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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낮은 코스트 및 저 소비 전력으로, 다양한 감마 특성에 따른 계조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 구동 회로 및 전기 광학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는, 제1 및 제2 전원선 사이에 직렬로 접속된 고정 저항의 (J+1)(J는 양의 정수)개의 저항 소자에

의해 양 전원선 간의 전압을 분압한 제1∼제J 입력 분압 노드를 가지는 입력 측 저항 회로(142)와, 각 입력 분압 노드의 전

압이 입력되는 제1∼제J 전압 폴로워 회로(OPAMP1∼OPAMPJ)와, 양 전원선 사이에 접속되어 양단간의 전압을 분압한

각 출력 분압 노드가 각 전압 폴로워 회로에 의해서 구동되는 제1∼제J 출력 분압 노드를 가지는 출력 측 저항 회로(144)

와, 출력 측 저항 회로(144)의 양단의 전압을 분압하는 K(J＜K, K는 정수)개의 저항 분할 노드 중에서 L(J＜L＜K, L은 정

수)종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을 계조 전원으로서 출력하는 계조 전원 선택 회로(146)를 포함한다. 제1(1≤i≤J, i는 정

수) 출력 분압 노드의 전압은, 제1 입력 분압 노드의 전원과 동일하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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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실시형태에서의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의 개요의 구성도,

도 2는 본 실시형태에서의 액정 표시 장치의 다른 구성의 개요의 구성도,

도 3은 도 1의 전원 회로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4는 도 1의 데이터 드라이버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5는 도 4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의 구성예의 회로도

도 6은 제i 전압 폴로워 회로의 구성예의 회로도,

도 7은 본 실시형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의 다른 구성예의 도면,

도 8은 제1 선택 회로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액정 표시 장치의 감마 특성의 설명도,

도 10은 파워 세이브 신호의 타이밍의 일례를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11은 다양한 액정 표시 장치의 감마 특성의 설명도,

도 12는 본 실시형태의 제1 비교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본 실시형태의 제2 비교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본 실시형태의 제1 변형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의 구성예의 회로도,

도 15는 본 실시형태의 제2 변형예에서의 제1 선택 회로의 구성예의 회로도,

도 16은 도 15의 제1 스위치 소자 및 제2 스위치 소자의 스위치 제어의 타이밍도,

도 17은 제1 선택 회로의 다른 구성예의 회로도,

도 18은 양극성용 및 음극성용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를 설치한 경우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본 실시형태, 제1 또는 제2 변형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가 적용된 표시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전자기기의 구

성예의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액정 표시 장치 20:액정 표시 패널

30:데이터 드라이버 32:주사 드라이버

34:전원 회로 38:표시 컨트롤러

100:입력 래치 회로 110:시프트 레지스터

120:라인 래치 회로 130:래치 회로

140:계조 전압 발생 회로 142:입력 측 저항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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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출력 측 저항 회로 146:계조 전압 선택 회로

150:DAC 160:출력 회로

GAM:감마 보정 제어 신호

IR1∼IRJ+1:제1∼제(J+1) 입력 측 저항 소자

NDI1∼NDIJ:제1∼제J 입력 분압 노드

NDO1∼NDOJ:제1∼제J 출력 분압 노드

OPAMP1∼OPAMPJ:제1∼제J 전압 폴로워 회로

OR1∼ORJ+1:제1∼제(J+1) 출력 측 저항 소자

PS:파워 세이브 신호

SEL1∼SEL3:제1∼제3 선택 회로

tp1∼tpK:제1∼제K 저항 분할 노드

VDDR:고 전위 측 전원 전압 VSS:저 전위 측 전원 전압

V0∼V63:소정 계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계조 전압 발생 회로, 구동 회로 및 전기 광학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액정 표시 장치 등의 전기 광학 장치의 보급에 따라, 표시 품위의 향상, 고세밀화 등의 요구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 광학 장치로 대표되는 표시 장치는, 각각 고유의 감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표시 장치의 입력(입

력 전압, 입력 신호 등)과 출력(계조, 광 투과율, 밝기 등)은, 직선적인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 지수 함수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표시 장치의 입력과 출력을 직선적으로 정비례 관계로 하기 위해서, 표시 장치의 입력에 대하여 감마 특성을 고려

한 출력의 보정을 행하여, 표시 장치가 화상 데이터에 근거하여 올바른 계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 장치 중에서, 액정 표시 장치는 많은 전자기기에 탑재된다. 액정 표시 장치는, 패시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각각 상이한 계조 제어에 의해 계조 표시를 실현한다.

패시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는, 액정을 통하여 대향 배치되는 2개의 전극의 교점 부분을 화소로 하여 매트릭스 제어

에 의해 표시를 실현한다. 이 때문에, 구조가 단순하다. 그러나, 화소마다 계조 제어를 행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액티

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와 비교하여 화상의 고세밀화나 다계조화의 실현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는,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 TFT) 등의 스위치 소자에 의

해 각 화소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다계조의 실현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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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하는 액정 구동 회로(넓은 의미로는 구동 회로)가, 예컨대 일본국 특개 2003-

22062호 공보 및 일본국 특개 2003-22063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이 액정 구동 회로는, 화상 데이터에 근거하여, 감마

보정이 실시된 계조 전압을 액정 표시 장치의 데이터선에 공급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사용되는 액정재 등에 따라서 액정 표시 장치의 감마 특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일 제품이더라도 제조 편차 등

에 기인하여 감마 특성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이한 감마 특성을 가지는 액정 구동 회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조 전압을 감마 특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화질을 열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1주사기간 중의 소정의 기입 시간안에, 데이터선의 전압이, 목적으로 하는 계조 전

압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액정 표시 장치의 표시 영역이 확대하거나, 화소의 고세밀화를 실현하고자 하면, 데이터

선의 개수가 증가한다. 그 때문에, 1 수직 주사기간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서 1주사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감마 보정 후의 계조 전압도 역시, 가능한 한 빨리, 목적으로 하는 전압에 도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액정 표시 장치가

휴대형 전자기기에 탑재되기 위해서는, 저 코스트화 및 저 소비 전력화도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기술적 과제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하는 바는, 저 코스트 및 저 소비 전력으로,

다양한 감마 특성에 따른 계조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 구동 회로 및 전기 광학 장치를 제

공하는 것에 있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복수의 계조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계조 전압 발생 회로로서, 제1 및 제2 전원선

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어 그 저항값이 고정된 제1∼제(J+1)(J는 양의 정수)의 저항 소자를 가지고, 상기 제1∼제(J+1)

의 저항 소자에 의해 상기 제1 및 제2 전원선 사이의 전압을 분압한 제1∼제J 입력 분압 노드를 가지는 제1 저항 회로와,

상기 제1∼제J 입력 분압 노드의 각 입력 분압 노드의 전압이 각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입력에 공급되는 제1∼제J 임피던

스 변환 회로와, 상기 제1 및 제2 전원선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제1 및 제2 전원선 사이의 전압을 분압한 각 출력 분압 노

드가 각 임피던스 변환 회로에 의해서 구동되는 제1∼제J 출력 분압 노드를 가지는 제2 저항 회로와, 상기 제2 저항 회로의

양단의 전압을 분압하는 제1∼제K(J<K, K는 정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 중에서 L(J<L<K, L은 정수)종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을 계조 전압으로서 출력하는 계조 전압 선택 회로를 포함하고, 제1(1≤i≤J, i는 정수)의 출력 분압 노드의 전

압이, 제i 입력 분압 노드의 전압과 동일한 계조 전압 발생 회로에 관계한다.

계조 전압을 신호선에 공급하는 경우, 신호선의 전압이 변화할 목적으로 하는 계조 전압의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요한다. 이 시간은, 신호선의 용량 성분과 제2 저항 회로의 각 저항 소자의 저항 성분으로 정해지는 시(時)정수에 대응한

다. 따라서, 이 시간을 고려하여, 소정의 기입 시간 내에 신호선의 전압을 목적 전압에 도달시킬 필요가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제1∼제J 임피던스 변환 회로가 제2 저항 회로의 제1∼제J 출력 분압 노드를 구동하기 때문에, 제2 저항

회로의 양단의 전압을 분압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구동 능력으로 목적 전압에 빠르게 도달시킬 수 있다.

또한 제1 저항 회로의 각 저항 소자를 가변 저항으로 하여, 각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입력 전압을 가변으로 하여 계조 전압

을 조정하는 경우와 대비하면, 본 발명에서는,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입력 측의 전압과 출력 측의 전압이 동일해진다. 이

때문에, 제1 저항 회로의 각 저항 소자를 가변 저항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입력 측의 전압과 출력 측

의 전압의 전위 차에 기인하여 임피던스 변환 회로에 흘러 들어오거나, 혹은 흘러 나가는 전류를 삭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그만큼 소비 전류를 삭감할 수 있다. 또한, 이 전류의 발생에 기인하여,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위상 여유

가 작아져, 발진하기 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본 발명에 따르면 발진 상태에 빠지기 쉬운 상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술과 같이 소비 전류를 삭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설계 시의 조건과 상이한 조건에서 동

작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설계가 용이해져, 안정한 계조 전압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계조 전압 발생 회로에서는, 상기 계조 전압 선택 회로가, 상기 제1∼제K 저항 분할 노드 중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 중에서, 상기 복수의 계조 전압 중 상기 제1 전원선의 전압에 가장 가까운 제1 계조 전압을 출력하

는 제1 선택 회로와, 상기 제1∼제K 저항 분할 노드 중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 중에서, 상기 복수의 계조 전압 중 상

기 제2 전원선의 전압에 가장 가까운 제2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제2 선택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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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감마 특성은, 고 전위 측 및 저 전위 측에서 계조와 계조 전압이 비 선형 관계가 된다. 이에 대하여, 계조 전압

의 중간 부근(중간 계조 부근)에서는, 계조에 대한 계조 전압의 관계가 선형 관계가 되어, 계조 전압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부가 회로의 증가를 최저한으로 억제하여, 다양한 감마 특성에 대응한 계조 전압을 발생할 수 있

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계조 전압 발생 회로에서는, 상기 계조 전압 선택 회로는, 상기 제1∼제K 저항 분할 노드 중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 중에서, 상기 복수의 계조 전압 중 상기 제1 및 제2 계조 전압 사이의 제3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제

3 선택 회로를 포함하여, 상기 제1 선택 회로가 선택하는 저항 분할 노드 수가, 상기 제3 선택 회로가 선택하는 저항 분할

노드 수보다 많고, 상기 제2 선택 회로가 선택하는 저항 분할 노드 수가, 상기 제3 선택 회로가 선택하는 저항 분할 노드 수

보다 많아도 된다.

감마 특성이, 표시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그 특성이 크게 상이한 것은 고 전위 측과 저 전위 측에 가까운 계조 전압군에 한

정된다. 따라서, 고 전위 측 및 저 전위 측 중 적어도 한 쪽에 가까울수록, 1개의 계조 전압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회로의 선

택 가능한 노드 수를 많게 함으로써, 간소한 구성으로, 다양한 감마 특성에 따른 계조 전압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계조 전압 발생 회로에서는, 상기 복수의 계조 전압 중 상기 제1 전원선의 전압에 가까운 계조 전압일

수록, 계조 전압간의 전압 차가 커도 된다.

일반적으로, 감마 특성은, 고 전위 측 또는 저 전위 측에 가까운 계조 전압일수록, 1계조 당 액정 인가 전압의 변화가 커진

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부가 회로의 증가를 최저한으로 억제하여, 다양한 감마 특성에 대응한 계조 전압을 발생할

수 있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계조 전압 발생 회로에서는, 상기 계조 전압 선택 회로가, 각 제1 스위치 소자의 일단이 상기 제2 저항

회로의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 중 어느 하나에 접속된 복수의 제1 스위치 소자와, 일단이 상기 제2 저항 회로의 복수의 저

항 분할 노드 중 어느 하나에 접속되고 상기 복수의 제1 스위치 소자의 각 제1 스위치 소자보다 온 저항값이 작은 제2 스위

치 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계조 전압 중 어느 하나인 제4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경우에, 상기 제2 스위치 소자가 온,

상기 복수의 제1 스위치 소자가 오프가 되어 상기 제2 스위치 소자를 통하여 상기 제4 계조 전압을 출력한 후에, 상기 제2

스위치 소자가 오프, 상기 복수의 제1 스위치 소자 중 어느 하나가 온이 되어, 온이 된 상기 제1 스위치 소자를 통하여 상기

제4 계조 전압을 출력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제2 스위치 소자로, 큰 전압을 출력하기 때문에, 제2 스위치 소자보다 온 저항값이 큰 제1 스위치 소자

를 통하여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경우에 비하여, 목적으로 하는 전압에 도달하는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도 줄일 수 있

다.

또한, 그 후, 제2 스위치 소자를 오프, 복수의 제1 스위치 소자 중 어느 하나를 온하여, 온이 된 상기 제1 스위치 소자를 통

하여 계조 전압을 출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계조 전압의 전압 레벨을 높은 정밀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택 회로를 구성하는 모든 스위치 소자의 온 저항값을 낮추기 때문에 모든 스위치 소자의 면적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진

다. 따라서, 높은 정밀도로 계조 전압의 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 회로를, 보다 적은 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계조 전압 발생 회로에서는, 상기 제1∼제J 임피던스 변환 회로가, 상기 복수의 계조 전압 중 어느 하

나가 전기 광학 장치의 데이터선에 공급되는 1주사기간 중의 제1 기간에서 상기 제1∼제J 출력 분압 노드를 구동하고, 상

기 1주사기간 중의 상기 제1 기간 후의 제2 기간에서 상기 제1∼제J 출력 분압 노드의 구동을 정지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입력 측의 전압과 출력 측의 전압이 동일하게 설정된다. 따라서, 제1 저항 회로의 각

저항 소자를 가변 저항으로 하고, 각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입력 전압을 가변으로 하여 계조 전압을 조정하는 경우와 비교

하면, 본 발명에서는, 목적으로 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한 후에는,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때문

에, 임피던스 변환 회로에서 제2 저항 회로의 출력 분압 노드를 항상 구동시킬 필요가 없어져, 불필요한 때에 동작을 정지

시킴으로써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구동 시의 소비 전류를 대폭 삭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계조 전압 발생 회로에서는, 상기 제1 저항 회로의 일단에 그 일단이 접속되는 제1 오프셋용 저항 회

로와, 상기 제2 저항 회로의 일단에 그 일단이 접속되는 제2 오프셋용 저항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전원선이, 상기 제1

및 제2 오프셋용 저항 회로의 상기 일단 또는 상기 제1 및 제2 오프셋 저항용 회로의 타단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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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선형 관계에 있는 중간 계조 영역의 각 계조 전압을 포함하여, 감마 특성에 따라서 전체의 계조 전압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계조 전압 발생 회로와, 상기 계조 전압 발생 회로가 발생한 복수의 계조 전압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전기 광학 장치를 구동하는 출력 회로를 포함하는 구동 회로에 관계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저 코스트 및 저 소비 전력으로, 다양한 감마 특성에 따른 계조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를 포함하는 구동 회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계조 전압 발생 회로를 포함하는 전기 광학 장치에 관계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저 코스트 및 저 소비 전력으로, 다양한 감마 특성에 따른 계조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화질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전기 광학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기재된 전기 광학 장치를 포함하는 전자기기에 관계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저 코스트 및 저 소비 전력으로, 다양한 감마 특성에 따른 계조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화질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관해서 도면을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형태는, 특허 청구 범위

에 기재된 본 발명의 내용을 부당하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하에 설명되는 모든 구성이 본 발명의 필수 구성 요건

이라고는 한정하지 않는다.

본 실시형태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는, 예컨대 표시 장치를 구동하는 구동 회로에 포함된다. 구동 회로는, 인가 전압에

의해서 광학 특성을 변화시키는 전기 광학 장치, 예컨대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에 이용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액정 표시 장치에 본 실시형태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지만, 이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기 광학 장치, 표시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1. 액정 표시 장치

도 1에, 본 실시형태에서의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한다.

액정 표시 장치(넓은 의미로는 표시 장치 또는 전기 광학 장치)(10)는, 액정 표시 패널(넓은 의미로는 표시 패널)(20)을 포

함할 수 있다.

액정 표시 패널(20)은, 예컨대 유리 기판 상에 형성된다. 이 유리 기판 상에는, Y방향으로 복수 배열되고 각각 X방향으로

신장하는 주사선(게이트 전극, 게이트 라인)(GL1∼GLN)(N은 2이상의 정수)과, X방향으로 복수 배열되고 각각 Y방향으

로 신장하는 데이터선(소스 전극, 소스 라인)(DL1∼DLM)(M은 2이상의 정수)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주사선(GLn)

(1≤n≤N, n은 정수, 이하 동일)과 데이터선(DLm)(1≤m≤M, m은 정수, 이하 동일)의 교차 위치에 대응하여, 화소 영역(화

소)이 설치되고, 상기 화소 영역에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이하, TFT라고 약기한다. )(22mn)가 배치되어

있다.

TFT(22mn)의 게이트 전극은, 주사선(GLn)에 접속되어 있다. TFT(22mn)의 소스 전극은, 데이터선(DLm)에 접속되어 있

다. TFT(22mn)의 드레인 전극은, 화소 전극(26mn)에 접속되어 있다. 화소 전극(26mn)과 이것에 대향하는 대향 전극

(28mn)의 사이에 액정이 봉입되어, 액정 용량(넓은 의미로는 액정 소자)(24mn)이 형성된다. 화소 전극(26mn)과 대향 전

극(28mn) 사이의 인가 전압에 따라서 화소의 투과율이 변화하게 되어 있다. 대향 전극(28mn)에는, 대향 전극 전압(Vcom)

이 공급된다.

이상과 같은 액정 표시 패널(20)은, 예컨대 화소 전극 및 TFT가 형성된 제1 기판과, 대향 전극이 형성된 제2 기판을 맞붙

이고, 양 기판 사이에 전기 광학 재료로서의 액정을 봉입시킴으로써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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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표시 장치(10)는, 데이터 드라이버(넓은 의미로는 구동 회로, 표시 드라이버)(30)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드라이버

(30)는, 화상 데이터에 근거하여, 액정 표시 패널(20)의 데이터선(DL1∼DLM)을 구동한다.

액정 표시 장치(10)는, 주사 드라이버(넓은 의미로는 구동 회로, 표시 드라이버)(32)를 포함할 수 있다. 주사 드라이버(32)

는, 1수직주사기간 내에, 액정 표시 패널(20)의 주사선(GL1∼GLN)을 주사한다.

액정 표시 장치(10)는, 전원 회로(34)를 포함할 수 있다. 전원 회로(34)는, 데이터선의 구동에 필요한 전압을 생성하여, 이

들을 데이터 드라이버(30)에 대하여 공급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전원 회로(34)는, 데이터 드라이버(30)의 데이터선의

구동에 필요한 전원 전압(VDDR, VSS)이나, 데이터 드라이버(30)의 로직부의 전압을 생성한다.

또한 전원 회로(34)는, 주사선의 주사에 필요한 전압을 생성하여, 이것을 주사 드라이버(32)에 대하여 공급한다. 본 실시형

태에서는, 전원 회로(34)는, 주사선을 주사하기 위한 구동 전압을 생성한다.

또 전원 회로(34)는, 대향 전극 전압(Vcom)을 생성할 수 있다. 전원 회로(34)는, 데이터 드라이버(30)에 의해서 생성된 극

성 반전 신호(POL)의 타이밍에 맞추어, 고 전위 측의 전압(VcomH)과 저 전위 측의 전압(VcomL)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대향 전극 전압(Vcom)을, 액정 표시 패널(20)의 대향 전극에 출력한다.

액정 표시 장치(10)는, 표시 컨트롤러(38)를 포함할 수 있다. 표시 컨트롤러(38)는, 도시하지 않은 중앙 연산 처리 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 이하, CPU라고 약기한다) 등의 호스트에 의해 설정된 내용에 따라서, 데이터 드라이버(30),

주사 드라이버(32), 전원 회로(34)를 제어한다. 예컨대, 표시 컨트롤러(38)는, 데이터 드라이버(30) 및 주사 드라이버(32)

에 대하여, 동작 모드의 설정, 내부에서 생성한 수직 동기 신호나 수평 동기 신호의 공급을 행한다.

또한 도 1에서는, 액정 표시 장치(10)에 전원 회로(34) 또는 표시 컨트롤러(38)를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적어도 1개를 액정 표시 장치(10)의 외부에 설치하여 구성하도록 하여도 된다. 또는, 액정 표시 장치(10)에, 호스트를

포함시키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 드라이버(30)는, 주사 드라이버(32) 및 전원 회로(34) 중 적어도 1개를 내장하여도 좋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 드라이버(30),주사 드라이버(32), 표시 컨트롤러(38) 및 전원 회로(34)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액정 표시

패널(20) 상에 형성하여도 좋다. 예컨대 도 2에서는, 액정 표시 패널(20) 상에, 데이터 드라이버(30) 및 주사 드라이버(32)

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액정 표시 패널(20)은, 복수의 데이터선과, 복수의 주사선과, 복수의 주사선의 각 주사선 및

복수의 데이터선의 각 데이터선에 접속된 복수의 스위치 소자와, 복수의 데이터선을 구동하는 데이터 드라이버를 포함하

도록 구성할 수 있다. 액정 표시 패널(20)의 화소 형성 영역(80)에, 복수의 화소가 형성되어 있다.

2. 전원 회로

도 3에, 도 1의 전원 회로(34)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한다.

전원 회로(34)는, 액정 표시 장치(10)의 시스템 전원 전압(VDD), 시스템 접지 전원 전압(VSS)의 전압 차를 승압한 후 레

귤레이트를 행하여, 데이터 드라이버(30) 및 주사 드라이버(32) 등에 전압을 공급한다.

이 전원 회로(34)는, 승압 회로(90), 전압 레귤레이터 회로(92)를 포함할 수 있다. 승압 회로(90)는, 시스템 접지 전원 전압

(VSS)을 기준으로 시스템 전원 전압(VDD)을 승압하여 승압 전압(VOUT)을 출력한다. 전압 레귤레이터 회로(92)는, 시스

템 접지 전원 전압(VSS)을 기준으로 승압 전압(VOUT)의 레귤레이트를 행하여, 계조 전압 발생 회로를 포함하는 데이터

드라이버(30)에 전압(VDDR, VSS)을 공급하고, 주사 드라이버(32)에 전압(VDDHG, VEE)를 공급한다.

주사 드라이버(32)는, 주사선의 선택 기간에 전압(VDDHG)을 상기 주사선에 공급하고, 주사선의 비 선택 기간에 전압

(VEE)을 상기 주사선에 공급한다.

3. 데이터 드라이버

도 4에, 도 1의 데이터 드라이버(30)의 구성의 개요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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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드라이버(30)는, 입력 래치 회로(100), 시프트 레지스터(110), 라인 래치 회로(120), 래치 회로(130), 계조 전압 발

생 회로(140), DAC(Digita1/Analog Converter)(150), 출력 회로(160)를 포함한다.

입력 래치 회로(100)는, 화소 단위로 시리얼로 입력되는 화상 데이터를, 클록 신호(CLK)에 근거하여 래치한다. 클록 신호

(CLK)는, 도 1에 도시하는 표시 컨트롤러(38)로부터 공급된다. 1화소가, 각각 6비트의 R신호, G신호 및 B신호에 의해 구

성되는 경우, 1화소는 18비트로 구성된다.

시프트 레지스터(110)는, 입력 래치 회로(100)에서 래치된 화상 데이터를, 클록 신호(CLK)에 동기하여 시프트한다. 그리

고 시프트 레지스터(110)에서 시프트되어 순차 취입된 계조 데이터는, 라인 래치 회로(120)에 취입된다. 라인 래치 회로

(120)에 취입된 화상 데이터는, 래치 펄스 신호(LP)의 타이밍으로 래치 회로(130)에 래치된다. 래치 펄스 신호(LP)는, 표

시 컨트롤러(38)로부터 수평 주사 주기로 입력된다.

이와 같이 시프트 레지스터(110)가, 화소 단위로 시리얼로 입력되는 화상 데이터를 순차 시프트하여, 래치 회로(130)가 1

주사 라인분의 화상 데이터를 취입할 수 있다.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는, 전원 회로(34)로부터의 고 전위 측 전원 전압(제1 전원 전압)(VDDR) 및 저 전위 측 전원 전

압(제2 전원 전압)(VSS)의 사이의 복수의 계조 전압(V0∼VY)(Y는 자연수)을 발생한다. 예컨대 R신호, G신호 및 B신호가

각각 6비트인 경우, 각 색 성분의 신호에 대하여 계조 전압(V0∼V63)을 발생한다.

또한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는, 감마 보정 제어 신호(GAM)에 근거하여, 감마 보정이 실시된 계조 전압을 출력한다. 또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는, 파워 세이브 신호(PS)에 근거하는 제어에 의해, 저 소비 전력 동작을 실현시킨다. 감마 보정

제어 신호(GAM)는, 표시 컨트롤러(38)로부터 공급된다. 파워 세이브 신호(PS)는, 데이터 드라이버(30)의 도시하지 않는

제어 회로, 또는 표시 컨트롤러(38)로부터 공급된다.

DAC(150)는, 래치 회로(130)로부터 출력되는 화상 데이터에 대응한 구동 전압을, 데이터 드라이버(30)의 출력선마다 생

성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DAC(150)은,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에 의해서 생성된 복수의 계조 전압(V0∼V63) 중에

서, 래치 회로(130)로부터의 1출력선만큼의 화상 데이터마다, 상기 화상 데이터에 대응한 계조 전압을 선택하고, 선택한

계조 전압을 구동 전압으로서 출력한다.

출력 회로(160)는, 각 출력선이 액정 표시 패널(20)의 각 데이터선에 접속되는 복수의 출력선을 구동한다. 보다 구체적으

로는, 출력 회로(160)는, DAC(150)에 의해서 출력선마다 생성된 구동 전압에 근거하여, 각 출력선을 구동한다. 예컨대 출

력 회로(160)는, 출력선마다 설치된 전압 폴로워 접속된 연산 증폭기에 의해, 각 출력선을 구동한다. 즉, 출력 회로(160)

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가 발생한 계조 전압(V0∼V63)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전기 광학 장치로서의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한다.

4. 계조 전압 발생 회로

도 5에, 도 4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의 구성예의 회로도를 도시한다. 여기에서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가, 계조

전압(V0∼V63)을 발생한다. 그리고, 계조 전압(V0)을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 계조 전압(V63)을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으로서 출력하고 있다.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는, 입력 측 저항 회로(제1 저항 회로) (142), 출력 측 저항 회로(제2 저항 회로)(144)를 포함한

다. 입력 측 저항 회로(142) 및 출력 측 저항 회로(144)는, 고 전위 측 전원선(제1 전원선) 및 저 전위 측 전원선(제2 전원

선)의 사이에 접속된다. 고 전위 측 전원선에는, 고 전위 측 전원 전압(제1 전원 전압)(VDDR)이 공급된다. 저 전위 측 전원

선에는, 저 전위 측 전원 전압(제2 전원 전압)(VSS)이 공급된다. 따라서, 입력 측 저항 회로(142) 및 출력 측 저항 회로

(144)는,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 및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의 사이에 접속될 수 있다.

입력 측 저항 회로(142)는, 그 양단의 전압을 (J+1)(J는 양의 정수)분할하여 분압한 제1∼제J 입력 분압 노드

(NDI1∼NDIJ)를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입력 측 저항 회로(142)는, 고 전위 측 전원선 및 저 전위 측 전원선(또는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 및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된 제1∼제(J+1) 입력 측 저항 소자

(IR1∼IRJ+1)를 가진다. 제1∼제(J+1) 입력 측 저항 소자(IR1∼IRJ+1)는, 각각 저항값이 고정인 고정 저항이다. 그리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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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J+1) 입력 측 저항 소자(IR1∼IRJ+1)에 의해,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 및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 사이의 전

압을 분압한다. 제i 입력 분압 노드(NDIi)(1≤i≤J, i는 정수)는, 제i 입력 측 저항 소자(IRi)와 제(i+1)의 입력 측 저항 소자

(IRi+1)가 접속되는 노드이다.

출력 측 저항 회로(144)도 또한, 그 양단의 전압을 (J+1)분할하여 분압한 제1∼제J 출력 분압 노드(NDO1∼NDOJ)를 가진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출력 측 저항 회로(144)도 또한, 예컨대 고 전위 측 전원선 및 저 전위 측 전원선(또는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 및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된 제1∼제(J+1) 출력 측 저항 소자(OR1∼ORJ+1)

를 가진다. 제1∼제(J+1) 출력 측 저항 소자(OR1∼ORJ+1)는, 각각 저항값이 고정된 고정 저항이다. 그리고, 제1∼제(J+1)

의 출력 측 저항 소자(OR1∼ORJ+1)에 의해,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 및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 사이의 전압을 분

압한다. 제i 출력 분압 노드(NDOi)는, 제i 출력 측 저항 소자(ORi)와 제(i+1)의 출력 측 저항 소자(ORi+1)가 접속되는 노드

이다.

그리고, 제i 입력 분압 노드(NDIi)의 전압은, 제1 출력 분압 노드(NDOi)의 전압과 동일해지도록 각 입력 측 저항 소자, 각

출력 측 저항 소자에 의해 분압되어 있다.

또한 제i 입력 분압 노드(NDIi)와 이것에 대응하는 제i 출력 분압 노드(NDOi) 사이에, 제i 전압 폴로워 회로(제i 임피던스

변환 회로)(OPAMPi)가 설치되어 있다. 제i 전압 폴로워 회로(OPAMPi)는, 전압 폴로워 접속된 차동 증폭기를 가지고, 임

피던스 변환 회로로서 기능한다. 제i 전압 폴로워 회로(OPAMPi)의 입력에는, 제i 입력 분압 노드(NDIi)의 전압이 공급된

다. 제i 전압 폴로워 회로(OPAMPi)의 출력은, 제i 출력 분압 노드(NDOi)에 접속된다. 따라서, 제i 전압 폴로워 회로

(OPAMPi)는, 제i 입력 분압 노드(NDIi)의 전압에 기초하여 제i 출력 분압 노드(NDOi)를 구동한다.

제1∼제J 전압 폴로워 회로(OPAMP1∼OPAMPj)는, 파워 세이브 신호(PS)에 근거하여 구동 제어가 행하여진다. 보다 구

체적으로는, 제1∼제J 전압 폴로워 회로(OPAMP1∼OPAMPj)는, 파워 세이브 신호(PS)에 의해 지정된 구동 기간에서는

구동을 행하고, 파워 세이브 신호(PS)에 의해 지정된 비 구동 기간에는 그 출력의 구동을 정지한다.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는, 계조 전압 선택 회로(146)를 포함한다. 계조 전압 선택 회로(146)는, 출력 측 저항 회로(144)

의 양단의 전압을 (K+1)(J<K, K는 정수)분할하여 분압한 제1∼제K 저항 분할 노드(tp1∼tpK) 전압 중, L(J<L<K, L은 정

수)종류의 전압을 계조 전압으로서 선택한다. 예컨대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가, 계조 전압(V0∼V63)을 발생하는 경우,

계조 전압(V0, V63)을 제외한 62종류의 전압을 계조 전압(V1∼V62)으로서 출력한다. 계조 전압 선택 회로(146)는, 감마

보정 제어 신호(GAM)에 기초하여 제1∼제K 저항 분할 노드(tp1∼tpK) 중 L개의 저항 분할 노드를 선택하고, 선택한 L개

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을 계조 전압으로서 출력한다.

도 6에, 제i 전압 폴로워 회로(OPAMPi)의 구성예의 회로도를 도시한다. 여기에서는, 제i 전압 폴로워 회로(OPAMPi)의 구

성예를 도시하고 있지만, 제1∼제(i-1) 전압 폴로워 회로(OPAMP1∼OPAMPi-1), 제(i+1)∼제J 전압 폴로워 회로

(OPAMPi+1∼OPAMPJ)의 구성도 동일하다.

제i 전압 폴로워 회로(OPAMPi)는, P형 차동 증폭부(pDIFi), n형 차동 증폭부(nDIFi), 구동부(DRVi)를 포함한다. P형 차동

증폭부(pDIFi)는, 전류원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에 파워 세이브 신호(PS)를

공급함으로써, P형 차동 증폭부(pDIFi)의 동작, 또는 동작의 정지를 제어할 수 있다. n형 차동 증폭부(nDIFi)는, 전류원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에 파워 세이브 신호(PS)를 공급함으로써, n형 차동 증

폭부(nDIFi)의 동작, 또는 동작의 정지를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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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i 전압 폴로워 회로(OPAMPi)의 구성은 공지이기 때문에, 상세한 동작의 설명을 생략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파워 세이브 신호(PS)가 H레벨일 때, P형 차동 증폭부(pDIFi)는, 제i 입력 분압 노드(NDIi) 및 제i 출력 분압 노드(NDOi)의

전압이 동일해지도록, 구동부(DRVi)의 n형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을 공급한다. 파워 세이브 신호(PS)가 L레벨일

때, P형 차동 증폭부(pDIFi)의 전류원의 동작이 정지되어, P형 차동 증폭부(pDIFi)의 동작이 정지한다.

또한 파워 세이브 신호(PS)가 H레벨일 때, n형 차동 증폭부(nDIFi)는, 제i 입력 분압 노드(NDIi) 및 제1 출력 분압 노드

(NDOi)의 전압이 동일해지도록, 구동부(DRVi)의 P형 구동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을 공급한다. 파워 세이브 신호(PS)

가 L레벨일 때, n형 차동 증폭부(nDIFi)의 전류원의 동작이 정지되어, n형 차동 증폭부(nDIFi)의 동작이 정지한다.

따라서, 파워 세이브 신호(PS)가 H레벨일 때, 제i 전압 폴로워 회로(OPAMPi)는, 제i 입력 분압 노드(NDIi)의 전압에 근거

하여 제1 출력 분압 노드(NDOi)를 구동한다. 또한 파워 세이브 신호(PS)가 L레벨일 때, 제i 전압 폴로워 회로(OPAMPi)는,

제1 출력 분압 노드(NDOi)의 구동을 정지한다. 그리고 파워 세이브 신호(PS)가 L레벨일 때, P형 차동 증폭부(pDIFi) 및 n

형 차동 증폭부(nDIFi)의 전류원의 동작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전류를 삭감할 수 있다.

또, 임피던스 변환 회로로서의 전압 폴로워 회로의 구성은, 도 6에 도시한 것에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도 7에, 본 실시형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의 다른 구성예의 도면을 도시한다. 단, 도 5에 도시하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와 동일 부분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적절히 설명을 생략한다.

도 7에서, 계조 전압 선택 회로(146)는,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제1 전원선의 전압)에 가장 가까운 계조 전압을 선택

하기 위한 제1 선택 회로(SEL1)와,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제2 전원선의 전압)에 가장 가까운 계조 전압을 선택하기

위한 제2 선택 회로(SEL2)를 적어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1 선택 회로(SEL1)는, 제1∼제K

저항 분할 노드(tp1∼tpK) 중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 중에서, 복수의 계조 전압(V0∼V63)중 고 전위 측 전원 전압

(VDDR)에 가장 가까운 계조 전압(V1)(제1 계조 전압)을 출력한다. 또한 제2 선택 회로(SEL2)는, 제1∼제K 저항 분할 노

드(tp1∼tpK) 중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 중에서, 복수의 계조 전압(V0∼V63)중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에 가장

가까운 계조 전압(V62)(제2 계조 전압)을 출력한다.

도 8에, 제1 선택 회로(SEL1)의 구성예를 도시한다. 도 8에서는, 제1 선택 회로(SEL1)의 구성예를 도시하지만, 제2 선택

회로(SEL2)도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도 8에서는, 제1 선택 회로(SEL1)가, 제1∼제4 저항 분할 노드(tp1∼tp4)의 전압 중 어느 하나의 전압을, 감마 보정 제어

신호(GAM)에 근거하여 선택한다. 도 8에서는, 4개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 중 어느 하나의 전압을 선택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선택 회로는, 각 출력 측 저항 소자에 대하여, 0, 1 또는 복수 개가 설치된다.

다음으로, 도 5 또는 도 7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의 동작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9에, 액정 표시 장치의 감마 특성(액정의 광 투과율 특성)을 도시한다.

도 9에서, 가로축에 표시의 밝기를 도시하는 계조(x)를 도시하고, 세로축에 액정 인가 전압(Vx)을 도시한다. 계조(x)는, 예

컨대 6비트의 화상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고, 화상 데이터가 「000000」일 때 계조는 「0」, 화상 데이터가 「111101」

일 때 계조가 「61」이 된다.

도 9에서, 감마 보정 곡선(200)은, 노멀리 화이트의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의 감마 특성을 나타낸다. 감마 보정

곡선(200)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계조(x)와 액정 인가 전압(Vx)의 관계는 비 선형 관계이다. 따라서, 화상 데이터에 근거

하여 화상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서, 감마 보정을 실시한 인가 전압을 액정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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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도 9에 도시하는 감마 보정 곡선(200)을 가지는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를 구동하는 경우, 계조 전압 발

생 회로(140)는, 감마 보정 곡선(200)을 따라서 계조 「0」∼「63」에 대하여 대응된 계조 전압을 발생한다. 그리고, 액정

구동 회로가 계조 「2」의 표시를 행하는 경우,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가 발생한 계조 전압 「V0」∼「V63」 중 계조

전압 「V2」를 선택하여 데이터선에 공급한다. 또한 액정 구동 회로가 계조「61」의 표시를 행하는 경우,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가 발생한 계조 전압 「V0」∼「V63」 중 계조 전압 「V61」을 선택하여 데이터선에 공급한다.

이 때, 각 신호선의 전압이 변화하여 목적으로 하는 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각 신호선의 용량 성분과 출력 측 저항 회로

(144)의 각 저항 소자의 저항 성분으로 정해지는 시 정수에 대응하는 지연 시간을 요한다. 예컨대 데이터 드라이버(30)가

극성 반전 구동을 행하는 경우나 전원 공급을 시작하는 경우 등,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 및 저 전위 측 전원 전압

(VSS)의 공급이 개시되었다고 해도 각 계조 전압이 목적 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이 지연 시간을 고려하여, 소정의 기입 시간 내에 신호선의 전압을 목적 전압에 도달시킬 필요가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1∼제J 전압 폴로워 회로(OPAMP1∼OPAMPJ)가 제1∼제J 출력 분압 노드(NDO1∼NDOJ)를 구동

한다. 이 때문에, 출력 측 저항 회로(144)의 양단의 전압을 분압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구동 능력으로 목적으로 하는 전

압에 빠르게 도달시킬 수 있다. 이에 의해, 액정 표시 장치의 표시 영역의 확대나 화소의 고 세밀화를 위해 데이터선의 개

수가 증가하여 1수평주사기간이 짧아졌더라도, 목적으로 하는 계조 전압에 빠르게 도달시켜, 안정한 계조 전압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1∼제J 전압 폴로워 회로(OPAMP1∼OPAMPJ)는, 파워 세이브 신호(PS)에 의해 일제히 그 구동을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1∼제J 전압 폴로워 회로(OPAMP1∼OPAMPJ)가, 복수의 계조 전압(V0∼V63) 중 어

느 하나가 데이터선(DL1∼DLM)에 공급되는 1주사기간 중의 전압 폴로워 회로 구동 기간(제1 기간)에서 제1∼제J 출력

분압 노드(NDO1∼NDOJ)를 구동한다. 그리고, 상기 1주사기간 중의 전압 폴로워 회로 구동 기간 후의 전압 폴로워 회로

비 구동 기간(제2 기간)에서, 제1∼제J 전압 폴로워 회로(OPAMP1∼OPAMPJ)가, 제1∼제J 출력 분압 노드

(NDO1∼NDOJ)의 구동을 정지한다.

도 10에, 파워 세이브 신호(PS)의 타이밍의 일례를 도시한다. 도 10에서는, 파워 세이브 신호(PS)와 계조 전압(V1)의 변

화만을 도시하고 있지만, 다른 계조 전압(V2∼V62)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파워 세이브 신호(PS)는, 1라인의 주사기간인 1H기간 중의 전반을 전압 폴로워 회로 구동 기간으로 하여, H레벨이 된다.

이에 의해, 제1∼제J 전압 폴로워 회로(OPAMP1∼OPAMPJ)의 전류원이 동작하여, 제1∼제J 출력 분압 노드

(NDO1∼NDOJ)를 구동한다. 따라서, 계조 전압(V1)은, 저항 소자에 의해 분압하여 출력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빨리 목

적으로 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한다.

그 후, 1H기간 중의 후반을 전압 폴로워 회로 비 구동 기간으로 하여, 파워 세이브 신호(PS)가 L레벨이 된다. 이에 의해,

제1∼제J 전압 폴로워 회로(OPAMP1∼OPAMPJ)의 전류원의 동작이 정지한다. 따라서, 전압 폴로워 회로 비 구동 기간에

는, 출력 측 저항 회로(144)의 저항 소자에 의해 분압된 전압 레벨이 유지된다. 이미, 전압 폴로워 회로 구동 기간에서 목적

으로 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전압 폴로워 회로 비 구동 기간에서 제1∼제J 전압 폴로워 회로

(OPAMP1∼OPAMPJ)의 전류원의 동작을 정지시키더라도 계조 전압의 레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계조 전압의

레벨을 변동시키는 일없이, 저소비 전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

여기서, 액정 표시 장치(A, B)에 최적의 계조 전압을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한다.

도 11에, 액정 표시 장치(A, B)의 감마 특성을 도시한다.

이 경우, 예컨대 계조 「61」에 대하여, 액정 표시 장치(A)를 구동하는 경우에는 계조 전압 「V61A」를 발생하고, 액정

표시 장치(B)를 구동하는 경우에는 계조 전압 「V61B」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감마 보정 제어 신호(GAM)에 근거하여, 저항 분할 노드 중 최적의 저항 분할 노드를 선택하

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감마 특성에 따른 계조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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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에 도시하는 것과 같이, 액정 표시 장치의 감마 특성은, 제품이나 제조 편차 등에 의해서 상이하다. 그러나, 크게 상이

한 것은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에 가까운 계조 전압군과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에 가까운 계조 전압군에 한정된

다. 계조 전압의 중간 부근(중간 계조 부근)에서는, 계조에 대한 계조 전압의 관계가 선형 관계가 되어, 계조 전압을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 11에 도시하는 것과 같이,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 및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

에 가까운 예컨대 계조 전압(V1∼V8, V59∼V62)을 조정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 및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에 가장 가까운 계조 전압(V1, V62)을 적어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가 회로의 증가를 최저한으로 억제하여, 다양한 감마 특성에 대응한 계조 전압을 발생할 수 있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복수의 계조 전압(V0∼V63) 중 계조 전압(V1, V62)(제1 및 제2 계조 전압) 사이의 예컨대 계조

전압(V3)(제3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제3 선택 회로(SEL3)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3 선택 회로(SEL3)는, 제

1∼제K 저항 분할 노드(tp1∼tpK) 중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 중에서, 계조 전압(V1, V62)(제1 및 제2 계조 전압)

사이의 계조 전압(V3)(제3 계조 전압)을 출력한다. 이 때, 제1 선택 회로(SEL1)가 선택하는 저항 분할 노드 수가, 제3 선택

회로(SEL3)가 선택하는 저항 분할 노드 수보다 많다. 그리고, 제2 선택 회로(SEL2)가 선택하는 저항 분할 노드 수가, 제3

선택 회로(SEL3)가 선택하는 저항 분할 노드 수보다 많다.

감마 특성은, 상술과 같이, 그 특성이 크게 상이한 것은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에 가까운 계조 전압군과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에 가까운 계조 전압군에 한정된다. 따라서,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 및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에

가까울수록, 1개의 계조 전압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회로의 선택 가능한 노드 수를 늘림으로써, 간소한 구성으로, 다양한

감마 특성에 따른 계조 전압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복수의 계조 전압 중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제1 전원 전압) 또는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제2 전원 전압)

에 가까운 계조 전압일수록, 계조 전압간의 전압 차가 큰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도 9 또는 도 11에 도시하는 것과 같이,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제1 전원 전압) 또는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제2 전원 전압)에 가까운 계조 전압일수록,

1계조 당 액정 인가 전압의 변화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도, 간소한 구성으로, 다양한 감마 특성에 따

른 계조 전압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4.1 비교예

다음으로 본 실시형태의 비교예와의 대비에서, 본 실시형태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를 설명한다.

도 12에, 본 실시형태의 제1 비교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300)의 구성예를 도시한다. 단, 도 5 또는 도 7에 도시하는

본 실시형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와 동일 부분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적절히 설명을 생략한다.

제1 비교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300)는, 입력 전압 차(｜VDDR-VSS｜)로부터, 기준 계조 전압(VREF1∼VREF9)

을 생성한다. 그리고, 기준 계조 전압 차(｜VREF1-VREF2｜ 등)로부터, 계조 전압(V0∼V63)을 생성한다.

계조 전압 발생 회로(300)는, 고 전위 측 전원선과 저 전위 측 전원선 사이에 감마 보정 저항(rP1∼rP8)이 직렬로 접속된

다. 또한, 고 전위 측 전원선과 저 전위 측 전원선 사이에, 감마 보정 저항(rQ1∼rQ63)이 직렬로 접속된다. 고 전위 측 전원

선에는,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이 공급된다. 저 전위 측 전원선에는,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이 공급된다.

감마 보정 저항(rP1∼rP8)은 가변 저항이고, 감마 보정 저항(rQ1∼rQ63)은 고정 저항이다. 감마 보정 저항(rP1∼rP8)은,

보정 신호(P1∼P8)에 의해 그 저항값이 조정된다.

감마 보정 저항(rP1∼rP8)의 각 감마 보정 저항의 접속 노드와, 이 접속 노드와 대응하는 계조 전압 발생 노드의 사이에는,

전압 폴로워 회로(VC1∼VC7)가 접속된다.

감마 보정 저항(rP1∼rP8)의 디폴트 시의 저항값, 감마 보정 저항(rQ1∼rQ63)의 디폴트 시의 저항값은, 액정 표시 장치의

감마 특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감마 보정 저항의 입력 측과 출력 측에서 각 기준 계조 전압간의 저항값은 동일해지

도록 결정된다. 예컨대 기준 계조 전압(VREF1∼VREF2)간에 관해서, (rP1의 디폴트 시의 저항값)=(qQ1의 저항값)+

(rQ2의 저항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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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도 11의 액정 표시 장치(A)에 대하여 디폴트 시의 저항값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액정 표시 장치(B)의 감마

특성에 따른 계조 전압을 발생시키는 경우, 보정 신호에 의해 감마 보정 저항(rP1∼rP8)의 저항값을 변경하여, 예컨대 계

조 전압 「V61A」에서 「V61B」로 변경한다.

그런데, 각 전압 폴로워 회로의 입력 측과 출력 측의 사이에 전위 차가 생겨, 출력 측의 감마 보정 저항과 전압 폴로워 회로

의 사이에 전류가 흐른다. 즉, 예컨대 감마 보정 저항(rP1)을 변경하여 입력 측의 감마 보정 저항비를 변경하기 때문에,

(rP1의 변경 후의 저항값)<(rQ1의 저항값)+(rQ2의 저항값), 또는 (rP1의 변경 후의 저항값)>(rQ1의 저항값)+(rQ2의 저

항값)이 되어, 전압 폴로워 회로(VC1)의 입력 측과 출력 측 사이에 전위 차가 생겨, 전류(I)가 발생한다.

또한, 이 전류(I)의 발생에 기인하여, 전압 폴로워 회로의 위상 여유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전압 폴로워 회로가

발진하기 쉬워진다. 이에 의해, 안정한 계조 전압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류(I)의 발생에 의해서, 소비 전력이 증대

하여버린다. 그리고 또한, 전압 폴로워 회로의 설계 시의 조건과 상이한 조건으로 동작하게 되기 때문에, 한층 더 발진 상

태에 빠지기 쉬운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본 실시형태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에서는, 입력 측의 저항 소자의 저항값이 전부 고정이기 때문에,

감마 특성의 조정은 출력 측의 저항 소자의 저항값을 변경함으로써 실현된다. 이 때문에, 각 전압 폴로워 회로의 입력 측과

출력 측의 전위는 항상 동일해진다. 따라서, 제1 비교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300)에서의 전류i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전류(I)의 삭감에 의해서 소비 전류를 저감할 수 있어, 전압 폴로워 회로의 발진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각 전압 폴로워 회로의 입력 측과 출력 측의 전위는 항상 동일해지기 때문에, 도 10에 도시하는 것과 같이, 목적으로

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한 후에는 전압 폴로워 회로의 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제1 비교예에서는, 전압 폴로워 회

로가, 항상 출력을 구동할 필요가 있어, 상기 전압 폴로워 회로의 동작을 정지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 의하

면, 제1 비교예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소비 전력을 삭감할 수 있다.

도 13에, 본 실시형태의 제2 비교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400)의 구성예를 도시한다. 단, 도 12에 도시하는 제1 비

교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300)와 동일 부분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적절히 설명을 생략한다.

제2 비교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400)가, 제1 비교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300)와 본질적으로 상이한 점은,

계조 전압(V0, V1, V62, V63)을 전원 회로에서 직접 생성하는 점이다. 이 전원 회로에서는, 전자 볼륨 등으로, 계조 전압

(V0, V1, V62, V63)의 전압이 조정된다.

그러나, 전원 회로가 보다 많은 전원 전압을 생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가 회로의 증가, 레이아웃 면적의 증대 등에 의

해 코스트 상승을 초래한다. 더구나, 제2 비교예에서도, 전압 폴로워 회로의 입력 측에서 감마 보정 저항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 비교예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제2 비교예와의 대비에서, 본 실시형태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에 전원 전

압을 공급하는 전원 회로를 간소화할 수 있으므로, 저 코스트화가 실현된다. 더구나,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상술과 같이,

저 소비 전력으로, 다양한 감마 특성에 따른 계조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한 구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4. 2 변형예

도 14에, 본 실시형태의 제1 변형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500)의 구성예의 회로도를 도시한다. 단, 도 5에 도시하는

본 실시형태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140)와 동일 부분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적절히 설명을 생략한다.

제1 변형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500)는, 입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제1 오프셋용 저항 회로)(IR0, IRJ+2), 출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제2 오프셋용 저항 회로)(OSR1, OSR2)를 더 포함한다. 입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IR0)는, 입력 측

저항 회로(제1 저항 회로)의 일단에 접속된다. 출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OSR1)는, 출력 측 저항 회로(제2 저항 회로)의

일단에 접속된다. 입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IRJ+2)는, 입력 측 저항 회로(제1 저항 회로)의 일단에 접속된다. 출력 측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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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셋용 저항 회로(OSR2)는, 출력 측 저항 회로(제2 저항 회로)의 타단에 접속된다. 여기서, 제i 전압 폴로워 회로(제i 임피

던스 변환 회로)(OPAMPi)의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이 동일해지도록, 입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를 포함하는 입력 측 저

항 회로의 저항비와, 출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를 포함하는 출력 측 저항 회로의 저항비가 설정된다.

그리고, 고 전위 측 전원선이, 입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IR0) 및 출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OSR1)의 일단 또는 타단 중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즉,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제1 전원 전압)이, 입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IR0)

및 출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OSR1)의 일단 또는 타단 중 어느 하나에 공급된다. 따라서, 입력 측 저항 회로(142) 및 출

력 측 저항 회로(144)의 일단에는,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이 직접 공급되거나, 또는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이

입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IR0), 출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OSR1)를 통하여 공급된다. 이 때, 스위치 회로(SW1, SW2)

를 동일한 제어 신호로 전환하여, 고 전위 측 전원 전압(VDDR)이 계조 전압(V0)으로서 계속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저 전위 측 전원선이, 입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IRJ+2), 출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OSR2)의 일단 또는 타

단 중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즉,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제2 전원 전압)이, 입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

(IRJ+2) 및 출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OSR2)의 일단 또는 타단 중 어느 하나에 공급된다. 따라서, 입력 측 저항 회로

(142) 및 출력 측 저항 회로(144)의 타단에는,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이 직접 공급되거나, 또는 저 전위 측 전원 전압

(VSS)이 입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IRJ+2), 출력 측 오프셋용 저항 회로(OSR2)를 통하여 공급된다. 이 때, 스위치 회로

(SW3, SW4)를 동일한 제어 신호로 전환하여, 저 전위 측 전원 전압(VSS)이 계조 전압(V63)으로서 계속 공급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제1 변형예에 의하면, 선형 관계에 있는 중간 계조 영역의 각 계조 전압을 포함해서, 감마 특성에 따라서 전체의 계조 전압

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 14에서는, 고 전위 측에 스위치 회로(SW1, SW2)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저 전위 측에 스위치 회로(SW3, SW4)를

설치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고 전위 측 및 저 전위 측 중 적어도 한 쪽에 설치하기만

해도 된다.

도 15에, 본 실시형태의 제2 변형예에서의 제1 선택 회로(SEL1)의 구성예의 회로도를 도시한다. 단, 도 8에 도시하는 본

실시형태에서의 제1 선택 회로(SEL1)와 동일 부분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적절히 설명을 생략한다.

제2 변형예에서의 제1 선택 회로(SEL1)는, 본 실시형태 또는 제1 변형예에서의 계조 전압 선택 회로를 구성하는 각 선택

회로에 적용할 수 있다.

제2 변형예에서의 제1 선택 회로(SEL1)(넓은 의미로는 계조 전압 선택 회로)는, 복수의 제1 스위치 소자(SWE1)와, 1개의

제2 스위치 소자(SWE2)를 포함한다. 복수의 제1 스위치 소자(SWE1)의 각 제1 스위치 소자의 일단은, 출력 측 저항 회로

(144)(제2 저항 회로)의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 중 어느 하나에 접속된다. 각 제1 스위치 소자(SWE1)의 구성은 동일하다.

제2 스위치 소자(SWE2)의 일단은, 출력 측 저항 회로(144)(제2 저항 회로)의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 중 어느 하나에 접속

된다. 그리고, 제2 스위치 소자(SWE2)의 온 저항값은, 복수의 제1 스위치 소자의 각 제1 스위치 소자의 온 저항값보다 작

다. 여기서 온 저항값이란, 스위치 소자가 온 상태(도통 상태)가 되었을 때의 저항값을 말한다.

도 16에, 제1 스위치 소자(SWE1) 및 제2 스위치 소자(SWE2)의 스위치 제어의 타이밍도를 도시한다.

우선, 복수의 계조 전압(V0∼V63) 중 어느 하나의 계조 전압(도 15에서는 계조 전압(V1)(제4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경

우에, 제2 스위치 소자(SWE2)를 온, 복수의 모든 제1 스위치 소자(SWE1)를 오프로 하여 제2 스위치 소자(SWE2)를 통하

여 계조 전압(V1)(제4 계조 전압)을 출력한다. 이에 의해, 보다 낮은 온 저항값의 스위치 소자를 통하여 계조 전압(V1)을

큰 전압 레벨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때, 제1 스위치 소자(SWE1)를 통하여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경우에 비하여, 목적으로

하는 전압에 도달하는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도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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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제2 스위치 소자(SWE2)를 오프, 복수의 제1 스위치 소자(SWE1) 중 어느 하나를 온하여, 온이 된 상기 제1 스위치

소자를 통하여 계조 전압(V1)(제4 계조 전압)을 출력한다. 이에 의해, 계조 전압(V1)의 전압 레벨을 높은 정밀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제1 선택 회로(SEL1)를 구성하는 모든 스위치 소자의 온 저항값을 낮추기 위해서 모든 스위

치 소자의 면적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높은 정밀도로 계조 전압의 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제1 선택 회로

(SEL1)를, 보다 적은 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 제1 또는 제2 변형예와 같이, 고 전위 측으로부터 순서대로 1 또는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으로부

터 1개의 계조 전압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도 17에 도시하는 것과 같이, 계조 전압(V1)을 선택하기 위한 제4

저항 분할 노드(tp4)의 전압이, 계조 전압(V2)를 선택하기 위한 제3 저항 분할 노드(tp3)의 전압보다 낮은 경우이더라도 된

다. 이 경우, 감마 보정 제어 신호(GAM)에 의해, 계조 전압(V1)의 전위가 계조 전압(V2)의 전위보다 높아지도록, 각각 복

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액정의 인가 전압을 교류화하기 위해서 극성 반전 구동을 행하는 경우, 도 18에 도시하는 것과 같이 양극성용 및 음극

성용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18에, 양극성용 및 음극성용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를 설치한 경우의 구성예를 도시한다.

양극성용 계조 전압 발생 회로(600)는, 액정의 인가 전압이 양극성 기간에 이용되는 계조 전압(V0p∼V63p)을 생성한다.

음극성용 계조 전압 발생 회로(610)는, 액정의 인가 전압이 음극성 기간에 이용되는 계조 전압(V0n∼V63n)을 생성한다.

DAC에서는, 양극성 기간에서 계조 전압(V0p∼V63p) 중 어느 하나의 계조 전압을 선택하고, 음극성 기간에서 계조 전압

(V0n∼V63n) 중 어느 하나의 계조 전압을 선택한다.

양극성용 계조 전압 발생 회로(600) 및 음극성용 계조 전압 발생 회로(610)는, 각각 고 전위 측 전원선 및 저 전위 측 전원

선 사이에 설치된다. 양극성용 계조 전압 발생 회로(600) 및 음극성용 계조 전압 발생 회로(610)로서, 본 실시형태, 제1 또

는 제2 변형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가 적용된다.

5. 전자기기

도 19에, 상술한 계조 전압 발생 회로를 포함하는 구동 회로가 적용된 전자기기의 구성예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여기에서

는, 전자기기로서, 휴대전화기의 구성예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휴대전화기(800)는, 카메라 모듈(810)을 포함한다. 카메라 모듈(810)은, CCD 카메라를 포함하고, CCD 카메라로 촬상한

화상 데이터를 표시 컨트롤러(802)에 공급한다. 표시 컨트롤러(802)로서, 도 1의 표시 컨트롤러(38)를 채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기(800)는, 표시 패널(820)을 포함한다. 표시 패널(820)로서, 도 1의 액정 표시 패널(20)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표시 패널(820)은, 표시 드라이버(830)에 의해서 구동된다. 표시 패널(820)은, 복수의 주사선, 복수의 데이터선, 복수

의 화소를 포함한다. 표시 드라이버(830)는, 복수의 주사선의 1 또는 복수 개 단위로 주사선을 선택하는 주사 드라이버의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화상 데이터에 대응한 전압을 복수의 데이터선에 공급하는 데이터 드라이버의 기능을 가진다. 이러

한 표시 드라이버(830)의 기능은, 본 실시형태, 제1 또는 제2 변형예에서의 계조 전압 발생 회로를 포함하는 데이터 드라

이버와, 도 1의 주사 드라이버(32)로 실현할 수 있다.

표시 컨트롤러(802)는, 표시 드라이버(830)에 접속되어, 표시 드라이버(830)에 대하여 화상 데이터를 공급한다.

호스트(840)는, 표시 컨트롤러(802)에 접속된다. 호스트(840)는, 표시 컨트롤러(802)를 제어한다. 또한 호스트(840)는,

안테나(860)를 통하여 수신된 화상 데이터를, 변복조부(850)에서 복조한 후, 표시 컨트롤러(802)에 공급할 수 있다. 표시

컨트롤러(802)는, 이 화상 데이터에 근거하여, 표시 드라이버(830)에 의해 표시 패널(820)에 표시시킨다.

호스트(840)는, 카메라 모듈(810)로 생성된 화상 데이터를 변복조부(850)에서 변조한 후, 안테나(860)를 통하여 다른 통

신 장치에 대한 송신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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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840)는, 조작 입력부(870)로부터의 조작 정보에 근거하여 화상 데이터의 송수신 처리, 카메라 모듈(810)의 촬상,

표시 패널의 표시 처리를 행한다.

또, 전기 광학 장치로서의 액정 표시 장치(880)는, 표시 컨트롤러(802), 표시 드라이버(830) 및 표시 패널(820)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스트(840)가, 액정 표시 장치(880)에 대하여 화상 데이터를 공급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요지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하다.

예컨대, 본 발명은 상술한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에 적용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일렉트로루미네선스, 플라즈마 디스플레

이 장치의 구동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 중 종속 청구항에 관한 발명에서는, 종속처인 청구항의 구성 요건의 일부를 생략하는 구성으로 할 수도 있

다. 또한, 본 발명의 하나의 독립 청구항에 관한 발명의 요부를, 다른 독립 청구항에 종속시킬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그만큼 소비 전류를 삭감할 수 있다. 또한, 발진 상태에 빠지기 쉬운 상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비 전류를 삭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설계 시의 조건과 상이한 조건에서 동작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설계가 용이해져, 안정한 계조 전압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계조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계조 전압 발생 회로에 있어서,

제1 및 제2 전원선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고 그 저항값이 고정된 제1∼제(J+1)(J는 양의 정수) 저항 소자를 가지고, 상기

제1∼제(J+1) 저항 소자에 의해 상기 제1 및 제2 전원선 사이의 전압을 분압한 제1∼제J 입력 분압 노드를 가지는 제1 저

항 회로와,

상기 제1∼제J 입력 분압 노드의 각 입력 분압 노드의 전압이 각 임피던스 변환 회로의 입력에 공급되는 제1∼제J 임피던

스 변환 회로와,

상기 제1 및 제2 전원선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제1 및 제2 전원선 사이의 전압을 분압한 각 출력 분압 노드가 각 임피던스

변환 회로에 의해서 구동되는 제1∼제J 출력 분압 노드를 가지는 제2 저항 회로와,

상기 제2 저항 회로의 양단의 전압을 분압하는 제1∼제K(J<K, K는 정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 중에서 L(J<L<K, L은

정수)종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을 계조 전압으로서 출력하는 계조 전압 선택 회로를 포함하고,

제i(1≤i≤J, i는 정수)의 출력 분압 노드의 전압이,

제i 입력 분압 노드의 전압과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계조 전압 선택 회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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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제K 저항 분할 노드 중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 중에서, 상기 복수의 계조 전압 중 상기 제1 전원선의 전

압에 가장 가까운 제1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제1 선택 회로와,

상기 제1∼제K 저항 분할 노드 중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 중에서, 상기 복수의 계조 전압 중 상기 제2 전원선의 전

압에 가장 가까운 제2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제2 선택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계조 전압 선택 회로는, 상기 제1∼제K 저항 분할 노드 중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의 전압 중에서, 상기 복수의 계조

전압 중 상기 제1 및 제2 계조 전압 사이의 제3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제3 선택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선택 회로가 선택하는 저항 분할 노드 수가, 상기 제3 선택 회로가 선택하는 저항 분할 노드 수보다 많고,

상기 제2 선택 회로가 선택하는 저항 분할 노드 수가, 상기 제3 선택 회로가 선택하는 저항 분할 노드 수보다 많은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계조 전압 중 상기 제1 전원선의 전압에 가까운 계조 전압일수록, 계조 전원간의 전압 차가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계조 전압 선택 회로가,

각 제1 스위치 소자의 일단이 상기 제2 저항 회로의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 중 어느 하나에 접속된 복수의 제1 스위치 소자

와,

일단이 상기 제2 저항 회로의 복수의 저항 분할 노드 중 어느 하나에 접속되고 상기 복수의 제1 스위치 소자의 각 제1 스위

치 소자보다 온 저항값이 작은 제2 스위치 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계조 전압 중 어느 하나인 제4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경우에,

상기 제2 스위치 소자가 온, 상기 복수의 제1 스위치 소자가 오프가 되어 상기 제2 스위치 소자를 통하여 상기 제4 계조 전

압을 출력한 후에, 상기 제2 스위치 소자가 오프, 상기 복수의 제1 스위치 소자 중 어느 하나가 온이 되어, 온이 된 상기 제

1 스위치 소자를 통하여 상기 제4 계조 전압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J 임피던스 변환 회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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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계조 전압 중 어느 하나가 전기 광학 장치의 데이터선에 공급되는 1주사기간 중의 제1 기간에서 상기 제1∼제

J 출력 분압 노드를 구동하고,

상기 1주사기간 중의 상기 제1 기간 후의 제2 기간에서 상기 제1∼제J 출력 분압 노드의 구동을 정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저항 회로의 일단에 그 일단이 접속되는 제1 오프셋용 저항 회로와,

상기 제2 저항 회로의 일단에 그 일단이 접속되는 제2 오프셋용 저항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전원선이,

상기 제1 및 제2 오프셋용 저항 회로의 상기 일단 또는 상기 제1 및 제2 오프셋 저항용 회로의 타단에 전기적으로 접속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조 전압 발생 회로.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계조 전압 발생 회로와,

상기 계조 전압 발생 회로가 발생한 복수의 계조 전압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전기 광학 장치를 구동하는 출력 회로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 회로.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계조 전압 발생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기재된 전기 광학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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