 액정 패널을 화소 어레이(101)로

서 이용하는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각 화소에 대응하는 액정층의 광 투과율이 이에 인가되는 전계의 변화에 대하여 임의

의 시상수에 의한 대수 함수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도 5에 도시한 프레임 기간마다의 일련의 표시 동작에서의 화

소의 표시 휘도의 응답도, 예를 들면 도 6과 같이 도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이용한 화소 어레이(액정 패널)(101)는, 노멀리 흑 표시 모드(Normally Black Display Mode)로 동작하

기 때문에, 화소에 공급되는 계조 전압(도 27의 화소 전극 PX에 인가됨)과 기준 전압(도 27의 대향 전극 CT에 인가됨)의

차가 최소로 될 때(소위 표시 오프 상태) 화소는 검게 표시되고, 그 차가 최대로 될 때(소위 표시 온 상태) 화소는 희게 표시

된다. 스위칭 소자 SW를 통해 화소 전극 PX에 공급되는 전류량이 최소일 때 화소가 검게 표시되고, 그것이 최대일 때 화소

가 희게 표시되기 때문에, 전자의 표시 상태가 화소 어레이로 보내어지는 표시 오프 데이터에, 후자의 표시 상태가 화소 어

레이로 보내어지는 표시 온 데이터에 각각 상당한다. 일렉트로 루미네센스형의 표시 장치나 발광 소자 어레이형의 표시 장

치에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노멀리 흑 표시 모드로 동작한다. 도 6에 도시한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 휘도의 응답은, 연속하

는 2개의 프레임 기간의 각각에서, 그 제1 필드에 화상 데이터(Image Data)로서 표시 온 데이터를, 그 제2 필드에 흑 데이

터(Black Data)로서 표시 오프 데이터를, 화소에 표시시켜 얻어진다.

  제1 필드의 모두에서의 화소 전극에의 제1 계조 전압(상기 표시 온 데이터에 대응한 전압)의 인가에 대하여 표시 휘도는

대수 함수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나타내지만, 표시 휘도는 제1 필드의 종료 시각까지 원하는 레벨에 도달한다. 또한, 제2 필

드의 모두에서의 화소 전극에의 제2 계조 전압(상기 표시 오프 데이터에 대응한 전압)의 인가에 대하여 표시 휘도는 대수

함수적으로 완만한 감쇠를 나타내지만, 제2 필드의 종료 시각까지 화소를 검게 표시시키는 레벨에 도달한다. 이와 같이 화

소의 표시 휘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제1 필드에서 화소를 백 표시시키는 레벨을, 제2 필드에서 화소를 흑 표시시키는 레

벨을 각각 나타내는 구형파(Rectangular Wave)로는 되지 않지만, 1프레임 기간을 통해 눈으로 인식되는 화소의 휘도는,

그 전반에 영상 데이터에 응답하고, 그 후반에 흑 휘도에 응답하도록 변동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르면, 액정 표시 장

치와 같은 홀드형의 표시 장치에서도 소위 임펄스형의 화상 표시를 행할 수 있어, 그 화면에 생성되는 동화상의 열화를 저

감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1프레임 기간에서의 영상 데이터의 표시 기간과 블랭킹 데이터의 표시 기간 각각을,

이 프레임 기간의 50%로 설정하였지만, 블랭킹 데이터의 표시 기간에서의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를 영상 데이터의 표시

기간에서의 주파수보다 높게 하거나, 영상 데이터의 표시 기간에서의 게이트선의 선택을 주사 클럭 CL3의 복수의 펄스에

호응시킴으로써 1프레임 기간에서의 영상 데이터의 표시 기간의 비율을 크게 하여 표시 화상의 휘도를 올려도 된다.

  《제2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도 1, 도 3, 도 4, 및 도 7 내지 도 9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1 실시예에

서 이용한 액정 표시 장치(100)와 마찬가지의 표시 장치를 이용할 수 있지만, 도 7의 타이밍도에 도시된 이 표시 장치에 구

비된 타이밍 컨트롤러(104)에의 입력 신호 및 그것으로부터의 출력 신호의 각각의 파형으로부터 명백해진 바와 같이, 드

라이버 데이터(출력 신호로서, 메모리 회로(105)로부터 판독되는 표시 데이터)의 수평 귀선 기간 RET가 입력 데이터(입력

신호로서, 메모리 회로(105)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수평 귀선 기간 RET보다 단축된다. 이에 의해, 본 실시예에서의

드라이버 데이터의 판독과 그 데이터 드라이버(102)로의 전송은, 도 2의 타이밍도를 참조하여 설명된 제1 실시예에 따른

이들의 동작보다 짧은 시간에 완료되기 때문에,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제1 필드가 본 실시예에서는 1프레임 기간의 1/2

의 시간보다 짧아진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 그 제2 필드에서의 블랭킹 데이터에서의 화소 어레이의 주사를 상술한 제1

실시예의 타이밍에서 행해도, 1프레임 기간에서의 제1 필드 및 제2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의 표시 동작은, 이 1프레임 기

간보다 빠르게 종료된다. 환언하면, 본 실시예에서는, 제1 필드 및 제2 필드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잉여 시간이 프레임

기간마다 생긴다.

  <표시 제어 회로에서의 영상 데이터 처리>

  본 실시예에서는, 프레임 기간마다, 제1 필드와 제2 필드의 표시 장치의 동작 기간에 대하여 잉여 시간을 설치하고, 제1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에 생성된 화상을 제2 필드에서 블랭킹 화상으로 피복하기 전에 이 잉여 시간만큼 화면 내에 유지한

다. 따라서, XGA 클래스의 해상도를 갖는 액정 패널로 이루어지는 화소 어레이(101)를 도 3의 구동예에 따라 동작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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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평 데이터 클럭 CL1 및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를 제1 실시예에서의 이들의 1.25배로 설정하여, 각각의 384펄스

로 제1 필드를 완료시킨 후, 각각의 192펄스에 대하여 화소 어레이의 주사를 멈추고, 또한 각각의 384펄스로 제2 필드를

완료시킴으로써, 1프레임 기간의 60%를 영상 데이터의 표시에, 나머지 40%를 블랭킹 데이터의 표시에 각각 할당할 수 있

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1프레임 기간 중의 영상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에 입력하는(기입하는) 기간

을 제1 필드로 정의하고, 이에 연속하는 화소 어레이의 주사를 멈추는 기간을 제2 필드로 정의하며, 또한 제1 실시예에서

제2 필드로 정의한 블랭킹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에 입력하는(기입하는) 기간을 새롭게 제3 필드로 정의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표시 장치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귀선 기간 RET의 일부를 프레임 기간마다 드라

이버 데이터의 판독에 할당하여 그 종료 시각을 앞당기기 위해, 화소 어레이를 드라이버 데이터로 주사하는 수평 기간을

표시 장치에 영상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평 주사 기간보다 짧게 한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 데이터의 귀선 기간

RET에 대하여 드라이버 데이터의 그것을 단축하는 처리의 일례에서는, 영상 데이터(120)를 표시 장치에 입력하는 도트

클럭 신호 DOTCLK(영상 제어 신호(121)의 하나로서 상술)의 귀선 기간에 대응하는 펄스 수보다, 드라이버 데이터(106)

와 함께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전송하는 도트 클럭 CL2(데이터 드라이버 구동 신호군(107)에 포함됨)의 귀선 기간에 대

응하는 펄스 수가 적어진다. 이 도트 클럭 CL2는, 화소 어레이의 임의의 수평 기간에서의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의

계조 전압군의 출력과 이에 연속하는 수평 기간에서의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의 계조 전압군과의 출력 간격을 그 사

이에 삽입되는 귀선 기간도 포함하여 정하며, 그 간격에 따라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 간격도 결정된다. 또한, 이 간

격에 따라 주사 클럭 CL3의 펄스 간격(게이트선의 선택 타이밍)도 결정된다. 따라서, 제1 실시예에서 이용한 액정 표시 장

치를 본 실시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구비된 타이밍 컨트롤러(104)는 제1 실시예에서의 그것과 다른 타이밍 제어를 행

한다. 예를 들면, 본 실시예에서의 영상 데이터 입력의 수평 주사 기간 HSYNC에 대한 수평 데이터 클럭 CL1 및 주사 클럭

CL3의 각각의 주파수는, 화소 어레이의 동작을 도 3 및 도 4에 도시한 구동예의 어느 것에 따른 경우라도 제1 실시예에서

의 이들보다 높아진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1프레임 기간을 3개의 필드로 분할하고, 그 제1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에 영상

데이터를 기입하며, 이에 의해 생성된 화상을 다음 제2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에 홀드하며, 최후의 제3 필드에서 화소 어레

이에 블랭킹 데이터를 기입하고, 이 화상을 블랭킹 화상으로 피복한다.

  영상 데이터의 기입 및 판독을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는 2개의 메모리 회로(105)가 접속되는 타이밍 컨트롤러(104)를 구

비한 제1 실시예와 동일한 표시 장치를 본 실시예에서 이용하는 경우, 타이밍 컨트롤러(104)는 프레임 기간마다 표시 장치

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제1 포트(109) 또는 제2 포트(111)를 통해 메모리 회로(105-1, 105-2)의 한쪽에 기입하면서,

그 제1 필드에서 이전의 프레임 기간에 메모리 회로(105-1, 105-2)의 다른쪽에 기입된 영상 데이터를 판독한다. 제1 필

드의 표시 동작에 1프레임 기간의 40%를 할당하는 본 실시예에서는, 영상 데이터를 라인마다 메모리 회로(105)에 기입하

는 시간의 약 40%에 상당하는 시간에 1라인 걸러 드라이버 데이터로서 판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

지로, 임의의 프레임 기간에서는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분을, 그 다음 프레임 기간에서는 영상 데이터의 짝수 라인분을

각각 판독하는 공정을 프레임 기간마다 반복한다. 또한, 각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에서 1라인분마다 판독된 드라이버 데

이터에 기초하여 계조 전압군(각 데이터선에 대한 드라이버 출력 전압)을 순차적으로 생성하고, 그 각각을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도 3 또는 도 4의 구동예에 따라 화소 어레이의 2라인(화소 행의 2행)으로 출력한다. 즉, 본 실시예에서도 화소

어레이는 소위 2라인 동시 선택 구동을 행한다. 그러나, 이들 동작(화소 어레이의 1화면분의 표시 동작)에 1프레임 기간의

50%에 상당하는 기간을 할당하는 제1 실시예에 대하여, 본 실시예는 1프레임 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할당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1프레임 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에서 화소 어레이(액정 패널)(101)에 생성된 화상을 이에 연속하

는 1프레임 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제2 필드)을 통해 계속해서 표시하고, 또한 이 제2 필드에 연속하는 1프레임 기

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제3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액정 패널)(101)를 블랭킹 표시시킨다. 이 블랭킹 표시 동작은,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타이밍 컨트롤러(104)로부터 블랭킹 데이터를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공급하여 행하거나, 또는

후술하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에 호응하여 데이터 드라이버(102) 자체에 블랭킹 표시용의 계조 전압군을 발생시켜

도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제1 필드에서의 화상 표시뿐만 아니라, 제3 필드에서의 화상 표시(블랭킹 표시)에서도, 화소 어

레이의 각 수평 기간에서의 귀선 기간을 표시 장치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수평 귀선 기간보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짧게 한다. 환언하면, 제3 필드에서 블랭킹 데이터에 따른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의 화소 어레이 전역으로의 계조

전압 출력도 1프레임 기간의 40%에서 행해진다. 또한, 제3 필드에서도, 제1 필드와 마찬가지로 도 3 또는 도 4의 구동예

에 따라, 계조 전압의 출력마다 화소 어레이의 게이트선(주사선)의 2라인(이들에 대응하는 화소 행의 2행)을 주사 드라이

버(103)로 선택하는, 소위 2라인 동시 선택 구동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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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시예의 제2 필드에서는, 제1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101)에 생성된 화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사 드라이버(103)에

의한 화소 행의 선택을 멈추면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주사 클럭 CL3에 호응한 주사 드라이버(103)에 의한 화소 어레이

의 1화면분의 게이트선(및 이에 대응하는 화소 행)의 선택은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에 호응하여 개시되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이 펄스의 제1 필드 및 제3 필드의 각각의 개시 시에 발생시키거나, 또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를 1

프레임 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마다 발생시키며 또한 이 중의 제1 필드 및 제3 필드의 개시에 호응하는 것에만 주사

드라이버(103)를 감응시킨다. 이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타이밍 컨트롤러(104)로부터 데이터 드라이버(102)에 공급되

는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 간격을 그 귀선 기간을 수평 동기 신호 HSYNC보다 짧게 한 만큼 보충하고, 이 수평 데이

터 클럭 CL1의 펄스 간격에 맞춰 타이밍 컨트롤러(104)로부터 주사 드라이버(103)로 공급되는 주사 클럭 CL3의 펄스 간

격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주사 드라이버(103)에 공급되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 간격도 제1 실시예

와는 다른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상 표시 타이밍과 그 제어>

  도 8은 본 실시예에서의 화소 어레이(101)에 의한 영상 데이터와 블랭킹 데이터의 표시 타이밍을 도시하는 도면(타이밍

차트), 도 9는 화소 어레이(101)를 도 8에 도시한 표시 타이밍에 따라 동작했을 때의 휘도 응답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

다. 도 8의 타이밍차트에서, 시간축을 따라 연속하는 2개의 프레임 기간(양단에 화살표가 붙여진 선으로 각각 나타내는 제

1 프레임 기간 및 이에 연속하는 제2 프레임 기간) 각각을 시간축을 따라 제1 필드, 제2 필드, 및 제3 필드로 순차적으로

분할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제1 필드에서 드라이버 데이터에 따른 계조 전압군(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제1 계조 전압군)

을 화소 어레이의 화소군에 각각 공급하고, 제2 필드에서 화소군의 각각에 제1 계조 전압을 유지하며, 제3 필드에서 블랭

킹 데이터에 따른 계조 전압군(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제2 계조 전압군)을 화소 어레이의 화소군에 각각 공급한다.

  화소 어레이로서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XGA 클래스의 해상도를 갖는 노멀리 흑 표시 모드의 액정 패널을 이용하여, 제

1 프레임 기간 및 제2 프레임 기간의 각각에서, 그 제1 필드에 화상 데이터로서 표시 온 데이터를, 그 제3 필드에 흑 데이

터로서 표시 오프 데이터를 액정 패널에 표시시킴으로써, 도 9의 휘도 응답(액정 패널에서의 액정층의 광 투과율의 변동)

이 얻어진다. 본 실시예의 제2 필드에서는, 화소 어레이(101)에 설치된 각 데이터선에 계조 전압이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제1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에 생성된 화상은, 이론적으로는 잠시 정지 상태(Still State)로 유지된다. 그러나, 특별히 화소

어레이로서 액정 패널을 이용할 때, 액정층의 광 투과율이 그 내부에 생긴 전계의 강도 변화로 지연되어 응답하기 때문에,

그 표시 휘도(Display Brightness)는 도 9의 제1 프레임 기간 및 제2 프레임 기간의 각각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2 필드에

서도 제1 계조 전압으로 계속해서 상승한다.

  표시 장치의 사용자에 의해 눈으로 인식되는 화소 어레이의 밝기가 시각마다에서의 표시 휘도의 적분값에 상당하며, 또

한 흑 데이터를 액정 패널에 표시하는 기간을 1프레임 기간의 50% 내지 40%로 감소시켜도 눈으로 인식되는 흑의 정도에

큰 차가 없다고 가정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져온다. 본 실시예에서는, 1프

레임 기간의 시작의 40%에서 화상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에 기입하고, 다음 20%에서 이 화상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에 유

지함으로써,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는 화상을 화소 어레이에 의해 밝게 표시한다. 즉, 제1 실시예의 그것에 비해 영상 데이

터에 따른 전계가 액정층에 인가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광 투과율(환언하면, 화소의 표시 휘도)이 영상 데이터에

따른 값까지 근접하거나, 또는 그 값에 응답해 온다. 그 후, 1프레임 기간의 끝의 40%에서 액정층에 인가되는 전계를 없애,

그 광 투과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1프레임 기간을 통해 제1 실시예보다 높은 콘트라스트비로 표시 휘도가 변화되는 인

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를 제1 프레임 기간 및 제2 프레임 기간의

각각에서, 제1 필드 및 제3 필드에 생성시킨다. 따라서,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는 도 5에 도시한 제1 실시예의 그것과

달리, 등간격으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는, 예를 들면 타이밍 컨트롤러(104) 또는 그 주

변 회로에서, 발생된 주사 클럭 CL3의 펄스를 카운트하고, 그 카운트 수에 따라 프레임 기간마다의 개시 시각과 함께 제1

필드 및 제3 필드 각각의 개시 시각을 검지하여 생성된다.

  주사 클럭 신호 CL3을 타이밍 컨트롤러(104)에 접속시킨 펄스 발진기로 등간격의 펄스를 포함하는 신호로서 발생시켜,

XGA 클래스의 액정 패널을 도 8에 도시한 표시 타이밍에 따라 동작시킬 때, 이 동작을 도 3에 도시한 구동예에 따라 행하

는 경우에는 960펄스의 주사 클럭 신호 CL3에 의해, 이 동작을 도 4에 도시한 구동예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는 960펄스의

주사 클럭 신호 CL3에 의해, 동작시키는 경우에는 1920펄스의 주사 클럭 신호 CL3에 의해, 1프레임 기간의 표시 동작이

완료된다. 따라서, 도 3에 도시한 구동예에 따라 화소 어레이를 동작시킬 때, 주사 클럭 CL3의 n+1번째(n은 임의의 자연

수)의 펄스로 그 제1 필드의 화소 어레이 주사를 개시시키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1펄스가 생성되는 프레임 기간에서,

주사 클럭 신호 CL3의 n+576번째의 펄스로 이 프레임 기간의 제3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 주사를 개시시키는 주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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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FLM의 다음 1펄스가 생성되며, 주사 클럭 신호 CL3의 n+960번째의 펄스로 이 프레임 기간에 연속하는 다음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의 화소 어레이 주사를 개시시키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그 다음 1펄스(the Pulse after the Next)가 생

성된다. 이러한 프레임 기간마다의 화소 어레이의 동작을 도 4에 도시한 구동예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는, 주사 클럭 CL3의

n+1번째의 펄스로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의 화소 어레이 주사를 개시시키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1펄스가, 그

n+1152번째의 펄스로 이 프레임 기간의 제3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 주사를 개시시키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다음 1펄

스가, 그 n+1920번째의 펄스로 이 프레임 기간에 연속하는 다음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의 화소 어레이 주사를 개시시키

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그 다음 1펄스가 각각 생성된다. 이러한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는, 주사 클럭 CL3 대신에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를 카운트하여 생성해도 된다. 이와 같이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를 발생시키는 어느 경

우에서도, 프레임 기간마다 제1 필드를 개시시키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에 호응한 화소 어레이의 주사는, 그 1화면

분의 데이터 기입이 종료되면 다음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를 받을 때까지 중지된다. 도 3에 도시한 구동예에 따라 화

소 어레이를 동작시키는 상술한 예에서는, 주사 클럭 신호 CL3의 n+385번째의 펄스로부터 n+575번째의 펄스까지 주사

드라이버(103)는 게이트 선택 펄스를 출력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사 클럭 신호 CL3의 n+1번째로부터 n+384번째까

지의 펄스군에 호응하여 화소 어레이의 각 화소에 입력된 제1 계조 전압은, 적어도 주사 클럭 신호 CL3의 n+385번째의

펄스로부터 n+575번째의 펄스까지 각 화소에 유지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 간격을 프레임 기간마다 제1 간격과 이것과 다른 제2 간

격으로 교대로 바꾸었지만, 이러한 주사 개시 신호 FLM의 채용 대신에, 주사 드라이버(103)에 주사 클럭 CL3의 펄스를

카운트하는 기능을 부가하고, 그 카운트 수에 따라 이것에 의한 게이트 선택 펄스 출력 동작의 제2 필드에서의 중지와 제3

필드에서의 재개를 제어해도 된다. 이 경우, 주사 개시 신호 FLM은 프레임 기간마다 그 개시 시각에 호응한(환언하면, 그

제1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 주사를 개시시키는) 펄스만을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그 반면, 주사 드라이버(103)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상술한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를 프레임 기간마다 부등 간격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은, 주사 드라이버(103)로서 시판되는 집적 회로 소자를 이용하며, 또한 표시 제어 회로 또는 그 주변의 설계 변경을 최소

한으로 멈추게 하는 점에서 유리하다.

  또한, 도 8에 도시한 제1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에서는, 도 3 또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동예에 따라, 화소 어레이

의 전역에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분을 1회 기입하고, 그 제2 필드에서는 홀수 라인의 영상 데이터에만 의한 영상을 화소

어레이에 그 상태 그대로 홀드하며, 그 제3 필드에서는 제1 필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화소 어레이를 주사하여 그 전역에 블

랭킹 데이터를 1회 기입한다. 또한, 제1 프레임 기간에 연속하는 제2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에서는, 제1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와 마찬가지로 도 3 또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동예에 따라, 화소 어레이의 전역에 영상 데이터의 짝수 라인

분을 1회 기입하고, 그 제2 필드에서는 짝수 라인의 영상 데이터에만 의한 영상을 화소 어레이에 그 상태 그대로 홀드하며,

그 제3 필드에서는 제1 필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화소 어레이를 주사하여 그 전역에 블랭킹 데이터를 1회 기입한다. 이러한

일련의 화소 어레이의 동작은 1프레임 기간 걸러 반복된다. 또한, 제1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에 영상 데

이터의 짝수 라인분을 기입하고, 제2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에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분을 기입해도

된다.

  본 실시예에서, 프레임 기간마다 그 제3 필드에서, 블랭킹 데이터로서, 화소 어레이의 각 화소의 휘도를 최소에 가깝게 하

는 소위 흑 데이터가 화소 어레이에 기입됨으로써, 각각의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 및 제2 필드를 통해 영상 데이터에 따른

휘도에 응답한 화상을 표시하는 화면이 제3 필드로 되자마자 칠혹으로 변한다. 이 때문에, 연속하는 복수의 프레임 기간을

통해 표시 화상을 바꾸는 소위 동화상을 화소 어레이에 생성할 때, 그 화면에 생기는 동화상 열화(표시 물체의 윤곽의 번

짐)가 저감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영상 데이터의 표시 기간과 블랭킹 데이터의 표시 기간을 프레임 기간의 60% 및 40%로 각각 설

정하였지만, 화소 어레이의 밝기에 따라, 상술한 제2 필드(게이트 선택 펄스 출력의 중지 기간)와 제3 필드(화소 어레이에

의 흑 데이터 기입 기간)를 시간축에 따라 교체해도 된다. 이 경우, 1프레임 기간의 시작의 40%에서의 화소 어레이에의 영

상 데이터 기입이 완료되자마자, 그 다음의 40%에서의 화소 어레이에의 흑 데이터 기입이 개시되며, 그 최후의 20%에서

화소 어레이는 블랭킹 화상 표시 상태로 홀드된다. 이에 의해, 1프레임 기간에서의 영상 데이터의 표시 기간과 블랭킹 데

이터의 표시 기간의 비율은 40% : 60%로 역전된다.

  《제3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를 도 1 내지 도 4, 및 도 10 내지 도 13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블랭킹 데이

터의 화소 어레이에의 기입을 그 주사선(게이트선)을 4라인 걸러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행하거나, 또는 블랭킹 데이터에 대

응하는 계조 전압군의 출력 기간에 이 계조 전압군을 4라인의 주사선으로 각각 제어되는 화소 행에 공급함으로써, 표시 장

치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프레임 기간마다 그 75%에서 영상 데이터를, 그 25%에서 블랭킹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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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프레임 기간마다 그 50%에서 영상 데이터를, 그 50%에서 블랭킹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에

순차적으로 표시하는 제1 실시예에 비해, 본 실시예에서는 프레임 기간마다의 영상 데이터에 따른 화상 표시 기간의 비율

이 높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제2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프레임 기간의 모두에서 화소 어레이에 영상 데이터

를 기입하고, 그 종료 후에 잠시 영상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에 유지한다. 따라서, 도 10의 타이밍차트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프레임 기간(도 10에는 제1 프레임 기간과 이에 연속하는 제2 프레임 기간이 도시됨)을 3개의 필드로 분할하고, 제

1 필드에서는 영상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에 기입하고, 이에 연속하는 제2 필드에서 영상 표시를 화소 어레이에 홀드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 제1 필드와 제2 필드를 합한 1프레임 기간의 75%에 상당하는 시간에 걸쳐, 화소 어레이에서의 영상

표시가 행해진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이 제2 필드에 연속하는 제3 필드(1프레임 기간의 25%에 상당)에서 화소 어레이

에 블랭킹 데이터를 기입하여, 화소 어레이에서의 블랭킹 표시가 행해진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1 필드에서는 영상 데이터

를 화소 어레이에 기입하고, 이에 연속하는 제2 필드에서 영상 표시를 화소 어레이에 홀드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1프레임

기간의 50%를 제1 필드에, 그 25%를 제2 필드에 각각 할당하여, 화소 어레이에 배치된 각 화소에의 계조 전압의 인가 시

간을 제2 실시예의 인가 시간보다 길게 한다. 따라서, 임의의 영상 데이터에 의한 화상을 동일한 휘도로 화소 어레이에 표

시시킬 때, 본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드라이버(102)에 가해지는 부하가 경감된다.

  <표시 데이터와 표시 제어 신호의 생성>

  본 실시예에서는, 제1 실시예 및 제2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XGA 클래스의 해상도를 갖고 또한 노멀리 흑 표시 모드로 화

상을 표시하는 액정 패널이 화소 어레이로서 탑재된 표시 장치를 이용한다. 그 구성 및 기능은, 제1 실시예에서 도 1을 참

조하여 설명한 그것과 대강 동일하다. 본 실시예에서도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도 2에 도시한 입력 데이터와 같이, 영상

데이터가 수평 동기 신호 HSYNC에 동기하여 1라인마다 표시 장치에 입력된다. 표시 장치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는 프레임

기간마다 그 타이밍 컨트롤러(104)에 접속된 2개의 메모리 회로(105) 중 어느 한쪽에 교대로 일단 기억된다. 2개의 메모

리 회로(105) 중 어느 한쪽에 영상 데이터를 기억시킨 프레임 기간의 종료 후, 다음 프레임 기간에서 표시 장치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를 메모리 회로(105)의 다른쪽에 기억시키면서, 메모리 회로(105)의 한쪽부터 영상 데이터를 1라인 걸러 표시

데이터로서 판독하고, 드라이버 데이터(106)로서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전송한다. 이러한 일련의 동작을 프레임 기간마

다 반복한다. 메모리 회로(105)로부터의 영상 데이터의 판독은, 1프레임 기간 걸러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분 또는 짝수

라인분을 교대로 판독하여 행해진다. 예를 들면, 도 10의 제1 프레임 기간에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분이, 제2 프레임 기

간에 영상 데이터의 짝수 라인분이, 이 제2 프레임 기간의 다음 프레임 기간에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분이 메모리 회로

(105)로부터 순차적으로 판독되며, 프레임 기간의 각각에서 판독되지 않은 나머지 영상 데이터는 버려진다. 이와 같이 하

여 프레임 기간마다 그 제1 필드에서 메모리 회로(105)로부터 판독되어, 표시 데이터로서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전송되

며, 데이터 드라이버(102)는 이 표시 데이터에 기초하여 표시 신호가 되는 계조 전압군(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제1 계조

전압군)을 생성하여, XCA 클래스의 해상도로 컬러 화상을 표시하는 화소 어레이에 병설된 3072개의 데이터선의 각각으

로 출력한다. 이 제1 계조 전압군에 포함되는 제1 계조 전압의 각각은, 3072개의 데이터선 중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화소

에 공급된다. 이 제1 계조 전압을 받는 화소는, 후술하는 게이트 선택 펄스(주사 신호의 펄스)가 인가되는 게이트선을 따라

배열되어, 화소 행을 이룬다. 표시 데이터로서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전송된 홀수 라인 또는 짝수 라인의 영상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드라이버(102)는 제1 계조 전압군을 제1 필드 내에 384회 출력한다.

  한편, 화소 어레이를 도 3의 구동예에 따라 동작시킬 때, 데이터 드라이버(102)에 의한 제1 계조 전압군의 출력마다, 화

소 어레이의 게이트선의 2개마다 순차적으로 주사 드라이버(103)로부터 게이트 선택 펄스가 인가된다. 화소 어레이를 도

4의 구동예에 따라 동작시킬 때, 데이터 드라이버(102)에 의한 제1 계조 전압군의 출력 주기의 1/2의 간격으로, 화소 어레

이의 게이트선의 1개마다 순차적으로 주사 드라이버(103)로부터 게이트 선택 펄스가 인가된다. XGA 클래스의 해상도로

컬러 화상을 표시하는 화소 어레이를 도 3의 구동예에 따라 동작시키는 경우, 주사 드라이버(103)는 제1 필드에서 게이트

선택 펄스를 384회 출력한다. 또한, 이 화소 어레이를 도 4의 구동예에 따라 동작시키는 경우, 주사 드라이버(103)는 제1

필드에서 게이트 선택 펄스를 768회 출력한다.

  이상의 공정에 의해, 각각의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의 수직 방향으로 배열되는 768개의 화소 행이 게

이트 선택 펄스로 순차적으로 선택되며, 각각의 화소 행에 포함되는 3072개의 화소에 제1 계조 전압이 공급된다.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의 제1 계조 전압군의 출력은, 타이밍 컨트롤러(104)로부터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보내어지는 수

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에, 주사 드라이버(103)로부터의 게이트 선택 펄스(주사 신호 펄스)의 출력은, 타이밍 컨트롤

러(104)로부터 주사 드라이버(103)로 보내어지는 주사 클럭 CL3의 펄스에 각각 호응한다(예를 들면, 동기한다). 또한, 제

1 필드에서 각 화소에 제1 계조 전압을 공급하는(화소 어레이에 영상을 생성하는) 일련의 공정은, 타이밍 컨트롤러(104)

로부터 주사 드라이버(103), 필요에 따라서는 데이터 드라이버(102)에 공급되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에 의해 개시

된다. 환언하면, 데이터 드라이버(102)는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주파수에 따라 제1 계조 전압군을 출력하고, 주사 드라

이버(103)는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에 따라 게이트 선택 펄스를 출력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

스를 영상 데이터와 함께 표시 장치에 입력되는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그것과 동일한 주기로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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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시예에서는, 도 10의 타이밍차트와 같이, 프레임 기간마다 제1 필드에 연속하는 1프레임 기간의 25%의 기간을 제1

필드에서 공급된 제1 계조 전압을 각 화소에서 유지하는 제2 필드에 할당한다. 제2 필드에서는, 예를 들면 제1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를 주사시킨 주사 클럭 CL3의 펄스 수의 반수의 펄스에 대하여 주사 드라이버(103)로부터의 게이트 선택 펄스

출력(주사 신호 펄스)을 멈춘다. 또한, 제2 필드에서는, 예를 들면 제1 필드에서 제1 계조 전압군을 출력시킨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 수의 반수의 펄스에 대하여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의 계조 전압군의 출력을 멈춘다. 제2 실시예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소 어레이의 1화면분의 게이트선(화소 행)의 주사가 종료되거나, 또는 데이터 드라이버(102)에 입

력된 1프레임 기간분의 표시 데이터에 대응하는 제1 계조 전압이 다 출력되어도,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가 새롭게 생

성되지 않는 한, 데이터 드라이버(102) 및 주사 드라이버(103)는 다음 화소 어레이로의 계조 전압의 출력과 화소 어레이의

주사를 개시하지 않기 때문에, 게이트 선택 펄스나 계조 전압군의 출력이 중지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도 10의 타이밍차트와 같이, 프레임 기간마다 제2 필드에 연속하는 1프레임 기간의 25%의 기간

을 각 화소에 제2 계조 전압을 공급하는 제3 필드에 할당한다. 제2 계조 전압을 받은 각각의 화소의 표시 휘도는, 이것이

제1 계조 전압을 받았을 때의 그 이하가 된다. 제1 계조 전압에서 검게 표시되는 화소는 제2 계조 전압에서 흑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색으로 표시되지만, 그 밖의 화소(특히 제1 계조 전압에서 백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색으로 표시되는 화소)의 표시 휘

도는, 제3 필드의 개시와 함께 감소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도 제2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각 프레임 기간에서, 제3 필

드에서 화소 어레이에 블랭킹 화상을 표시시키지만, 그 기간은 제1 실시예 및 제2 실시예의 그것에 비해 짧다. 이와 같이

단축된 블랭킹 표시 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본 실시예에서는, 제3 필드(화소 어레이에의 블랭킹 데이터 기입 기간)에서 주

사 클럭 CL3의 펄스마다(화소 어레이 동작의 수평 기간마다) 출력되는 게이트 선택 펄스(주사 신호 펄스)가 인가되는 게이

트선의 수가, 제1 필드(화소 어레이에의 표시 데이터 기입 기간)에서의 그 수보다 증가된다. 이 방법은, 도 3의 구동예에서

이용한 주사 드라이버(103)를 이용하는 표시 장치에 적합하다. 또한, 도 4의 구동예에서 이용한 것과 같은, 주사 클럭 CL3

의 1펄스에 대하여 복수의 게이트선을 선택할 수 없는 주사 드라이버(103)를 이용하는 표시 장치에서는, 제3 필드에서의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를 제1 필드에서의 주파수보다 높게 함으로써, 단축된 블랭킹 표시 기간에서의 화소 어레이 전역

에의 블랭킹 데이터 입력을 완료시킨다.

  제3 필드에서 수평 기간마다 게이트 선택 펄스가 인가되는 게이트선 수를 제1 필드에서의 게이트선 수보다 많게 하여 화

소 어레이를 동작시키는 예는,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이 예에서는, 주사 클럭 CL3의 1펄스에 호응하여 화소 어레이

의 게이트선의 2라인뿐만 아니라, 4라인에도 게이트 선택 펄스를 인가할 수 있는(소위 4라인의 동시 선택 대응의) 주사 드

라이버(103)를 이용한다.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의 제2 계조 전압군(블랭킹 데이터)의 출력마다(화소 어레이 동작

의 수평 기간마다), 주사 드라이버(103)는 게이트선군 G1, G2, G3, G4, 그 다음 게이트선군 G5, G6, G7, G8의 순으로 4

개의 게이트선을 4개 걸러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선택된 게이트선군(4개의 게이트선)에 대응하는 각각의 화소 행에는 제2

계조 전압군이 순차적으로 인가된다. 이 때문에, 도 11의 타이밍차트에 의한 제3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에의 블랭킹 데이

터 입력은,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에 호응한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의 192회의 제2 계조 전압 출력과, 주사

클럭 CL3의 펄스에 호응한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의 192회의 게이트 선택 펄스 출력에 의해 완료된다. 따라서, 수

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가 제3 필드에서도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그것과 동일한 주기로 발생시키는 경우, 1프레임

기간의 25%에 상당하는 시간에 화소 어레이 전역에 블랭킹 화상이 생성된다.

  한편, 제3 필드에서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를 제1 필드에서의 주파수보다 높게 하여, 그 펄스를 수평 기간마다 복수회

발생시키고, 이에 호응하여 생성되는 게이트 선택 펄스를 화소 어레이의 게이트선의 1라인마다 순차적으로 인가하는 예는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이 예에서는, 주사 클럭 CL3의 펄스를 제1 필드에서의 그것의 4배로 하고, 이 펄스를 화소 어

레이의 수평 기간마다 4회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도 12의 타이밍차트에 의한 제3 필드(화소 어레이에의 블랭킹 데이터

입력 기간)에서,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의 제2 계조 전압 출력이 도 11의 타이밍차트에 의한 그것과 같이 192회 반

복되지만, 주사 클럭 CL3의 펄스에 호응한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의 게이트 선택 펄스 출력은 768회 반복된다. 따

라서,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가 제3 필드에서도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그것과 동일한 주기로 발생하는 경우, 1

프레임 기간의 25%에 상당하는 시간에서 화소 어레이에 병설된 768개의 게이트선에 대응하는 화소 행 전체에 제2 계조

전압이 공급된다.

  이상의 설명을 총괄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 및 그 구동 방법은, 프레임 기간마다에서의 화소 어레이에의 표시

데이터 입력(제1 계조 전압에 의한 표시 동작) 기간과 화소 어레이에의 블랭킹 데이터 입력(제2 계조 전압에 의한 표시 동

작) 기간에서, 주사 클럭 CL3의 펄스에 호응하여 선택되는 게이트선 수(주사 신호 펄스가 보내어지는 화소 행 수) 및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펄스 간격) 중 적어도 한쪽을 변경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도 11 및 도 12의 어느 것에 도시된 타이밍차트에 의한 화소 어레이에의 블랭킹 데이터 입력(제3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

이 동작)에서도, 주사 드라이버(103)로부터의 게이트 선택 펄스(주사 신호 펄스)의 출력 양식(Outputting Pattern)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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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어레이에의 표시 데이터 입력(제1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 동작)에서의 출력 양식과는 다르다. 게이트 선택 펄스의 출

력 양식을 필드에 따라 바꾸는 방법의 일례로서, 제1 필드 및 제3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 주사를 각각 개시시키는 주사 개

시 신호 FLM의 펄스를 주사 드라이버(103)에 인식시키고, 이것에 의한 주사 클럭 CL3의 펄스마다의 게이트선 선택 수를

주사 드라이버(103) 내에서의 인에이블 신호(Enable Signal)의 송신 경로의 변경 등에 의해 전환한다. 이 방법은, 도 11에

도시한 화소 어레이의 구동예에 적합하다. 또한, 게이트 선택 펄스의 출력 양식을 필드에 따라 바꾸는 방법의 다른 예로서,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에 따라 타이밍 컨트롤러(104)에 의해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펄스 간격)를 펄스 발진기나

이것과 유사한 회로의 조정에 의해 전환해도 된다. 이 방법은, 도 12에 도시한 화소 어레이의 구동예에 적합하다.

  도 4에 도시한 화소 어레이에의 표시 데이터 입력 방법이나 도 12에 도시한 화소 어레이에의 블랭킹 데이터 입력 방법에

서는 주사 클럭 CL3의 펄스 간격이 수평 데이터 클럭의 펄스 간격보다 짧아진다. 이 때문에, 임의의 게이트선에 인가되는

게이트 선택 펄스를 주사 클럭 CL3의 임의의 펄스에서 상승시키고, 이 펄스(이하, n번째의 펄스)에 연속하는 주사 클럭

CL3의 펄스(이하, (n+1)번째의 펄스)에서 하강시키면, 이 게이트선에 대응하는 화소 행으로의 계조 전압 공급 시간도 짧

아진다. 예를 들면, 액정 패널을 화소 어레이로서 이용하였을 때, 이 화소 행을 이루는 각 화소의 화소 전극의 전위가 표시

데이터나 블랭킹 데이터에 대응한 값에 도달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주사 드라이버(103)에 예

를 들면 시프트 레지스터 또는 이것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회로를 내장시켜, 주사 클럭 CL3의 n번째의 펄스에서 상승하는

게이트 선택 펄스를 그 (n+m)번째의 펄스(m은 2 이상의 자연수)에서 하강시킴으로써, 이 게이트 선택 펄스로 선택되는

화소 행에의 계조 전압 공급 시간을 연장시킨다. 환언하면, 주사 클럭 CL3의 1펄스 간격마다 화소 행을 선택하고 또한 이

시간 내에서 선택된 화소 행을 이루는 화소로 계조 전압을 공급하는 종래의 방법에 대하여, 도 4 및 도 12에 도시한 화소

어레이의 구동예에서는, 주사 클럭 CL3의 펄스 간격의 복수에 상당하는 시간에서 화소 행을 선택하고, 이 화소 행을 이루

는 화소로 계조 전압을 공급한다.

  이와 같이 주사 드라이버(103)에 의한 주사 신호 펄스의 상승이나 하강(Rise and/or Fall of Scanning Signal Pulse)의

제어를 주사 클럭 CL3의 펄스마다 순차적으로 행하지 않고, 그 특정 펄스를 주사 드라이버(103)에 인식시켜 행하게 하는

방법은, 본 실시예에서 다음과 같이 응용해도 된다. 예를 들면,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를 1프레임 기간을 통해 상술한 제

3 필드에서의 값(수평 데이터 클럭의 주파수의 4배)으로 한다. 이 때, 제1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에의 표시 데이터 입력

기간에서, 주사 클럭 CL3은 펄스를 1536회 발생하기 때문에, 화소 어레이의 수직 방향을 따른 중간에 위치하는 화소 행에

공급되어야 하는 제1 계조 전압군이 출력하는 시점에서 화소 어레이의 수직 방향을 따른 주사가 완료된다. 따라서, 화소

어레이에 표시되는 화상은 본래의 그것과 비교하여 수직 방향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제1 필드에서의 주사 드라이버(103)

의 각 게이트선에 대한 주사 신호 펄스의 상승 동작을 주사 클럭 CL3의 1펄스 걸러 행하게 한다. 또한, 주사 신호 펄스의

하강 동작은, 각 주사 신호 펄스의 상승 동작에 대응하는 주사 클럭 CL3의 펄스로부터 세어 4번째의 펄스에 호응시켜 행하

게 한다. 즉, 제1 필드에서도 제3 필드와 마찬가지로 주사 클럭 CL3의 펄스 간격의 4배의 시간에서 화소 행에 계조 전압을

공급한다. 이 화소 어레이의 구동예는, 제1 필드와 제3 필드에 할당하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를 수

평 데이터 클럭 CL1의 주파수에 대한 배율을 변화시켜, 제1 필드에서의 주사 신호 펄스의 상승(게이트 선택 펄스의 출력)

을 주사 클럭 CL3의 복수의 펄스마다 행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화상 표시 타이밍>

  본 실시예에서는, 도 10의 타이밍차트에 따라, 프레임 기간마다 화소 어레이를 표시 데이터에 기초하는 표시 신호 및 블

랭킹 데이터로 순차적으로 주사한다. 표시 데이터는, 제1 실시예 및 제2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프레임 기간 걸러

표시 장치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분 및 짝수 라인분 중 어느 한쪽을 교대로 판독하여, 드라이버 데이터(106)로

서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전송된 것이다. 예를 들면, 도 10에 도시한 제1 프레임의 제1 필드에서는, 임의의 프레임 기간

에 표시 장치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에 대응하는 일군에 기초하는 제1 계조 전압군을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부터 화소 어레이(101) 전역에 입력하고, 제2 프레임의 제1 필드에서는, 임의의 프레임 기간의 다음 프레임 기간에 표시

장치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의 짝수 라인에 대응하는 일군에 기초하는 제1 계조 전압군을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 화

소 어레이(101) 전역에 입력한다. 어느 프레임 기간에서도, 제1 계조 전압의 출력에 대하여 화소 어레이의 화소 행의 2행

이 선택된다.

  어느 프레임 기간에서도, 제1 필드에 연속하는 제2 필드에서는, 제1 필드에서 입력된 제1 계조 전압군을 화소 어레이 전

역에서 유지한다. 제2 필드에서, 예를 들면 액정 패널의 화소에 설치된 화소 전극으로부터의 전하의 누설에 의해 화소에

유지되어야 하는 계조 전압이 강하되지만, 화소 어레이에 의한 화상 표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을 포함하여, 제2 필드를 화소 어레이에 설치된 각각의 화소에 의한 제1 계조 전압의 유지 기간으로 정의한다.

  어느 프레임 기간에서도, 제2 필드에 연속하는 제3 필드에서는, 블랭킹 데이터에 기초하는 제1 계조 전압군을 데이터 드

라이버(102)로부터 화소 어레이(101) 전역에 입력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1펄스에 호응한(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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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마다의) 데이터 드라이버(102)로부터의 제1 계조 전압의 출력에 대하여 화소 어레이의 화소 행의 4행이 선택된다. 환

언하면, 1회의 계조 전압 출력에 대하여 선택되는(혹은 계조 전압이 공급되는) 화소 행 수가 표시 데이터에 의한 화상 표시

시에 비해 블랭킹 화상 표시 시에 많아지기 때문에, 화소 어레이에서의 블랭킹 화상의 해상도도 표시 데이터에 의한 화상

에 비해 내려간다. 그러나, 표시 장치의 화면을 똑같이 흑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색으로 표시하여 블랭킹 화상을 생성하는 경

우에는, 그 해상도의 저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표시 데이터에 의한 화상의 특정 영역(화소)의 휘도를 제3 필드에

서 선택적으로 내리는 경우, 이 특정 영역을 포함하는 블랭킹 화상의 일부의 표시 휘도를 다른 부분보다 내림으로써, 상술

한 해상도의 상위의 영향은 부정된다.

  도 13은, 화소 어레이로서 이용한 XGA 클래스의 해상도를 갖는 노멀리 흑 표시 모드의 액정 패널(제1 실시예 및 제2 실

시예에서도 이용했음)에, 제1 프레임 기간 및 제2 프레임 기간의 각각에서, 그 제1 필드에 화상 데이터로서 표시 온 데이터

를, 그 제3 필드에 흑 데이터로서 표시 오프 데이터를 각각 입력시켜 얻어진 화소 어레이(액정 패널)의 휘도 응답(액정 패

널에서의 액정층의 광 투과율의 변동)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본 실시예의 제2 필드에서도, 제2 실시예의 그것과 마찬가

지로, 화소 어레이(101)에 설치된 각 데이터선에 계조 전압이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제1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에 생성된

화상은, 제2 필드에서 이론적으로는 정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화소 어레이로서 액정 패널을 이용하면, 액정층의 광

투과율이 그 내부에 생긴 전계의 강도 변화로 지연되어 응답하기 때문에, 화소 어레이의 표시 휘도는 제2 필드에서도 계속

해서 상승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도 제2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1프레임 기간에서 영상 데이터에 따른 전계가 액정층

에 인가되는 시간이 연장되며, 화소의 표시 휘도는 영상 데이터에 따른 값까지 근접하거나, 또는 그 값에 응답해 온다. 이

와 같이 하여 화소 어레이에 생성된 화상은, 1프레임 기간의 끝의 25%(제3 필드)에서 액정층에 인가되는 전계를 약하게

하여, 액정층의 광 투과율을 떨어뜨림으로써 흑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색으로 똑같이 표시되는 화상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1

프레임 기간을 통해 제1 실시예보다 높은 콘트라스트비로 표시 휘도가 변화되는 인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제2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 및 그 구동 방법의 이점 외에, 제2 실시예의 제3 필드보

다 짧은 시간에서 화소 어레이(표시 장치의 화면)의 휘도가 내려간다. 이 효과는, 블랭킹 데이터에 따른 계조 전압을 도 11

또는 도 12의 데이터 드라이버 출력 파형과 각각의 게이트선 G1, G2, G3, …으로 출력되는 게이트 선택 펄스에 따라 화소

어레이로 출력하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에는, 제2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에 상술한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 변조나 게이트 선택 펄스 제어 등의 시스템이 부가되지만, 제2 실시예에 따른 그것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얻어진다. 그 하나는,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는 화상의 표시 휘도의 향상이다. 이것은, 본 실시예에서, 제1 필드에서

의 화소 어레이에의 표시 신호의 기입 시간이 연장되기 쉽고, 또한 제1 필드로부터 제2 필드에 걸치는 화상 표시 시간도 연

장되기 쉬운 것에 의한다. 그 밖의 하나는, 특히 화소 어레이에 의한 동화상 표시에서 발생하는 이동 물체의 윤곽의 번짐

(열화)의 한층 더한 저감이다. 이것은, 본 실시예에 의해, 프레임 기간마다 높은 표시 휘도로 생성된 화상(영상 데이터에 기

초함)을 제3 필드의 짧은 시간 내에서 블랭킹 화상으로 치환함으로써, 화소 어레이에 생성되는 영상이 임펄스형의 표시 장

치의 그것에 보다 근접하는 것에 의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영상 데이터의 표시 기간과 블랭킹 데이터의 표시 기간을 프레임 기간의 75% 및 25%로 각각 설

정하였지만, 화소 어레이의 밝기에 따라, 상술한 제2 필드(게이트 선택 펄스 출력의 중지 기간)와 제3 필드(화소 어레이에

의 흑 데이터 기입 기간)를 시간축을 따라 교체해도 된다. 이 경우, 1프레임 기간의 시작의 50%에서의 화소 어레이에의 영

상 데이터 기입이 완료되자마자, 그 다음의 25%에서의 화소 어레이에의 흑 데이터 기입이 개시되며, 그 최후의 25%에서

화소 어레이는 블랭킹 화상 표시 상태로 홀드된다. 이에 의해, 화소 어레이에 의한 영상 데이터의 표시 기간과 블랭킹 데이

터의 표시 기간은, 모두 1프레임 기간의 50%로 설정된다.

  《제4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를 도 1, 도 11, 도 12, 도 14 내지 도 16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도, 도 1에 도시

한 표시 장치를 이용하여, 이것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를 프레임 기간마다 메모리 회로(105)의 어느 한쪽에 1프레임 기간

걸러 교대로 저장한다. 메모리 회로(105)의 한쪽에 저장된 1프레임 기간분의 영상 데이터는, 다음 1프레임 기간분의 영상

데이터가 메모리 회로(105)의 다른쪽에 저장되기 시작함과 함께 표시 데이터로서 메모리 회로(105)의 한쪽부터 판독되어,

드라이버 데이터(106)로서 데이터 드라이버(102)로 전송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는, 메모리 회로(105)로부터 표시 데

이터를 판독하는 공정에서, 상술한 각 실시예와 달리, 영상 데이터를 이루는 수평 방향의 데이터군을 1라인마다 판독한다.

이 때문에, 도 14의 타이밍차트의 드라이버 데이터 파형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프레임 기간마다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

분(L1, L3, L5, …)과 짝수 라인분(L2, L4, L6, …)이 함께 표시 데이터로서 판독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화소 어레이에 의한 표시 동작의 1프레임 기간을 2개의 필드로 분할하고, 제1 필드에서는 화소

어레이에 표시 데이터(상술한 바와 같이 영상 데이터를 1라인마다 판독하여 얻어짐)를 기입하여 영상을 표시하고, 이에 연

속하는 제2 필드에서는 화소 어레이에 블랭킹 데이터를 기입하여 블랭킹 화상을 표시한다. 이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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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 어레이에 의한 1프레임 기간을 표시 동작에 포함하는 귀선 기간(수평 귀선 기간이나 수직 귀선 기간)을 단축하고, 표

시 장치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120)에 포함되는 귀선 기간의 적어도 일부를, 제2 필드에서의 블랭킹 화상 표시에 할당한

다. 이에 의해 본 실시예에서는, 1프레임 기간의 75%를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는 화상 표시 기간에, 그 나머지 25%를 블랭

킹 화상 표시 기간에 할당한다. 이러한 화상 표시 타이밍에 맞춰, 본 실시예에서는 표시 장치에 구비된 액정 타이밍 컨트롤

러(104)에 의한 타이밍 제어도 상술한 각 실시예의 그것과 다르게 하고 있다.

  <표시 제어 회로에서의 영상 데이터 처리>

  본 실시예에서는, 제1 필드에서 표시 장치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1라인마다 판독하여 생성된 영상 데이터를 화소 어레

이에 입력하기 때문에, 그 수평 데이터 클럭 CL1 및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는, 영상 데이터의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주파수보다 높아진다. 화소 어레이의 표시 동작에서의 수평 귀선 기간을 단축한 경우, 수평 데이터 클럭 CL1 및 주사 클럭

CL3의 펄스 간격은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펄스 간격과 비교하여, 영상 데이터의 수평 귀선 기간과 화소 어레이의 표시

동작의 수평 귀선 기간과의 차에 따라 짧아진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영상 데이터의 수평 귀선 기간의 일부를 제2 필드

에 할당하기 때문에, 이에 의한 블랭킹 화상 표시 시간도 상술한 각 실시예에 비해 한정된다. 따라서, 데이터 드라이버

(102)로부터의 제2 계조 전압의 1회의 출력에 대하여 보다 많은 화소 행을 선택하고, 이 제2 계조 전압을 이들의 화소 행

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5의 각 프레임 기간에서의 제2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의 동작은, 예를 들면, 제3 실시예의 제3 필드의 화소 어레이

의 동작에 따라 행하면 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XGA 클래스의 해상도를 갖는 화소 어레이의 표시 동작은, 그 제2 필드에서

의 블랭킹 화상 표시를 도 11의 타이밍차트에 따라 행하는 경우, 수평 데이터 클럭 CL1 및 주사 클럭 CL3의 768펄스로 제

1 필드의 화소 어레이 주사가, 이들의 192펄스로 제2 필드의 화소 어레이 주사가 각각 완료된다. 또한, 이 화소 어레이에

의한 제2 필드에서의 블랭킹 화상 표시를 도 12의 타이밍차트에 따라 행하면, 제1 필드 및 제2 필드의 화소 어레이 주사에

필요한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각각의 펄스 수, 및 제1 필드의 화소 어레이 주사에 필요한 주사 클럭 CL3의 펄스 수는 도

11의 타이밍차트에 따른 경우의 펄스 수와 동일하지만, 제2 필드의 화소 어레이 주사를 완료시키는 주사 클럭 CL3의 펄스

는, 그 간격을 제1 필드에서의 그것의 1/4로 축소하여 768회 발생한다. 제2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 주사를, 도 11의 타이

밍차트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도, 도 12의 타이밍차트에 의해 행하는 경우에도, 화소 어레이는 1프레임 기간의 80%에서 영

상 데이터에 의한 화상 표시를, 그 20%에서 블랭킹 화상 표시를 각각 행한다. 이 때문에, 영상 데이터의 수평 귀선 기간 및

수직 귀선 기간 중 적어도 한쪽으로부터 1프레임 기간의 20%에 상당하는 시간을 염출하는 것이 요청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XGA 클래스의 해상도를 갖는 화소 어레이(액정 패널)를 이용하며, 이것에 의한 영상

데이터에 기초한 화상의 표시에 1프레임 기간의 75%를, 이것에 의한 블랭킹 화상의 표시에 1프레임 기간의 나머지 25%

를 각각 할당한다. 따라서,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768펄스에 의해 영상 데이터에 의한 화상 표시가, 그 256펄스에 의해

블랭킹 화상 표시가 각각 완료된다.

  <화상 표시 타이밍>

  본 실시예에서는, 도 15에 도시한 제1 프레임 기간 및 제2 프레임 기간의 어느 것에서도 제1 필드에서는, 각각의 프레임

기간에 대응하여 메모리 회로(105)의 어느 하나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를 1라인마다(홀수 라인분, 짝수 라인분의 구별 없

이) 판독하고, 이에 의해 생긴 제1 계조 전압을 화소 어레이의 1화소 행마다 순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전체 화면(화소 어

레이의 전역)에의 영상 데이터의 전체 화면의 기입을 행한다. 또한, 제1 프레임 기간 및 제2 프레임 기간의 각각의 제2 필

드에서는, 도 11 또는 도 12에 도시한 타이밍차트에 따라 블랭킹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의 전역(전체 화면)에 기입한다. 블

랭킹 데이터는, 데이터 드라이버(102)에 의해 제2 계조 전압으로서 화소 어레이의 유효 표시 영역(화상 표시에 기여하는

영역)에 2차원적으로 배치되는 화소의 각각에 공급된다. 단, 본 실시예에서는, 각각의 프레임 기간에서, 그 75%를 제1 필

드에, 나머지 25%를 제2 필드에 할당하기 때문에, 도 11의 방법에 따르는 제2 필드에서의 블랭킹 데이터의 화소 어레이에

의 입력은 게이트 선택 펄스를 게이트선의 3라인마다 또한 3라인 걸러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또한, 도 12에 도시한 방법에

따르는 제2 필드에서의 블랭킹 데이터의 화소 어레이에의 입력은,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를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주

파수의 3배로 높여 행한다.

  이러한 화상 표시 타이밍에 의해 노멀리 흑 표시 모드의 액정 패널을 동작시켰을 때의 화소의 휘도 응답을 도 16에 도시

한다. 이 액정 패널의 화소에는, 제1 프레임 기간 및 제2 프레임 기간의 각각에서, 제1 필드에서 화소를 희게 표시하는 표

시 온 데이터가, 제2 필드에서 화소를 검게 표시하는 표시 오프 데이터(블랭킹 데이터)가 각각 기입된다.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 패널의 화소는 프레임 기간마다, 그 제1 필드에서 영상 데이터에 따른 휘도에 응답한 후, 그 제2 필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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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 휘도에 응답하는 소위 임펄스형 표시 장치의 화소와 같은 휘도 변화를 나타낸다. 이 때문에, 연속하는 프레임 기간에서

표시 화상이 변화되는 경우, 프레임 기간마다 표시 화상이 화면으로부터 없어진다. 이에 의해, 화소 어레이로 동화상을 표

시할 때에 표시되는 이동 물체의 윤곽에 생기는 동화상 열화가 저감된다.

  《제5 실시예》

  영상 데이터는, 수직 동기 신호 VSYNC에 동기하여 프레임 기간마다, 이보다 주파수가 높은 수평 동기 신호 HSYNC에

동기하여 각 프레임 기간의 1라인마다(수평 방향의 데이터마다), 수평 동기 신호 HSYNC보다 주파수가 높은 도트 클럭

DOTCLK에 동기하여 각 라인에 포함되는 도트(화소)마다, 표시 장치에 입력된다. 수직 동기 신호 VSYNC, 수평 동기 신

호 HSYNC, 및 도트 클럭 DOTCLK는, 상술한 바와 같이 영상 제어 신호로서 영상 데이터와 함께 표시 장치에 입력된다.

표시 장치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로부터 영상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표시 데이터를 판독하는 경우, 화소 어레이의 화소 행

마다 공급되는 표시 데이터의 요소의 판독 속도는, 이에 대응하는 영상 데이터의 라인마다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의 표

시 장치에의 입력 속도를 제어하는 도트 클럭 DOTCLK에 의해 정해진다. 이 때문에,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도 2, 도 7, 및

도 14의 각각에 도시한 입력 데이터 파형과 드라이버 데이터 파형을 비교하여 명백해진 바와 같이, 영상 데이터의 1라인분

을 표시 장치에의 입력에 필요한 시간(도 2의 입력 데이터의 육각형 L1, L2, L3, …의 각각의 시간축을 따른 길이)보다 영

상 데이터의 1라인을 1게이트 선택 펄스에 대응하는 표시 데이터로서 판독하는 시간(도 2의 드라이버 데이터의 육각형

L1, L3, L5, …의 각각의 시간축을 따른 길이)을 짧게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제1 실시예, 제2 실시예, 및 제3 실시예에

서는 영상 데이터를 1라인 걸러 부분적으로 판독하고, 제2 실시예 및 제4 실시예에서는 화소 어레이의 표시 동작에서의 귀

선 기간의 합계를 영상 데이터의 표시 장치에의 입력 공정에서의 귀선 기간의 합계보다 작게 하여, 프레임 기간마다 블랭

킹 화상을 행하는 시간을 염출하였다.

  본 실시예에서는, 표시 장치에 상기 도트 클럭 DOTCLK보다 주파수가 높은 클럭 신호를 발생시켜, 메모리 회로에 저장

된 영상 데이터의 1라인을 그 입력 시보다 짧은 시간으로 판독하고, 상술한 실시예보다 1프레임 기간에서의 제1 필드에 할

당하는 시간의 비율을 억제한다. 이에 의해, 1프레임 기간마다 영상 데이터에 의해 생성되는 화상을 그 프레임 기간 내에

서 블랭킹 화상에 의해 소거하여 동화상의 열화를 더욱 저감한다. 또한, 제2 실시예와 같이 화소 어레이에 입력된 영상 데

이터를, 일시적으로 화소 어레이에서 유지하는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에서는, 화소 어레이에 영상 데이터를 유지하는 기간

을 연장시켜, 이에 의해 표시되는 화상의 휘도를 올린다. 이러한 이점을 가져오는 본 실시예의 표시 장치는, 다음에 설명하

는 구조적인 특징과, 그에 따른 기능상의 특징을 갖는다.

  <표시 장치의 구조>

  본 실시예의 표시 장치의 개요는 도 17의 블록도에 도시한다. 본 실시예의 표시 장치는, 도 1을 참조하여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그것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지만, 타이밍 컨트롤러(204)에 접속된 클럭 발생 회로(214)가 새롭게 설치되어 있다.

표시 장치(200)는, 텔레비전 수신기, 퍼스널 컴퓨터, DVD 플레이어 등의 영상 신호원으로부터 영상 데이터(220) 및 영상

제어 신호(221)(수직 동기 신호 VSYNC, 수평 동기 신호 HSYNC, 도트 클럭 DOTCLK 등을 포함함)를 받는 타이밍 컨트

롤러(204)와, 이 타이밍 컨트롤러(204)로부터 표시 데이터 및 표시 제어 신호를 받는 화소 어레이(201)를 구비한다. 화소

어레이(201)로서는, 예를 들면, XGA 클래스의 해상도를 갖는 액정 패널을 이용한다.

  타이밍 컨트롤러(204)에는 표시 장치(200)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220)를 프레임 기간마다 저장하는 메모리 회로(205)

가 접속되며, 도시하지 않은 제어 신호(208)에 따라 제1 포트(209)로부터 영상 데이터(220)가 입력되는 제1 부분(도 1의

메모리 회로(105-1)에 상당)과 제어 신호(210)에 따라 제2 포트(211)로부터 영상 데이터(220)가 입력되는 제2 부분(도 1

의 메모리 회로(105-2)에 상당)을 각각 구비한다. 이 메모리 회로(205)의 제1 부분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는, 그 제2 부분

에 다른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동안에도 판독할 수 있어, 제2 부분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도 제1 부분에의 영상 데이터 저

장과 병행하여 판독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 메모리 회로(205)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로부터의 표시 데이터의 판독을, 클럭 발생 회로(214)에 의

해 기준 클럭으로서 발생되는 표시 클럭(215)에 호응하여(동기시켜) 행한다. 이 표시 클럭(215)을, 표시 장치(200)에 영상

데이터(220)를 입력하는 입력 클럭보다 높은 주파수로 생성하고, 이에 의해 영상 데이터(220)의 1라인을 메모리 회로

(205)로부터 판독함으로써, 이 1라인의 영상 데이터(220)의 메모리 회로(205)로부터의 판독에 필요한 시간은 이 1라인의

영상 데이터의 메모리 회로(205)에의 저장에 필요한 시간보다 짧아진다. 이 때문에, 도 18에 도시한 본 실시예에서의 타이

밍 컨트롤러(204)의 입력 신호 및 출력 신호의 타이밍도에서는, 드라이버 데이터(표시 데이터)로서 메모리 회로(205)로부

터 판독되는 영상 데이터의 1라인마다에 상당하는 육각형 L1, L3, L5, …의 각각의 시간축을 따른 길이가, 이 메모리 회로

(205)에 입력 데이터로서 저장되는 영상 데이터의 1라인마다에 상당하는 육각형 L1, L2, L3, …의 각각의 시간축을 따른

길이보다 짧아진다.

등록특허 10-0503579

- 23 -



  본 실시예에서는, 또한 게이트 선택 펄스마다에 대응하는 표시 데이터로서 메모리 회로(205)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1라인

걸러 판독하고, 또한 그 판독 주기에 대응하는 화소 어레이의 수평 기간에 포함되는 귀선 기간 RET(도 18의 드라이버 데

이터의 파형으로 도시함)를 영상 데이터의 메모리 회로(205)로의 입력에서의 수평 귀선 기간 RET(도 18의 입력 데이터의

파형으로 도시함)보다 짧게 함으로써, 화소 어레이의 수평 기간을 단축한다. 이에 의해, 본 실시예에서는 프레임 기간마다

에서의 영상 데이터 입력 시간을 1프레임 기간의 30% 또는 그 이하로까지 단축한다.

  이와 같이 클럭 발생 회로(214)에 의해 발생된 표시 클럭(215)에 의해 영상 데이터를 판독하고, 이것을 드라이버 데이터

(표시 데이터)(206)로서 화소 어레이(액정 패널)(201)에 설치된 데이터 드라이버(202)로 전송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데

이터 드라이버 제어 신호군(207)으로서 타이밍 컨트롤러(204)로부터 데이터 드라이버(202)에 공급되는 수평 데이터 클럭

CL1 및 도트 클럭(CL2), 타이밍 컨트롤러(204)로부터 화소 어레이(201)에 설치된 주사 드라이버(203)에 공급되는 주사

클럭(212)(CL3) 및 주사 개시 신호(213)(FLM)도 이 표시 클럭(215)을 분주하여 생성된다.

  <표시 장치의 기능 및 화상 표시 동작>

  본 실시예에서는, 도 17에 도시한 표시 장치를 제2 실시예나 제3 실시예와 같이, 이것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1프레

임 기간을, 이 영상 데이터(표시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에 기입하는 제1 필드, 화소 어레이에 기입된 영상 데이터를 유지하

는 제2 필드, 화소 어레이에 블랭킹 데이터가 기입되는 제3 필드의 3개의 필드로 분할한다. 도 19는, 본 실시예에 따른 프

레임 기간마다의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는 화상 표시와 블랭킹 화상 표시의 타이밍을, 제1 프레임 기간과 이에 연속하는 제

2 프레임 기간을 증거로 삼아 도시한다. 제1 프레임 기간 및 제2 프레임 기간의 각각에서,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는 화상은,

영상 데이터를 1라인 걸러 판독한 표시 데이터(또는 드라이버 데이터)(206)를 데이터 드라이버(202)로 송신하고, 데이터

드라이버(202)는 수취한 표시 데이터(206)에 기초하여 생성한 표시 신호를 화소 어레이에 순차적으로 입력하는 제1 필드

및 이 표시 신호를 화소 어레이에 유지하는(표시 데이터에 기초하는 정지 화상을 일시적으로 생성하는) 제2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에 표시된다. 또한, 제1 프레임 기간 및 제2 프레임 기간의 각각에서, 블랭킹 화상은 예를 들면 화소를 검게 표시하

는(그 표시 휘도를 최소로 하는) 흑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에 입력하는 제3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에 표시된다.

  도 17 및 도 18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클럭 발생 회로(214)에서 발생된 표시 클럭(215)의 펄스

에 호응하여, 프레임 기간마다 표시 장치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각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에서 1라인 걸러 판독한다. 도

19에 도시한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어레이의 표시 타이밍의 일례에서는, 제1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에서 홀수 라인의 영

상 데이터를, 제2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에서 짝수 라인의 영상 데이터를, 또한 제2 프레임 기간에 연속되는 도 19에 도

시하지 않은 프레임 기간의 제1 필드에서 다시 홀수 라인의 영상 데이터를 게이트 선택 펄스의 출력에 대응하는 표시 데이

터로서 순차적으로 판독하는 공정을 시간축을 따라 반복한다. 표시 데이터(드라이버 데이터)(206)는 프레임 기간마다 데

이터 드라이버(202)로 전송되어, 화소 어레이에 프레임 기간마다의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는 화상을 생성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표시 클럭(215)의 주파수를 영상 데이터의 도트 클럭 DOTCLK(영상 제어 신호의 기

준 클럭)의 주파수보다 높게 하고, 또한 1라인의 영상 데이터를 메모리 회로(205)로부터 판독하는 시간에 삽입되는 수평

귀선 기간을 이 1라인의 영상 데이터를 메모리 회로(205)에 저장하는 시간에 삽입되는 수평 귀선 기간보다 짧게 한다. 이

때문에, 데이터 드라이버(202)에 의해 표시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된 제1 계조 전압군을 화소 어레이(201)에 공급하는

타이밍을 정하는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은, 1라인의 영상 데이터를 메모리 회로(205)로부터 판독하는 주기에 정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데이터 드라이버(202)로부터의 제1 계조 전압군의 출력에 따라 주사 드라이버(203)로부터 게이트

선택 펄스(주사 신호 펄스)를 출력하는 타이밍을 정하는 주사 클럭 CL3도,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생성에 이용되는 기준

클럭에 기초하여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수평 데이터 클럭 CL1 및 주사 클럭 CL3을 표시 클럭(215)에 기초하여 생성하고, 제1 필드에서의 화

소 어레이 동작의 수평 기간을 메모리 회로(205)로부터의 영상 데이터 판독 주기에 맞춰 단축한다. 이 때문에, 도 18에 도

시한 바와 같이,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 간격은 영상 데이터와 함께 표시 장치에 입력되는 영상 제어 신호의 하나인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그것보다 짧아진다. 이에 의해, 1프레임 기간의 35%에서 제1 필드에서의 표시 신호의 화소 어

레이에의 기입을 완료시킨다. 또한, 주사 클럭 CL3의 펄스는, 상술한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도 3의 구동예에 따른 화소 어

레이 동작에 대하여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와 동일한 간격으로, 도 4의 구동예에 따른 화소 어레이 동작에 대하여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 간격의 1/2의 간격으로, 각각 발생된다.

  제1 필드에서는, 1프레임 기간 걸러 영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분 및 짝수 라인분 중 어느 한쪽을 교대로 판독하고, 이에 의

해 얻어진 표시 데이터(드라이버 데이터)(206)에 기초하여 데이터 드라이버(202)로부터 표시 신호가 되는 제1 계조 전압

을 출력시키며, 이것을 도 3의 구동예 또는 도 4의 구동예에 따라 화소 어레이의 각 화소에 공급한다. 제1 필드에 연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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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에서의 표시 신호(홀수 라인 또는 짝수 라인의 영상 데이터 및 표시 데이터에 의해 생성됨)의

유지 기간은, 제1 필드가 단축된 분만큼에 따라 연장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1프레임 기간의 30%를 제2 필드에 할당한다.

이에 의해, 1프레임 기간의 나머지 35%를 제3 필드에서의 블랭킹 화상 표시에 할당한다. 제3 필드에서는, 블랭킹 데이터

에 따른 제2 계조 전압을 데이터 드라이버(202)로부터 출력시키고, 이것을 도 3의 구동예 또는 도 4의 구동예에 따라 화소

어레이의 각 화소에 공급한다. 이 제2 계조 전압은,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타이밍 컨트롤러(204)에서 생성된 블랭킹

데이터를 데이터 드라이버(202)로 전송하여, 데이터 드라이버(202)에 의해 블랭킹 데이터로부터 생성해도 되고, 데이터

드라이버(202)에 제3 필드를 개시시키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를 인식시켜, 사전에 정해진 블랭킹 화상 표시용의

계조 전압을 출력시켜도 된다(후자의 방법에서는, 타이밍 컨트롤러(204)에 의한 블랭킹 데이터 생성을 행하지 않아도 된

다). 이상의 공정에 의해, 본 실시예에서는, 1프레임 기간의 65%가 화소 어레이에 의한 표시 신호의 표시 기간에, 그 나머

지 35%가 화소 어레이에 의한 블랭킹 데이터의 표시 기간에 각각 할당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도 화소 어레이 구동용의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는, 제2 실시예나 제3 실시예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도록, 제1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에의 표

시 데이터 기입 개시 시각과 제3 필드에서의 화소 어레이에의 블랭킹 데이터(도 19에서는 흑 데이터)의 기입 개시 시각에

호응하여 발생된다. 환언하면, 화소 어레이에 의한 표시 신호의 표시 기간과 블랭킹 데이터의 표시 기간이, 주사 개시 신호

FLM의 1펄스 걸러, 교대로 교체된다. 이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는, 제2 실시예 및 제3 실시예에 설명한 그것과 마찬

가지로, 화소 어레이에 이것에 입력된 데이터를 유지하는 제2 필드의 개시 시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 실시예에 설명한

표시 장치의 구동예에서의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 간격은, 제2 실시예, 제3 실시예, 및 제4 실시예에 설명한 그것과

동일하도록, 하나 걸러 2개의 다른 값(1프레임 기간의 65% 및 35%에 각각 상당하는 시간)을 교대로 나타낸다.

  상술한 바와 같이, 1프레임 기간에서의 제1 필드 기간의 비율을 상술한 각 실시예의 그것보다 단축하기 위해, 본 실시예

에서는 표시 클럭(화소 어레이가 액정 패널인 경우에는, 액정 표시 클럭)(215)의 주파수를 영상 제어 신호(221)로서 표시

장치에 입력되는 도트 클럭 DOTCLK의 그것의 1.14배로 높인다. 한편,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1라인의 영상 데이터를

메모리 회로(205)로부터 판독하는 시간(화소 어레이 동작의 수평 기간)에 삽입되는 수평 귀선 기간(드라이버 데이터 파형

의 RET)을, 이 1라인의 영상 데이터를 메모리 회로(205)에 저장하는 시간(영상 데이터의 수평 주사 기간)에 삽입되는 수

평 귀선 기간(입력 데이터 파형의 RET)보다 짧게 하고, 예를 들면, 화소 어레이 동작의 수평 기간을 영상 데이터의 수평 주

사 기간의 80%로 단축한다. 여기서, 영상 데이터의 수평 주사 기간 및 화소 어레이 동작의 수평 기간은, 모두 영상 데이터

의 도트 클럭 DOTCLK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된다. 따라서, 영상 데이터의 수평 주사 기간의 80%로 단축된 수평 기간의

화소 어레이 동작을 상기 표시 클럭(215)에 의해 행하면, 이것에 필요한 시간은 영상 데이터의 수평 주사 기간의 70%까지

단축된다. 이 70%로 되는 값은, 도트 클럭 DOTCLK를 기준으로 비교된 영상 데이터의 수평 주사 기간에 대한 화소 어레

이 동작의 수평 기간의 비율: 80%을, 표시 클럭(215)의 주파수의 도트 클럭 DOTCLK의 그것에 대한 배율: 1.14로 나눔으

로써 얻어진다. 이에 의해, 1라인의 영상 데이터를 표시 클럭(215)에 호응하여 메모리 회로(205)로부터 판독하는 주기는,

이 1라인의 영상 데이터를 도트 클럭 DOTCLK에 호응하여 메모리 회로(205)에 기입하는 주기(입력 수평 주기)의 70%로

저감된다. 이 때문에, 데이터 드라이버(202)로부터의 계조 전압의 출력 타이밍을 정하는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펄스 간

격은, 예를 들면, 영상 데이터를 1라인마다 표시 장치에 입력하는 주기(영상 데이터의 수평 주사 기간)를 정하는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그것의 70%로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메모리 회로(205)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를 1라인 걸러(그 홀

수 라인 또는 짝수 라인 중 어느 한쪽) 표시 데이터로서 판독하기 때문에, 메모리 회로(205)로부터 화소 어레이(201) 전역

에 기입해야 하는 표시 데이터를 판독하고 또한 이들을 화소 어레이에 입력하는 공정은 1프레임 기간의 35%로 완료된다.

  화소 어레이(201)로서는 노멀리 흑 표시 모드의 액정 패널을 구비한 표시 장치를, 상술한 조건 하에서 도 19에 도시한 화

상 표시 타이밍에 따라 동작시켰을 때의 액정층의 휘도 응답을 도 20에 도시한다. 이 액정 패널에 설치된 화소에는, 제1 필

드에서 화상 데이터로서 화소를 희게 표시시키는 표시 온 데이터에 대응한 계조 전압이, 제3 필드에서 블랭킹 데이터로서

화소를 검게 표시시키는 표시 오프 데이터(흑 데이터)에 대응한 계조 전압이, 각각 공급된다. 이 화소에 대응하는 액정 패

널의 액정층은,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1프레임 기간의 시작의 65%에서 영상 데이터에 따른 휘도에 응답한 후, 그 나머

지 35%에서 흑 휘도에 응답한다. 이에 의해, 각각의 프레임 기간에서, 화소의 표시 휘도는 임펄스형의 표시 장치의 표시

휘도에 가까운 응답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의 표시 장치의 구동에서도, 이에 의해 동화상을 표시할 때에 프

레임 기간에 걸쳐 화면 내를 이동하는 물체의 윤곽에 생기는 동화상 열화가 저감된다.

  이상에 설명한 본 실시예에서는, 프레임 기간마다 그 65%를 표시 신호의 표시 기간에, 그 35%를 블랭킹 데이터의 표시

기간에 각각 할당하였지만, 그 비는 1프레임 기간에서의 각 필드의 비율을 변경함으로써 적절하게 조정된다. 예를 들면,

영상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에 홀드하는 제2 필드를 1프레임 기간의 0%로 하고, 프레임 기간마다, 그 35%를 영상 데이터

의 표시 기간에, 그 65%를 블랭킹 데이터의 표시 기간에 각각 할당해도 된다. 또한, 시간축을 따라 제2 필드와 제3 필드의

순서를 교체하여, 제2 필드와 제3 필드에서 화소 어레이에 입력된 블랭킹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에 홀드시킴으로써, 1프레

임 기간의 35%를 영상 데이터의 표시 기간에, 그 65%를 블랭킹 데이터의 표시 기간에 할당해도 된다.

  《제6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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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시예에서는, 도 17에 도시한 클럭 발생 회로(214)를 구비한 표시 장치를 이용하여, 도 21에 도시한 타이밍에서 표시

장치(200)의 타이밍 컨트롤러(204)에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220)(입력 데이터의 파형 참조)를 표시 데이터(드라이버 데

이터의 파형 참조)로서 판독하고, 도 22에 도시한 타이밍에서 표시 신호를 화소 어레이(201)에 표시한다. 도 21로부터 명

백해진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도 상술한 제4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타이밍 컨트롤러(204)에 접속된 메모리 회로(205)

에 저장된 1프레임 기간분의 영상 데이터를 1라인마다(그 홀수 라인분 및 짝수 라인분의 구별 없이) 표시 데이터로서 판독

한다. 또한, 제4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본 실시예에서도 1프레임 기간을 제1 필드와 이에 연속되는 제2 필드의 2개의 필드

로 분할한다. 제1 필드에서는 영상 데이터를 판독하여 얻어진 표시 데이터를 표시 신호로서 화소 어레이(201)에 기입하고,

이 표시 신호에 대응하는 영상을 화소 어레이에 표시한다. 제2 필드에서는 블랭킹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201)에 기입하여

블랭킹 화상을 화소 어레이에 표시한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표시 장치(200)에 입력되어, 타이밍 컨트롤러(204)를 통해 메모리 회로(205)에 저장된 영상 데

이터가, 제5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클럭 발생 회로(214)에 의해 생성된 표시 클럭(215)(표시 장치의 기준 클럭)의 펄스에

호응하여 메모리 회로(205)로부터 표시 데이터로서 판독된다. 또한, 제5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표시 클럭(215)의 주파수

는, 영상 데이터의 도트 클럭 DOTCLK(영상 제어 신호(221)에 포함되는 기준 클럭)의 주파수보다 높아진다. 또한, 도 21

의 입력 데이터 및 드라이버 데이터의 각각의 파형으로부터 명백해진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도 제5 실시예와 마찬가지

로, 메모리 회로(205)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의 1라인분을 그것으로부터 판독하는 시간(수평 기간)에 포함되는 수평 귀선

기간 RET는, 이 영상 데이터의 1라인을 메모리 회로(205)에 저장하는 시간에 포함되는 수평 귀선 기간 RET보다 짧다. 본

실시예에서도, 표시 클럭(215)의 주파수를 도트 클럭 DOTCLK의 그것의 1.14배로 하고, 화소 어레이 동작의 수평 기간

(도트 클럭 DOTCLK을 기준으로 함)을 그 귀선 기간의 단축에 의해 영상 데이터의 수평 주사 기간의 80%로 함으로써, 표

시 클럭(215)을 기준으로 하는 화소 어레이의 수평 주사 기간을 제5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영상 데이터의 수평 주사 기간의

70%로 단축한다. 제1 필드 및 제2 필드에서의 데이터 드라이버(202)에 의한 계조 전압 출력을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1

펄스마다 행하는 경우,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주파수는 영상 데이터의 수평 동기 신호 HSYNC의 약 1.43배로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에서도 제5 실시예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게이트 선택 펄

스에 대응하는 표시 데이터(드라이버 데이터(206))를, 영상 데이터의 수평 주사 기간에 포함되는 귀선 기간보다 짧은 귀선

기간을 포함하는 수평 기간에서, 또한 타이밍을 영상 신호의 입력 클럭과는 다른 액정 표시용 클럭에서 메모리 회로(205)

로부터 판독한다. 단, 본 실시예에서는, 도 22의 표시 타이밍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1프레임 기간의 70%가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는 표시 신호의 표시 기간에, 그 나머지 30%가 블랭크 데이터의 표시 기간에 각각 할당된다.

  도 22의 표시 타이밍에 따른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어레이의 구동은, 대강 제5 실시예의 그것에 준하지만, 표시 클럭

(215)을 기준 클럭으로 하는 표시 장치의 구동에서 제5 실시예에 따른 화소 어레이의 구동 방법과 다르다. 프레임 기간마

다 그 제1 필드에서 영상 데이터를 그 홀수 라인 및 짝수 라인의 구별 없이 라인마다 표시 데이터로서 판독하고, 이것을 드

라이버 데이터(206)로서 데이터 드라이버(202)로 전송한다. 영상 데이터의 메모리 회로(205)로부터의 판독은, 이 영상 데

이터가 메모리 회로(205)에 저장된 프레임 기간의 다음 프레임 기간에서, 다음 영상 데이터가 메모리 회로(205)에 저장되

기 시작함과 동시에 개시된다. 데이터 드라이버(202)는 드라이버 데이터(206)로서 받은 영상 데이터의 1라인분마다 화소

어레이에 병설된 복수의 데이터선(신호선)의 각각에 대응하는 제1 계조 전압군을 순차적으로 생성하고, 이것을 화소 어레

이에 병설된 복수의 화소 행의 1행마다 공급한다. 이 때문에, 제1 필드에서는, 주사 드라이버(203)로부터 게이트 선택 펄

스(주사 신호 펄스)를 화소 어레이에 병설된 복수의 게이트선(주사 신호선)마다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환언하면, 복수의

게이트선은 1개마다 순차적으로 선택되며, 이에 의해 게이트선의 1라인에 대응하는 화소 행마다 제1 계조 전압군이 공급

된다. 화소 어레이의 해상도가 XGA 클래스인 경우, 제1 필드에서, 데이터 드라이버(202)로부터 제1 계조 전압군이 768회

출력되고, 주사 드라이버(203)로부터 게이트 선택 펄스는 768회 출력된다. 이상의 동작은 상술한 바와 같이, 1프레임 기

간의 시작의 70%로 완료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화소 어레이의 구동에서는, 1프레임 기간의 30%에서 블랭킹 데이터를 도 11이나 도 12에 도시한 타이

밍차트에 따라, 화소 어레이에 입력한다. 데이터 드라이버(202)에 의한 블랭킹 데이터에 대응한 제2 계조 전압의 생성에

는, 상술한 각 실시예에서 설명한 계조 전압 생성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해도 된다. 도 11의 타이밍차트에 따른 블랭킹

화상 표시에서는, 데이터 드라이버(202)로부터의 제2 계조 전압에 대하여, 주사 드라이버(203)로부터 게이트 선택 펄스를

복수의 게이트선의 4라인으로 출력한다. 이에 의해, 화소 어레이에 병설된 복수의 화소 행은, 각각이 대응하는 복수의 게

이트선의 4라인마다 또한 4라인 걸러 선택되며, 이들에 제2 계조 전압이 인가된다. 도 12의 타이밍차트에 따른 블랭킹 화

상 표시에서는, 데이터 드라이버(202)로부터의 제2 계조 전압의 출력 기간마다, 복수의 게이트선의 4라인에 주사 드라이

버(203)로부터 게이트 선택 펄스가 순차적으로 출력된다. 이 때문에, 제2 필드에서의 주사 클럭 CL3의 펄스 간격은, 제2

계조 전압을 1회 출력하는 기간(화소 어레이 동작에 있어서의 수평 기간)의 1/4로 된다. 이 블랭킹 화상 표시에서도, 임의

의 시각에서의 제2 계조 전압의 출력에 대하여, 게이트선의 4라인에 대응하는 화소 행이 게이트 선택 펄스에 의해 선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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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들에 제2 계조 전압이 인가된다. 따라서, 제2 필드에서의 블랭킹 화상 표시는, 데이터 드라이버(202)로부터의 제2

계조 전압군의 192회의 출력에 대하여, 주사 드라이버(203)로부터 게이트 선택 펄스를 도 11의 타이밍차트에 따른 경우에

는 192회 출력하고, 도 12의 타이밍차트에 따른 경우에는 768회 출력하여 행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1프레임 기간의 시

작의 70%를 제1 필드에 의한 영상 데이터에 기초한 화상 표시에, 그 나머지 30%를 제2 필드에 의한 블랭킹 화상 표시에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2 필드에서의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주파수를 제1 필드에서의 주파수보다 낮게 하고, 이 수평 데

이터 클럭 CL1의 주파수 변화에 의거하여, 주사 클럭 CL3의 주파수를 조정한다. 이 경우, 상술한 클럭 발생 회로(214) 또

는 타이밍 컨트롤러(204)의 주변에 새롭게 설치된 펄스 발진기 등에 의해, 표시 클럭(215)보다 주파수가 낮은 제2 필드용

의 기준 클럭(제2 기준 클럭)을 발생시키고, 이에 의해 제2 필드용의 수평 데이터 클럭 CL1과 주사 클럭 CL3을 발생시켜

도 된다. 또한, 제2 필드에서의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주파수를 제1 필드에서의 그것의 값으로 유지하고, 제2 필드에서

발생하는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의 330펄스의 시작의 192펄스만을 화소 어레이에의 제2 계조 전압군의 공급에 이용해도

된다. 후자의 화소 어레이 동작에서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 간격을 조정하여, 주사 드라이버(203)로부터의 게이트

선택 펄스 출력을 도 11 또는 도 12의 타이밍차트에 따라 상술한 바와 같이 설정한다. 즉, 제2 필드에서의 블랭킹 데이터의

화소 어레이에의 기입은 제1 필드의 1/4의 기간(1프레임 기간의 17.5%)에서 완료되고, 그 나머지 기간에서는 블랭킹 데

이터를 화소 어레이에 유지한다.

  XGA 클래스의 해상도를 갖는 노멀리 흑 표시 모드의 액정 패널을, 본 실시예에 따라 도 22의 표시 타이밍으로 동작시켰

을 때의 액정 패널의 화소에 대응하는 액정층의 휘도 응답을 도 23에 도시한다. 이 화소에는, 제1 필드에서 화상 데이터로

서 화소를 희게 표시시키는 표시 온 데이터에 대응한 계조 전압이, 제2 필드에서 블랭킹 데이터로서 화소를 검게 표시시키

는 표시 오프 데이터(흑 데이터)에 대응한 계조 전압이 각각 공급된다. 이 화소에 대응하는 액정 패널의 액정층은, 도 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1프레임 기간의 시작의 70%에서 영상 데이터에 따른 휘도에 응답한 후, 그 나머지 30%에서 흑 휘도에

응답한다. 이에 의해, 각각의 프레임 기간에서 화소의 표시 휘도는 임펄스형의 표시 장치의 그것에 가까운 응답을 나타낸

다. 이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의 표시 장치의 구동에서도, 이에 의해 동화상을 표시할 때에 프레임 기간에 걸쳐 화면 내를

이동하는 물체의 윤곽에 발생하는 동화상 열화가 저감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영상 데이터의 표시 기간과 블랭킹 데이터의

표시 기간을 각각 1프레임 기간의 70%, 30%로 하였지만, 그 비율은 상술한 수평 데이터 클럭 CL1, 주사 클럭 CL3, 및 주

사 개시 신호 FLM 등의 조정에 의해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

  《제7 실시예 : 조명 장치의 점멸 동작과의 조합》

  이하, 본 발명의 제7 실시예를 도 24 및 도 25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4에 도시한 표시 장치(300)는, 도 1에 도시한 그

것과 대강 마찬가지의 구조를 갖지만, 화소 어레이(301)로서 투과형의 액정 패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에 광을 조사하

는 백 라이트(Back light, 도 24에는 도시되지 않은 조명 장치)와 그 구동 회로(315)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다르며, 또한 백

라이트 구동 회로(315)가 액정 타이밍 컨트롤러(304)로부터 송신되는 백 라이트 제어 신호(316)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백 라이트는, 간헐적(intermittently)으로 액정 패널에 광을 조사한다. 이와 같이 명멸 동작 또는

점멸 동작하는 백 라이트를 블링크 백 라이트(Blink Back light)로 부른다. 또한, 백 라이트의 휘도를 주기적으로 변조하는

제어를 블링크 제어(Blink Control)로 부른다. 도 25는, 상술한 각 실시예에서 도 6, 도 9, 도 13, 도 16, 도 20, 또는 도 22

를 참조하여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표시 장치(액정 표시 장치)에서의 액정 패널(그 화소)의 휘도 응답에, 브링크 백 라이트

의 명멸 동작을 조합하는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의 구동 타이밍을 도시한다. 즉, 본 실시예에서는, 화소 어레이로서

액정 패널을 구비한 표시 장치를 제1 실시예 내지 제6 실시예에서 설명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동시켰을 때의 동화상

열화 저감 효과를, 이것에 구비된 조명 장치의 명멸 동작으로 더욱 높인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이용한 액정 패널은 XGA

클래스의 해상도를 갖고, 그 액정층은 이것에 인가되는 전계가 약할수록 그 광 투과율이 낮아지는 소위 노멀리 흑 표시 모

드로 변조된다.

  도 24에 도시한 표시 장치(액정 표시 장치)(300)는, 텔레비전 수신기, 퍼스널 컴퓨터, DVD 플레이어 등의 영상 신호원

(표시 장치의 외부)으로부터 영상 데이터(320) 및 영상 제어 신호(321)(그 정의는 제1 실시예 및 제5 실시예에서 설명)를

받는 타이밍 컨트롤러(304)와, 이 타이밍 컨트롤러(304)로부터 표시 데이터 및 표시 제어 신호를 받는 화소 어레이(액정

패널)(301)를 구비한다. 타이밍 컨트롤러(304)에는 영상 데이터(320)를 프레임 기간마다 저장하는 메모리 회로(305)가

접속된다. 메모리 회로(305)의 구조는 도 1에 도시한 메모리 회로(105-1, 105-2)에 준하지만, 도 24에는 도 17과 마찬가

지로 간략화되어 도시된다. 즉, 메모리 회로(305)는 제어 신호(308)에 따라 제1 포트(309)로부터 영상 데이터(320)가 입

력되는 제1 부분과 제어 신호(310)에 따라 제2 포트(311)로부터 영상 데이터(320)가 입력되는 제2 부분을 각각 구비하며,

그 제1 부분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는 제2 부분에의 다른 영상 데이터 저장과 병행하여 판독시키며, 또한 제2 부분에 저장

된 영상 데이터도 제1 부분에의 다른 영상 데이터 저장과 병행하여 판독시킨다. 메모리 회로(305)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

는, 상술한 실시예 중 어느 하나에 의한 방법으로 드라이버 데이터(306)로서 판독되어 화소 어레이(액정 패널)(301)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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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데이터 드라이버(화상 신호 구동 회로)(302)로 전송된다. 표시 제어 회로(304)에 제5 실시예나 제6 실시예에서 설명

한 클럭 발생 회로나 그 유사물을 접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회로를 타이밍 컨트롤러(304)의 내부에 증설함으로써, 메모리

회로(305)로부터의 드라이버 데이터(306)의 판독을 가속해도 된다.

  타이밍 컨트롤러(304)는, 드라이버 데이터(306)와 함께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이나 도트 클럭(CL2) 등을 데이터 드라이

버 제어 신호군(207)으로서 데이터 드라이버(202)에 공급하고, 화소 어레이(301)에 설치된 주사 드라이버(주사 신호 구동

회로)(303)에는 주사 클럭(312)(CL3) 및 주사 개시 신호(313)(FLM)를 공급한다.

  타이밍 컨트롤러(304)로부터 백 라이트 구동 회로(315)로 보내어지는 백 라이트 제어 신호(316)는, 도 25에 도시한 그

파형과 같이, 이것이 하이 레벨로 될 때 백 라이트를 점등시키고(밝게 하고), 이것이 로우 레벨로 될 때 백 라이트를 소등시

키도록(어둡게 하도록) 백 라이트 구동 회로(315)를 제어한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화소 어레이(액정 패널)(301)를 프레임 기간마다 그 데이터선(신호선)에 따라 도 24의 상측으로

부터 하측으로 순차적으로 주사한다(이 동작을 전체 화면 주사라고 편의적으로 부른다). 상술한 각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전체 화면 주사를 1프레임 기간에 2회 행하며, 그 1회째에서 표시 데이터(영상 데이터)를, 그 2회째에서 블랭킹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301)에 기입한다. 노멀리 흑 표시 모드의 액정 패널로 이루어지는 화소 어레이(301)의 화소 행에, 표시 데이

터로서 화소를 희게 표시하는 표시 온 데이터(이에 대응하는 제1 계조 전압)를, 블랭킹 데이터로서 화소를 검게 표시하는

표시 오프 데이터(이에 대응하는 제2 계조 전압)를, 각각 기입하면, 프레임 기간에서의 각 화소 행에 대응한 액정층의 휘도

변화의 타이밍이 화소 어레이(301)의 데이터선을 따라(그 수직 방향을 따라) 어긋난다. 도 25에는, 화소 행간의 휘도 변화

의 어긋남을, 화소 어레이(표시 화면)의 수직 방향을 따라, 화면 상부, 화면 중앙부(N개의 게이트선을 갖는 화소 어레이의

상측으로부터 N/2번째의 게이트선의 근방) 및 화면 하부의 각각의 화소 행의 휘도 응답의 그래프를 배열하여 나타낸다.

  각각의 화소 행에 대응한 액정층의 광 투과율은, 화소 행에 표시 데이터 또는 블랭킹 데이터가 기입되고 나서(이에 대응

하는 계조 전압이 공급되고 나서), 수㎳초 내지 수십㎳초를 지나 기입된 데이터에 따른 값에 응답한다. 이에 대하여, 프레

임 기간마다 표시 데이터나 블랭킹 데이터로 상술한 전체 화면 주사(Whole Vision Scanning)를 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계조 전압이 화소 어레이의 화면 상부로부터 화면 하부로 각 화소 행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이 때문에, 화소 어레이를 표

시 온 데이터로 전체 화면 주사를 행하는 경우, 화면 하부의 화소 행에 계조 전압이 공급되는 시각(휘도 응답의 그래프가

감소로부터 증가로 바뀌는 극소점)에서, 화면 상부의 화소 행에 대응하는 액정층의 휘도는, 표시 온 데이터에 대응한 그것

에 상당히 근접한다. 이와 같이 하여 액정 패널(화소 어레이) 내에 생기는 휘도 응답의 시간축을 따른 변동에 의해, 프레임

기간마다 표시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화상이 표시 장치의 사용자의 시야로부터 충분히 소거되지 않은 경우, 복수의

프레임 기간에 걸쳐 화소 어레이에 차례차례로 생성되는 화상이 마치 임펄스적으로 표시되어 있도록 사용자에게 지각시키

는 것도 어려워진다. 본 실시예에서는, 액정 표시 장치(이에 구비된 액정 패널)에 의한 프레임 기간마다의 영상 데이터에

의한 화상 표시와 블랭킹 화상 표시의 타이밍에 맞춰 그 백 라이트의 명멸 동작을 행하여, 프레임 기간마다 액정 패널에 생

성되는 화상을 보다 임펄스적으로 표시한다. 이 백 라이트의 명멸 동작은, 액정 패널(화소 어레이)에서의 화상 생성의 제어

신호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에 호응시켜(동기시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 따른 백 라이트의 점멸 제어에서는, 백 라이트의 소등에 기인하는 액정 패널의 표시 휘도의 저하가 발생한

다. 그러나, 프레임 기간에서의 블랭킹 화상 표시 기간(예를 들면, 각각의 화소 행의 흑 표시 타이밍)과 백 라이트의 소등

기간과의 중복 기간의 조정에 의해, 표시 장치의 사용자가 지각하는 액정 패널의 표시 휘도 저하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것은, 표시 장치에 동화상을 표시했을 때의 사용자의 시점이 화소 어레이의 중앙부에 멈물기 쉬운 경향에 의한다.

이 때문에, 백 라이트 점등 기간을, 도 25의 휘도 응답의 그래프에 중첩된 해칭 영역과 같이, 화소 어레이 중심부에 위치하

는 화소 행에의 표시 데이터 기입 후에 개시시키고, 이 화소 행에의 블랭킹 데이터 기입 후에 종료시킨다. 백 라이트에는

그 광원으로서, 냉음극 형광 램프 등의 형광 램프, 키세논 등의 가스를 봉입한 램프, 발광 다이오드 등이 구비된다. 광원의

발광 특성은, 이들에의 전류(램프 전류, 관전류로 부름)의 공급을 개시하고 나서 단시간에 원하는 밝기에 도달하며, 또한

전류 공급의 정지와 동시에 어둡게 되는(잔광이 짧은)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원은, 램프 전류의 공급으로부터

그 발광에 이르기까지 수㎳ 정도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잔광 시간(램프 전류의 정지로부터 광 복사가 충분한 감쇠에 이르

는 시간)도 수㎳ 정도가 된다. 이러한 광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백 라이트 점등 기간을, 전체 화면 주사에서 최초로 계조 전

압이 공급되는 화소 행(도 25의 경우, 화소 어레이의 최상단의 화소 행)에의 블랭킹 데이터 기입 전에 개시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고, 또한, 전체 화면 주사에서 마지막으로 계조 전압이 공급되는 화소 행(도 25의 경우, 화소 어레이의 최하단의 화

소 행)에의 블랭킹 데이터 기입 전에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표시 장치에 생성되는 화상에 따라 백 라이트의 블링크 제어를 멈추는(백 라이트를 연속적으로 점등시키는) 경우에

는, 백 라이트에 구비된 광원(냉음극 형광 램프 등의 관구)에 공급되는 전류를 블링크 제어 시에서 연속 점등 시보다 크게

하여, 블링크 제어 시의 표시 화상의 휘도 저하를 보상함과 함께, 표시 화상의 콘트라스트를 향상시킨다. 광원으로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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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술한 각종 램프에 과대한 램프 전류를 공급하면, 그 수명이 단축된다. 그러나, 도 2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백 라이트

의 블링크 제어 시에서의 점등 기간(램프 전류를 증가시킨 점등 기간)을 1프레임 기간의 30∼70%(바람직하게는 50% 전

후)로 하고, 또한 1프레임 기간의 개시 시각으로부터 제1 필드의 1/2이 경과한 후에 개시시켜, 프레임 기간에 1회의 백 라

이트의 점멸 동작을 행함으로써, 광원의 수명을 유지하며 또한 표시 화상의 휘도 저하를 억제할 수 있다.

  램프 전류를 크게 해도 또한 충분한 발광 휘도가 얻어지는 경우에는, 램프 전류를 크게 하여, 백 라이트의 점등 기간을 더

욱 단축하면 된다. 이에 의해, 백 라이트 소등 기간에서, 액정 패널은 보다 완전하게 흑에 가깝게 표시된다. 또한, 도 25의

타이밍에서 백 라이트의 블링크 제어를 행함으로써, 액정 패널의 화면 중앙의 화소 행이 영상 데이터에 충분히 응답한 상

태에서 백 라이트가 점등되기 때문에, 표시 화상의 선명함이 증가됨과 함께 램프의 발광 효율도 향상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에서는, 액정 패널에 봉입된 액정의 광학적인 응답 속도나, 블랭

킹 표시 기간의 비율에 대응한 백 라이트의 점등 기간 조정 등에 의해, 이에 의한 동화상의 표시 동작이 최적화된다. 또한,

백 라이트의 소등 기간에서 램프의 과열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 온도 상승에 의한 휘도 저하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술한 각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에서의 프레임 기간마다의 블랭킹 표시 기간을 고

려하여, 이것에 백 라이트의 점등 제어를 조합함으로써, 동화상 표시 특성뿐만 아니라, 백 라이트의 발광 효율이 우수한 표

시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제8 실시예 : 표시 데이터 생성 회로의 표시 장치로부터의 분리》

  도 26은 본 실시예에서의 표시 장치(액정 표시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며, 상술한 각 실시예에서 표시 장치에 내장시킨 표

시 데이터 생성 기능을 그것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에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수상기의 경우, 텔레비전 수상기 본

체에 의해 수신된 영상 데이터(영상 신호)를 이와 함께 수신된 영상 제어 신호(수직 동기 신호 VSYNC나 도트 클럭

DOTCLK 등을 포함함)에 의해 일단 메모리 회로(프레임 메모리)에 저장하고, 표시 장치에 의한 화상 표시에 적합한 표시

데이터로 가공한다. 따라서, 화상 신호원(401)과, 그것으로부터 송신되는 영상 데이터(402) 및 영상 제어 신호를 받아, 표

시 데이터(406)를 생성하는 주사 데이터 생성 회로(403), 주사 데이터 생성 회로(403)에서 받은 영상 데이터(402)가 포트

(404)를 통해 저장되는 메모리 회로(405)는 표시 장치(400)에 대하여 외부 회로가 된다. 메모리 회로(405)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는, 주사 데이터 생성 회로(403)에 의해 포트(404)를 통해 표시 데이터(406)로서 판독된다.

  주사 데이터 생성 회로(403)는, 제1 실시예, 제2 실시예, 제3 실시예, 및 제5 실시예에서 영상 데이터(402)를 1라인 걸러

표시 데이터(406)로서 판독하고, 표시 데이터(406)는 표시 장치(400)에 구비된 화소 어레이(예를 들면, TFT형의 액정 패

널)(414)의 2화소 행마다 기입된다. 또한, 제2 실시예, 제4 실시예, 제5 실시예, 및 제6 실시예에서, 주사 데이터 생성 회로

(403)는, 표시 데이터(406)의 1라인분의 판독을 영상 데이터(402)의 수평 주사 기간보다 짧은 수평 기간에서 행한다. 또

한, 제5 실시예 및 제6 실시예에서, 주사 데이터 생성 회로(403)는, 영상 데이터(402)의 도트 클럭 DOTCLK보다 주파수

가 높은 표시 클럭을 그 내부 또는 주변에 설치한 펄스 발진기 등의 회로에 의해 생성하고, 이 표시 클럭에 호응하여 표시

데이터(406)를 판독한다. 따라서, 표시 데이터(406)는, 영상 데이터(402)의 프레임 기간마다 간헐적으로 표시 장치(400)

에 입력되며, 각 프레임 기간에는 표시 데이터(406)의 전송이 단속되는 기간이 발생한다.

  표시 장치(400)에 구비된 타이밍 컨트롤러(407)는, 이 표시 데이터(406) 및 이것과 함께 표시 장치(400)에 입력되는 수

직 동기 신호, 수평 동기 신호, 도트 클럭(또는 상술한 표시 클럭)을 받아, 상술한 실시예 중 어느 하나에 의한 화소 어레이

(401)의 표시 동작에 적합한 주사 개시 신호 FLM, 수평 데이터 클럭 CL1, 도트 클럭 CL2, 및 주사 클럭 CL3을 생성한다.

표시 장치(400)의 외부에서 이미 생성된 표시 데이터(406)는, 영상 데이터(402)의 수직 동기 신호의 펄스 간격으로 규정

되는 1프레임 기간에 대하여, 그 표시 제어 회로(407)로의 전송 기간이 짧아진다. 따라서, 제1 실시예에 본 실시예를 적용

하는 경우, 표시 제어 회로(407)는, 주사 데이터 생성 회로(403) 또는 그 주변에서 생성되며 또한 표시 데이터(406)의 판

독에 이용된 수평 동기 신호 및 도트 클럭(상술한 표시 클럭을 포함함)을 받아, 이 수평 동기 신호를 수평 데이터 클럭 CL1

로서 표시 데이터(406)와 함께 드라이버 데이터 버스(408)를 통해 데이터 드라이버(411)로 전송하고, 이 수평 동기 신호

(도 3의 구동예) 또는 이것과 도트 클럭(도 4의 구동예)으로부터 주사 클럭 CL3을 생성하여 주사 데이터 버스(409)를 통

해 주사 드라이버(412)로 전송한다. 또한, 영상 데이터(402)의 수직 동기 신호를 표시 장치(400)에 입력하고, 표시 제어

회로(407) 또는 그 주변 회로에서 분주하여 제1 필드와 제2 필드의 각각의 개시 시각에 대응한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

스를 발생시킨다.

  제1 실시예 이외의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 간격을 교대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표시 제

어 회로(407)는 이것에 표시 데이터(406)와 함께 입력되는 수평 동기 신호나 도트 클럭을 참조하여 주사 개시 신호 FLM

을 생성한다. 따라서, 표시 제어 회로(407)는 수평 동기 신호나 도트 클럭의 펄스를 카운트하고, 이것에 따라 제2 필드나

등록특허 10-0503579

- 29 -



제3 필드의 개시 타이밍을 검지하여 주사 개시 신호 FLM의 펄스를 생성하며,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소 어레이 동작의 수평 데이터 클럭 CL1이나 주사 클럭 CL3을 블랭킹 데이터의 화소 어레이에의 기입 조건에 맞춰 조정

한다.

  또한, 도 26은 제7 실시예의 표시 장치에 따라, 본 실시예에 따른 표시 장치를 액정 표시 장치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구조

로 도시한다. 본 실시예의 표시 장치는, 액정 표시 장치에 한정되지 않고, 일렉트로 루미네센스 어레이나 발광 다이오드 어

레이를 화소 어레이에 이용한 표시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화소 자체가 발광 기능을 구비한 화소 어레이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도 26의 백 라이트 구동 회로(413) 및 백 라이트 제어 신호 버스(410)가 불필요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해, 표시 장치의 화면에 생성되는 1프레임 기간분의 영상 데이터에 의한 화상을 이 1프레임 기간 내에 블랭

킹 데이터에 의한 어두운 화상(흑 화상)으로 효과적으로 마스크함으로써, 프레임 기간마다의 영상 데이터에 의한 화상이

임펄스 표시되도록 표시 장치의 사용자에게 지각시킨다. 이에 의해, 표시 장치의 사용자는, 1프레임 기간 전 및 그 이전에

이미 화면에 표시된 영상 데이터에 의한 화상을 지각할 수 없게 되어, 이들 화상의 일부가 최신의 표시 화상에 희미하게 중

첩되는 것에 의한 화면 내의 이동 물체의 윤곽의 열화를 지각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홀드형의 동작 원리에 의해 구동되

는 표시 장치에 의한 동화상 표시에서의 동화상 열화와 이에 기인하는 화질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프레임 기간마다 블랭킹 화상 표시 기간을 삽입하는 것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영상 데이터에 의한 화상

의 표시 휘도의 저하를, 1프레임 기간 내에서의 화소 어레이에의 영상 데이터 기입 시간과 블랭킹 데이터 기입 시간과의

비율의 최적화, 및 화소 어레이에서의 영상 데이터 유지 기간의 삽입에 의해 억제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1프레임 기간 내의 영상 데이터에 의한 화상 표시와 블랭킹 화상 표시와의

타이밍과, 백 라이트의 블링크 제어 타이밍의 조합으로, 표시 화상의 휘도나 콘트라스트가 향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표시 장치에 있어서,

  제1 방향과 상기 제1 방향에 교차하는 제2 방향을 따라 2차원적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를 갖는 화소 어레이와,

  상기 화소 어레이에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병설되며 또한 상기 복수의 화소의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배열되는 각각의 군

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화소 행을 선택하는 주사 신호를 전송하는 복수의 제1 신호선과,

  상기 화소 어레이에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병설되며 또한 상기 복수의 화소 행의 상기 주사 신호에 의해 선택된 것에 포함

되는 화소에 그 각각의 표시 계조를 정하는 표시 신호를 공급하는 복수의 제2 신호선과,

  상기 복수의 제1 신호선의 각각에 주사 신호를 출력하는 제1 구동 회로와,

  상기 복수의 제2 신호선의 각각에 표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구동 회로와,

  영상 데이터 및 그 제어 신호를 프레임 기간마다 받아, 상기 제1 구동 회로에, 상기 제1 구동 회로의 주사 신호의 출력 간

격을 제어하는 제1 클럭 신호와, 상기 제1 클럭 신호에 의해 상기 화소 행의 선택 공정의 개시를 지시하는 주사 개시 신호

를 송신하고, 상기 제2 구동 회로에, 상기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된 상기 제2 구동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표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표시 데이터와, 상기 표시 신호의 출력 간격을 제어하는 제2 클럭 신호를 송신하는 표시 제어 회

로를 포함하며,

  상기 표시 제어 회로는, 상기 제1 구동 회로에, 상기 영상 데이터를 받는 상기 프레임 기간마다 상기 화소 어레이에서의

상기 화소 행의 선택 공정을 적어도 2회 행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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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2 구동 회로는, 상기 프레임 기간마다 행해지는 상기 화소 행의 선택 공정의 1회째에서 상기 표시 신호를 각각의

화소 행의 선택에 호응하여 출력하며, 상기 화소 행의 선택 공정의 2회째에서 상기 화소 어레이를 1회째의 선택 공정보다

어둡게 표시하는 표시 신호를 선택된 화소 행의 각각으로 출력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동 회로는, 상기 제1 클럭 신호에 호응하여 상기 복수의 제1 신호선의 인접하는 N라인(N은 2 이상의 자연수)

을 선택하는 주사 신호를 상기 복수의 제1 신호선의 N 라인 걸러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구동 회로는 상기 표시 제어 회로가 받는 영상 데이터의 수평 주사 기간보다 짧은 간격으로 상기 표시 신호를 출

력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동 회로는, 상기 제2 클럭 신호의 N배(N은 2 이상의 자연수)의 주파수의 상기 제1 클럭 신호에 호응하여 상

기 복수의 제1 신호선을 1라인마다 선택하는 주사 신호를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기간에서의 상기 화소 행의 1회째의 선택 공정에는, 상기 프레임 기간에서의 상기 화소 행의 2회째의 선택

공정보다 긴 시간이 할당되는 표시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기간은 상기 화소 행의 1회째의 선택 공정 및 2회째의 선택 공정 중 어디에도 할당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하

며, 상기 시간에서는 그 전의 상기 1회째 또는 2회째의 선택 공정에서 상기 화소 어레이에 공급된 표시 신호가 상기 화소

어레이에 유지되는 표시 장치.

청구항 7.

  표시 장치에 있어서,

  제1 방향과 이것에 교차하는 제2 방향을 따라 2차원적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를 갖는 화소 어레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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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화소 어레이에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병설되며 또한 상기 복수의 화소의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배열되는 각각의 군

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화소 행을 선택하는 주사 신호를 전송하는 복수의 제1 신호선과,

  상기 화소 어레이에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병설되며 또한 상기 복수의 화소 행의 상기 주사 신호에 의해 선택된 것에 포함

되는 화소에 그 각각의 표시 상태를 정하는 표시 신호를 공급하는 복수의 제2 신호선과,

  상기 복수의 제1 신호선의 각각에 주사 신호를 출력하는 제1 구동 회로와,

  상기 복수의 제2 신호선의 각각에 표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구동 회로와,

  상기 제1 구동 회로에 상기 제1 신호선에의 주사 신호의 출력 간격을 제어하는 제1 클럭 신호와 상기 제1 클럭 신호에 의

한 상기 화소 어레이에 걸치는 상기 화소 행의 선택을 개시시키는 주사 개시 신호를 송신하며, 상기 제2 구동 회로에 상기

표시 신호의 출력 간격을 제어하는 제2 클럭 신호를 송신하는 표시 제어 회로와,

  표시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클럭 생성 회로

  를 포함하며,

  상기 표시 제어 회로는, 상기 제1 구동 회로에, 상기 주사 개시 신호에 호응하여,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프레임 기간마

다 상기 화소 어레이에 걸치는 상기 화소 행의 선택 공정을 적어도 2회 행하게 하며, 상기 화소 행 선택 공정의 1회째에서

상기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된 표시 데이터를 상기 표시 클럭 신호에 의해 상기 제2 구동 회로로 전송하고,

  상기 제2 구동 회로는, 상기 화소 행 선택 공정의 1회째에서 상기 표시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된 제1 표시 신호를 상기

제2 클럭 신호에 호응하여 상기 화소 어레이에 공급하며, 상기 화소 행 선택 공정의 2회째에서 상기 화소 어레이를 상기 제

1 표시 신호의 공급 후보다 어둡게 표시하는 제2 표시 신호를 상기 제2 클럭 신호에 따라 상기 화소 어레이에 공급하는 표

시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클럭 신호는 상기 영상 제어 신호에 포함되는 도트 클럭 신호보다 높은 주파수를 갖는 표시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클럭 신호는, 상기 영상 제어 신호에 포함되며 또한 상기 표시 제어 회로에 상기 영상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평

동기 신호보다 높은 주파수를 갖는 표시 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동 회로는, 상기 제1 클럭 신호에 호응하여 상기 복수의 제1 신호선의 인접하는 N라인(N은 2 이상의 자연수)

을 선택하는 주사 신호를 상기 복수의 제1 신호선의 N 라인 걸러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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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구동 회로는 상기 표시 제어 회로가 받는 영상 데이터의 수평 주사 기간보다 짧은 간격으로 상기 표시 신호를 출

력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동 회로는, 상기 제2 클럭 신호의 N배(N은 2 이상의 자연수)의 주파수의 상기 제1 클럭 신호에 호응하여 상

기 복수의 제1 신호선을 1라인마다 선택하는 주사 신호를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 개시 신호에는, 프레임 기간마다 상기 화소 행 선택 공정의 1회째 및 2회째에 각각 대응하는 제1 펄스와 제2

펄스가 포함되며, 임의의 프레임 기간에 생기는 상기 주사 개시 신호의 제1 펄스와 제2 펄스의 간격은, 상기 제2 펄스와 상

기 임의의 프레임 기간의 다음 프레임 기간에 생기는 상기 주사 개시 신호의 제1 펄스와의 간격과 서로 다른 표시 장치.

청구항 14.

  표시 장치에 있어서,

  제1 방향과 이것에 교차하는 제2 방향을 따른 2차원적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를 갖는 액정 패널과,

  상기 액정 패널의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병설되며 또한 상기 복수의 화소의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배열되는 각각의 군으

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화소 행을 선택하는 주사 신호를 전송하는 복수의 제1 신호선과,

  상기 액정 패널의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병설되며 또한 상기 복수의 화소 행의 상기 주사 신호에 의해 선택된 것에 포함되

는 화소에 그 각각의 표시 계조를 정하는 표시 신호를 공급하는 복수의 제2 신호선과,

  상기 복수의 제1 신호선의 각각에 주사 신호를 출력하는 제1 구동 회로와,

  상기 복수의 제2 신호선의 각각에 표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구동 회로와,

  상기 액정 패널에 광을 조사하는 조명 장치와,

  영상 데이터 및 그 제어 신호를 프레임 기간마다 받아, 상기 제1 구동 회로에 상기 주사 신호의 출력 간격을 제어하는 제1

클럭 신호와 상기 제1 클럭 신호에 의한 상기 화소 행의 선택 공정의 개시를 지시하는 주사 개시 신호를 송신하며, 상기 제

2 구동 회로에 상기 영상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상기 제2 구동 회로에 의한 표시 신호의 출력에 이용되는 표시 데이터와, 상

기 표시 신호의 출력 간격을 제어하는 제2 클럭 신호를 송신하는 표시 제어 회로

  를 포함하며,

  상기 표시 제어 회로는, 상기 제1 구동 회로에, 상기 영상 데이터를 받는 상기 프레임 기간마다 상기 화소 행의 선택 공정

을 적어도 2회 행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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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2 구동 회로는, 상기 프레임 기간마다 행해지는 상기 화소 행의 선택 공정의 1회째에서 상기 표시 데이터에 기초

하여 생성된 표시 신호를 각각의 화소 행의 선택에 따라 출력하고, 상기 화소 행의 선택 공정의 2회째에서 상기 액정 패널

의 광 투과율을 상기 1회째의 선택 공정보다 낮게 하는 표시 신호를 선택된 화소 행의 각각으로 출력하며,

  상기 조명 장치는, 상기 프레임 기간마다 상기 화소 행의 1회째의 선택 기간 중에 점등 개시시키고, 상기 화소 행의 2회째

의 선택 기간 중에 점등 종료시키도록 제어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 장치의 상기 프레임 기간마다의 점등 동작의 개시 및 종료의 타이밍은, 상기 표시 제어 회로에서 상기 제1 클럭

신호와 동기시켜 생성되는 점등 제어 신호에 의해 정해지는 표시 장치.

청구항 16.

  제1 방향을 따라 배열되는 복수의 화소를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화소 행이 상기 제1 방향에 교차하는 제2 방향을 따라 병

설되는 화소 어레이와 상기 화소 어레이의 표시 동작을 제어하는 표시 제어 회로를 갖는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상기 표시 장치에 영상 데이터를 프레임 기간마다 간헐적으로 입력하는 공정과,

  상기 프레임 기간마다 복수의 화소 행의 각각을 선택하는 주사 신호의 상기 화소 어레이에의 입력 간격을 정하는 주사 클

럭 신호, 상기 주사 클럭 신호에 의한 상기 화소 어레이에 걸치는 화소 행의 선택 동작을 개시시키는 주사 개시 신호, 상기

주사 신호에 의해 선택된 화소 행 또는 선택된 상기 화소의 일군에 그 표시 상태를 정하는 표시 신호를 공급하는 간격을 정

하는 타이밍 신호를 상기 표시 제어 회로로부터 출력하는 공정

  을 포함하며,

  상기 주사 개시 신호는, 상기 프레임 기간마다 상기 영상 데이터의 상기 표시 장치에의 입력에 호응하여 출력되는 제1 주

사 개시 신호와, 상기 영상 데이터의 상기 표시 장치에의 입력 종료 후에 출력되는 제2 주사 개시 신호를 포함하며,

  상기 표시 신호는, 상기 제1 주사 개시 신호에 호응하여 상기 화소 어레이에 입력되는 제 l 표시 신호와 상기 제2 주사 신

호 전압에 호응하여 상기 화소 어레이에 입력되는 제2 표시 신호를 포함하며, 상기 제1 표시 신호는, 상기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표시 장치에서 생성되며,

  상기 제2 표시 신호는, 상기 화소 어레이의 표시 휘도를 이것에 상기 제1 표시 신호가 공급된 후의 표시 휘도보다 어둡게

하는 신호로서 상기 표시 장치에서 생성되는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어레이에의 상기 제2 표시 신호의 입력 기간에서, 상기 주사 신호의 각각에 의해 선택되는 화소 행 수는, 상기

화소 어레이에의 상기 제1 표시 신호의 입력 기간에서, 상기 주사 신호의 각각에 의해 선택되는 화소 행 수보다 많은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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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어레이에의 상기 제2 표시 신호의 입력 기간에서의 주사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상기 화소 어레이에의 상기 제

1 표시 신호의 입력 기간에서의 주사 클럭 신호의 주파수보다 높게 하는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 클럭 신호의 주파수는 상기 타이밍 신호의 주파수보다 높은 표시 장치의 구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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