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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정표시장치와 그의 구동방법

요약

본 발명은 작업성의 향상 및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액정표시장치와 그의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액정표시장치는 다수의 데이터라인들에 화소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데이터 집적회로와, 상기 데이터 집

적회로에 설치되고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단자들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

은 상기 선택단자로부터 발생되는 논리값에 따라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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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본 발명은 채널 선택신호를 이용하여 액정패널의 해상도에 따라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을 변경함

으로써 한 종류의 데이터 집적회로를 이용하여 액정패널의 모든 해상도를 구동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액정패

널의 해상도에 상관없이 데이터 집적회로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집적회로의 개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결

과적으로, 본 발명은 작업성의 향상 및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액정표시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2a는 종래의 게이트 드라이버에 포함되어 있는 게이트 집적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도 2b는 종래의 데이터 드라이버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집적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도 2b에 도시된 데이터 집적회로의 내부 구조를 상세히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의한 액정표시장치를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600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도록 설정된 데이터 집적회로를 나타내

는 도면.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618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도록 설정된 데이터 집적회로를 나타내

는 도면.

도 7은 도 4에 도시된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630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도록 설정된 데이터 집적회로를 나타내

는 도면.

도 8은 도 4에 도시된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642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도록 설정된 데이터 집적회로를 나타내

는 도면.

도 9는 도 4에 도시된 데이터 집적회로의 내부 구조를 상세히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서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 선택부 및 쉬프트 레지스터부만을 나타

내는 블록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서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600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도

록 설정된 데이터 집적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서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618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도

록 설정된 데이터 집적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서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630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도

록 설정된 데이터 집적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서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642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도

록 설정된 데이터 집적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 집적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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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서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 선택부 및 쉬프트 레지스터부만을 나타

내는 블록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102 : 액정패널 4,104 : 데이터 드라이버

6,106 : 게이트 드라이버 7 : 액정셀

8,108 : 타이밍 제어부 10 : 게이트 IC

16,116,1016 : 데이터 IC 20,120 : 신호 제어부

32,132 : 감마 전압부 34,134,184,1034 : 쉬프트 레지스터부

36,136 : 래치부 38,138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

40,140 : P디코딩부 42,142 : N디코딩부

44,144 : 멀티플렉서 110 : 데이터 TCP

112 : TCP 패드 114 : 데이터 패드

118 : 링크부 130,180,1030 : 채널 선택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작업성의 향상 및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액정표시장치와 그의 구

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의 액정표시장치는 전계를 이용하여 액정의 광투과율을 조절함으로써 화상을 표시한다.

이를 위하여, 액정표시장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정셀들이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된 액정패널(2)과, 액정패널(2)의

게이트라인들(GL1 내지 GLn)을 구동하기 위한 게이트 드라이버(6)와, 액정패널(2)의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m)을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 드라이버(4)와, 게이트 드라이버(6)와 데이터 드라이버(4)를 제어하기 위한 타이밍 제어부(8)를 구

비한다.

액정패널(2)은 게이트라인들(GL1 내지 GLn)과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m)의 교차부마다 형성된 박막 트랜지스터

(TFT)와, 박막 트랜지스터(TFT)와 접속된 액정셀(7)을 구비한다. 박막 트랜지스터(TFT)는 게이트라인(GL)으로부터의

스캔신호, 즉 게이트 하이전압(VGH)이 공급되는 경우 턴-온되어 데이터라인(DL)으로부터의 화소신호를 액정셀(7)에 공

급한다. 그리고, 박막 트랜지스터(TFT)는 게이트라인(GL)으로부터 게이트 로우전압(VGL)이 공급되는 경우 턴-오프되어

액정셀(7)에 충전된 화소신호가 유지되게 한다.

액정셀(7)은 등가적으로 액정용량 커패시터로 표현되며, 액정을 사이에 두고 대면하는 공통전극과 박막 트랜지스터(TFT)

에 접속된 화소전극을 포함한다. 그리고, 액정셀(7)은 충전된 화소 신호가 다음 화소 신호가 충전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유

지되게 하기 위하여 스토리지 커패시터를 더 구비한다. 이 스토리지 커패시터는 화소전극과 이전단 게이트 라인 사이에 형

성된다. 이러한 액정셀(7)은 박막 트랜지스터(TFT)를 통해 충전되는 화소 신호에 따라 유전 이방성을 가지는 액정의 배열

상태가 가변하여 광투과율을 조절함으로써 계조를 구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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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제어부(8)는 도시되지 않은 비디오 카드로부터 공급되는 동기신호(V, H)를 이용하여 게이트 제어신호들(GSP,

GSC, GOE) 및 데이터 제어신호들(SSP, SSC, SOE, POL)을 발생한다. 게이트 제어신호들(GSP, GSC, GOE)은 게이트 드

라이버(6)로 공급되어 게이트 드라이버를 제어하게 되고, 데이터 제어신호들(SSP, SSC, SOE, POL)은 데이터 드라이버

(4)로 공급되어 데이터 드라이버를 제어하게 된다. 아울러, 타이밍 제어부(8)는 적색(R), 녹색(G) 및 청색(B)의 화소 데이

터(VD)를 정렬하여 데이터 드라이버(4)로 공급한다.

게이트 드라이버(6)는 게이트라인들(GL1 내지 GLn)을 순차적으로 구동시킨다. 이를 위해, 게이트 드라이버(6)는 도 2a와

같이 다수의 게이트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 이하 "IC"라 함)(10)를 구비한다. 게이트 IC(10)들은 자신에게 접속된

게이트라인들(GL1 내지 GLn)을 타이밍 제어부(8)로부터의 제어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구동시킨다. 다시 말하여, 게이트

IC(10)들은 타이밍 제어부(8)로부터 공급되는 게이트 제어 신호들(GSP, GSC, GOE)에 응답하여 게이트라인들(GL1 내지

GLn)에 순차적으로 게이트 하이전압(VGH)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게이트 드라이버(6)는 게이트 스타트 펄스(GSP)를 게이트 쉬프트 클럭(GSC)에 따라 쉬프트시켜 쉬프트펄스

를 발생한다. 그리고, 게이트 드라이버(6)는 쉬프트 펄스에 응답하여 수평기간마다 해당 게이트라인(GL)에 게이트 하이전

압(VGH)을 공급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쉬프트펄스는 수평기간마다 한 라인씩 쉬프트되고, 게이트 IC들(10) 중 어느 하

나는 쉬프트펄스에 대응되어 해당 게이트라인(GL)에 게이트 하이전압(VGH)을 공급한다. 이 경우, 게이트 IC들(10)은 게

이트 라인들(GL1 내지 GLn)에 게이트 하이전압(VGH)이 공급되지 않는 나머지 기간에서는 게이트 로우전압(VGL)을 공

급한다.

데이터 드라이버(4)는 수평기간마다 1라인분씩의 화소신호를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m)에 공급한다. 이를 위해, 데이

터 드라이버(4)는 도 2b와 같이 다수의 데이터 IC(16)들을 구비한다. 데이터 IC(16)들은 타이밍 제어부(8)로부터 공급되

는 데이터 제어 신호들(SSP, SSC, SOE, POL)에 응답하여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m)에 화소신호를 공급한다. 이때,

데이터 IC(16)들은 타이밍 제어부(8)로부터의 화소 데이터(VD)를 감마전압 발생부(도시되지 않음)로부터의 감마전압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화소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IC(16)들은 소스 스타트 펄스(SSP)를 소스 쉬프트 클럭(SSC)에 따라 쉬프트시켜 샘플링신호를 발생

한다. 이어서, 데이터 IC(16)들은 샘플링 신호에 응답하여 화소 데이터(VD)를 일정 단위씩 순차적으로 래치한다. 이후, 래

치된 1라인분의 화소 데이터(VD)를 아날로그 화소신호로 변환하여 소스 출력 인에이블 신호(SOE)의 인에이블 기간에 데

이터라인들(DL1 내지 DLm)에 공급하게 된다. 이 경우, 데이터 IC(16)들은 화소 데이터(VD)를 극성 제어 신호(POL)에 응

답하여 정극성 또는 부극성의 화소신호로 변환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IC들(16) 각각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순차적인 샘플링신호를 공급하는 쉬프트 레지스터부(34)

와, 샘플링신호에 응답하여 화소 데이터(VD)를 순차적으로 래치하여 동시에 출력하는 래치부(36)와, 래치부(36)로부터의

화소 데이터(VD)를 화소전압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이하, "DAC부"라 함)(38)와, DAC(38)로부터의 화

소전압신호를 완충하여 출력하는 출력 버퍼부(46)를 구비한다. 또한, 데이터 IC(16)는 타이밍 제어부(8)로부터 공급되는

각종 제어신호들(SSP, SSC, SOE, REV, POL 등)과 화소 데이터(VD)를 중계하는 신호 제어부(20)와, DAC부(38)에서 필

요로 하는 정극성 및 부극성 감마전압들을 공급하는 감마 전압부(32)를 추가로 구비한다.

신호제어부(20)는 타이밍 제어부(도시하지 않음)로부터의 각종 제어신호들(SSP, SSC, SOE, REV, POL 등)과 화소 데이

터(VD)가 해당 구성요소들로 출력되도록 제어한다.

감마전압부(32)는 감마 기준전압 발생부(도시하지 않음)로부터 입력되는 다수개의 감마 기준전압을 그레이별로 세분화하

여 출력한다.

쉬프트 레지스터부(34)에 포함된 쉬프트 레지스터들은 신호제어부(20)로부터의 소스 스타트 펄스(SSP)를 소스 샘플링 클

럭신호(SSC)에 따라 순차적으로 쉬프트시켜 샘플링신호로 출력한다.

래치부(36)는 쉬프트 레지스터부(34)로부터의 샘플링신호에 응답하여 신호 제어부(20)로부터의 화소 데이터(VD)를 일정

단위씩 순차적으로 샘플링하여 래치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래치부(36)는 i(i는 자연수)개의 화소 데이터(VD)를 래치하기

위해 i개의 래치들로 구성되고, 래치들 각각은 화소 데이터(VD)의 비트수에 대응하는 크기를 갖는다. 특히, 타이밍제어부

(8)는 전송주파수를 줄이기 위하여 화소 데이터(VD)를 이븐 화소 데이터(VDeven)와 오드 화소 데이터(VDodd)로 나누어

각각의 전송라인을 통해 동시에 출력하게 된다. 여기서 이븐 화소 데이터(VDeven)와 오드 화소 데이터(VDodd) 각각은

적(R), 녹(G), 청(B) 화소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래치부(36)는 샘플링신호마다 신호 제어부(20)를 경유하여 공급

등록특허 10-0598738

- 4 -



되는 이븐 화소 데이터(VDeven)와 오드 화소 데이터(VDodd)를 동시에 래치하게 된다. 이어서, 래치부(36)는 신호 제어부

(20)로부터의 소스 출력 이네이블신호(SOE)에 응답하여 래치된 i개의 화소 데이터들(VD)을 동시에 출력한다 . 이 경우,

래치부(36)는 데이터반전 선택신호(REV)에 응답하여 트랜지션 비트수가 줄어들게끔 변조된 화소 데이터(VD)들을 복원시

켜 출력하게 된다. 이는 타이밍 제어부(8)에서 데이터전송시 전자기적 간섭(EMI)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트랜지션되는 비트

수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화소 데이터(VD)들은 트랜지션 비트수가 줄어들게끔 변조하여 공급하기 때문이다.

DAC부(38)는 래치부(36)로부터의 화소 데이터(VD)를 동시에 정극성 및 부극성 화소전압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DAC부(38)는 래치부(36)에 공통 접속된 P(Positive) 디코딩부(40) 및 N(Negative) 디코딩부(42)와, P 디코

딩부(40) 및 N 디코딩부(42)의 출력신호를 선택하기 위한 멀티플렉서(MUX; 44)를 구비한다.

P 디코딩부(40)에 포함되는 n개의 P 디코더들은 래치부(36)로부터 동시에 입력되는 n개의 화소 데이터들을 감마전압부

(32)로부터의 정극성 감마전압들을 이용하여 정극성 화소전압신호로 변환하게 된다. N 디코딩부(42)에 포함되는 i개의 N

디코더들은 래치부(36)로부터 동시에 입력되는 i개의 화소 데이터들을 감마 전압부(32)로부터의 부극성 감마전압들을 이

용하여 부극성 화소전압신호로 변환하게 된다. 멀티플렉서부(44)에 포함되는 i개의 멀티플렉서들은 신호제어부(20)로부

터의 극성제어신호(POL)에 응답하여 P 디코더(40)로부터의 정극성 화소전압신호 또는 N 디코더(42)로부터의 부극성 화

소전압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게 된다.

출력버퍼부(46)에 포함되는 i개의 출력버퍼들은 i개의 데이터라인들(D1 내지 Di)들에 직렬로 각각 접속되어진 전압추종기

(Voltage follower)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출력버퍼들은 DAC부(38)로부터의 화소전압신호들을 신호완충하여 데이터

라인들(DL1 내지 DLi)에 공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종래의 액정표시장치는 액정패널(2)의 해상도에 따라 데이터 드라이버(4)가 구비하는 데이터 IC(16)의 출력채

널가 달라지게 된다. 이는, 액정패널(2)의 해상도별로 데이터라인(DL)에 접속될 수 있는 일정 채널을 갖는 데이터 IC(16)

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액정패널(2)의 해상도 별로 서로 다른 출력채널을 갖는 서로 다른 수의 데이터 IC(16)

들을 사용함으로써 작업성의 저하 및 제조비용이 낭비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액정패널(2)의 해상도가 XGA(eXtended Graphics Array)급(1024×3)인 액정표시장치는 3072개

의 데이터라인(DL) 수를 가지므로 768개의 출력채널을 갖는 4개의 데이터 IC(16)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액정패널(2)의

해상도가 SXGA+(Super eXtended Graphics Adapter+)급(1400×3)인 액정표시장치는 4200개의 데이터라인(DL) 수

를 가지므로 702개의 출력채널을 갖는 6개의 데이터 IC(16)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 남는 12개의 출력채널은 더미라인으

로 처리된다. 또한, 액정패널(2)의 해상도가 WXGA(Wide aspect eXtended Graphics Array)급(1280×3)인 액정표시장

치는 3840개의 데이터라인(DL) 수를 가지므로 642개의 출력채널을 갖는 6개의 데이터 IC(16)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 남

는 12개의 출력채널은 더미라인으로 처리된다. 이와 같이, 액정패널(2)의 해상도별로 서로 다른 출력채널을 갖는 서로 다

른 수의 데이터 IC(16)들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래의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작업성의 저하 및 제조비용이 낭비되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작업성의 향상 및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액정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액정패널의 해상도에 따라 데이터 집적회로의 출력채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액정표시장치

와 그의 구동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한 액정표시장치는 다수의 데이터라인들에 화소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데이터 집적회로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에 설치되고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단자들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은 상기 선택단자로부터 발생되는 논리값에 따라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선택단자는 2 진 논리값을 발생하는 제 1 옵션핀과, 2 진 논리값을 발생하는 제 2 옵션핀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는 n(여기서, n은 양의 정수)개의 채널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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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논리값이 제 4 논리값이면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을 n개 보다 작은 i(여기서, i는 0보다

크고 n 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로 제한하고, 상기 논리값이 제 3 논리값이면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을 i개 보다 작은

j(여기서, j는 양의 정수)개로 제한하고, 상기 논리값이 제 2 논리값이면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을 j개 보다 작은 k(여

기서, k는 양의 정수)개로 제한하고, 상기 논리값이 제 1 논리값이면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을 k개 보다 작은 m(여

기서, m은 양의 정수)개로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i 개는 642개의 채널로 설정되고, 상기 j 개는 630개의 채널로 설정되고, 상기 k 개는 618개

의 채널로 설정되고, 상기 m 개는 600개의 채널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제 4 논리값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에 포함된 쉬프트 레지스터의 643번째 채널부터 n번째

채널까지 디스에이블시키고, 상기 제 3 논리값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에 포함된 쉬프트 레지스터의 631번째 채널부터 n

번째 채널까지 디스에이블시키고, 상기 제 2 논리값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에 포함된 쉬프트 레지스터의 619번째 채널부

터 n번째 채널까지 디스에이블시키고, 상기 제 1 논리값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에 포함된 쉬프트 레지스터의 601번째 채

널부터 n번째 채널까지 디스에이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는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로부터 쉬프트되는 클럭에 따라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래치와, 상기 래치로부터의 상기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와, 상기 디지털-아

날로그 변환부에 정극성 및 부극성 감마전압을 공급하는 감마 전압부와,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로부터의 상기 화소

데이터를 버퍼링하여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들로 출력하기 위한 버퍼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는 상기 데이터를 정극성 화소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정극성부와,

상기 데이터를 부극성 화소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부극성부와, 상기 정극성부 및 부극성부의 출력을 선택하는 멀티플렉

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N(단, N은 양의 정수)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며 상기 출력채널을 통해 N개 이하

의 데이터라인들에 화소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이터 집적회로와, 상기 데이터라인들의 수에 따라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출력채널을 선택하는 채널 선택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는 상기 출력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채널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선택신호 발생부와, 상기 데이터 집적회

로를 제어함과 아울러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타이밍 제어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는 상기 타이밍 제어부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샘플링신호를 출력하는 N

개의 쉬프트 레지스터들로 구성된 쉬프트 레지스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선택신호 발생부는 전압원 및 기저전압원에 접속되어 상기 채널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제 1

및 제 2 선택단자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제 1 내지 I(단, I는 N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제 1 내지 J(단, J는 I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제 1 내지 K(단, K는 J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및 제 1 내지 N개의 출력채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의 I번째, J번째, K번

째 및 N번째 쉬프트 레지스터 중 어느 하나의 출력신호를 다음 단 데이터 집적회로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I, J, K 및 N 각각은 상기 데이터 라인들의 수,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개수, 상기 데이터 집

적회로가 실장되는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의 폭, 상기 타이밍 제어부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간의 데이터 전송라인 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조건에 따라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제 I1(단, I1은 N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제

N개, 제 J1(단, J1은 I1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제 N개, 제 K1(단, K1은 J1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N개 및 제 L1(단,

L1은 K1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N개의 출력채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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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타이밍 제어부로부터의 스타트 펄스를 상기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의 I1번째, J1번째, K1번째 및 L1번째 쉬프트 레지스터 중 어느 하나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제 1 내지 I1, 제 1 내지 J1, 제 1 내지 K1, 제 1 내지 제 L1의 출력채널은

더미 출력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I1, J1, K1 및 L1 각각은 상기 데이터 라인들의 수,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개수, 상기 데이

터 집적회로가 실장되는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의 폭, 상기 타이밍 제어부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간의 데이터 전송라인 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조건에 따라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데이터라인들과 게이트라인들의 교차부마다 액정셀이 형성된 액정패널과, N

(단, N은 양의 정수)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며 상기 출력채널을 통해 N개 이하의 상기 데이터라인들에 화소 데이터를 공급

하는 데이터 집적회로와, 상기 게이트라인들에 순차적으로 스캔펄스를 공급하기 위한 게이트 집적회로와, 상기 데이터라

인들의 수에 따라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출력채널을 선택하는 채널 선택부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와 게이트 집적회로

를 제어함과 아울러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타이밍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는 상기 출력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채널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선택신호 발생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는 상기 타이밍 제어부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샘플링신호를 출력하는 N

개의 쉬프트 레지스터들로 구성된 쉬프트 레지스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선택신호 발생부는 전압원 및 기저전압원에 접속되어 상기 채널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제 1

및 제 2 선택단자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제 1 내지 I(단, I는 N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제 1 내지 J(단, J는 I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제 1 내지 K(단, K는 J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및 제 1 내지 N개의 출력채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의 I번째, J번째, K번

째 및 N번째 쉬프트 레지스터 중 어느 하나의 출력신호를 다음 단 데이터 집적회로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I, J, K 및 N 각각은 상기 데이터 라인들의 수,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개수, 상기 데이터 집

적회로가 실장되는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의 폭, 상기 타이밍 제어부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간의 데이터 전송라인 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조건에 따라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제 I1(단, I1은 N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제

N개, 제 J1(단, J1은 I1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제 N개, 제 K1(단, K1은 J1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N개 및 제 L1(단,

L1은 K1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N개의 출력채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타이밍 제어부로부터의 스타트 펄스를 상기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의 I1번째, J1번째, K1번째 및 L1번째 쉬프트 레지스터 중 어느 하나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제 1 내지 I1, 제 1 내지 J1, 제 1 내지 K1, 제 1 내지 제 L1의 출력채널은

더미 출력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I1, J1, K1 및 L1 각각은 상기 데이터 라인들의 수,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개수, 상기 데이

터 집적회로가 실장되는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의 폭, 상기 타이밍 제어부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간의 데이터 전송라인 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조건에 따라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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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은 N(단, N은 양의 정수)개의 출력채널들을 가지며 상기 출력채널들을

통해 N개 이하의 데이터라인들에 화소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이터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

서, 채널 선택부에 의해 상기 데이터라인들의 수에 따라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출력채널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

터 집적회로의 선택되는 출력채널을 통해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라인들에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 구동방법은 전압원과 기저전압원에 접속된 제 1 및 제 2 선택단자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출력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채널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동방법은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 래치 및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로 변환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동방법에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제 1 내지 I(단, I는 N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제 1

내지 J(단, J는 I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제 1 내지 K(단, K는 J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및 제 1 내지 N개의 출력채널 중 어

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동방법은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의 I번째, J번째, K번째 및 N번째 쉬프트 레지스

터 중 어느 하나의 출력신호를 다음 단 데이터 집적회로에 공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동방법에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제 I1(단, I1은 N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제 N

개, 제 J1(단, J1은 I1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제 N개, 제 K1(단, K1은 J1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N개 및 제 L1(단,

L1은 K1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N개의 출력채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동방법에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스타트 펄스를 상기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의 I1번째,

J1번째, K1번째 및 L1번째 쉬프트 레지스터 중 어느 하나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동방법에서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제 1 내지 I1, 제 1 내지 J1, 제 1 내지 K1, 제 1 내지 제 L1의 출력채널은 더미

출력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 외에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특징들은 첨부도면을 참조한 실시 예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하, 도 4 내지 도 1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의한 액정표시장치는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m)과 게이트라인들(GL1 내

지 GLn)의 교차부마다 액정셀이 형성된 액정패널(102)과, N(단, N은 양의 정수)개의 출력채널들을 가지며 출력채널들을

통해 N개 이하의 데이터라인들에 화소 데이터를 공급하는 다수의 데이터 IC(116)를 포함하는 데이터 드라이버(104)와,

게이트라인들(GL1 내지 GLn)에 순차적으로 스캔펄스를 공급하기 위한 다수의 게이트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게이트 드라

이버(106)와,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m)의 수에 따라 화소 데이터를 출력하는 다수의 데이터 IC(116)의 출력채널을

선택하는 채널 선택부와, 데이터 드라이버(104) 및 게이트 드라이버(106) 각각의 구동 타이밍을 제어함과 아울러 선택된

출력채널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다수의 데이터 집적회로들(116) 각각에 공급하는 타이밍 제어부(108)를 구비한다.

액정패널(102)은 게이트라인들(GL1 내지 GLn)과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m)의 교차부마다 형성된 박막 트랜지스터

(TFT)와, 박막 트랜지스터(TFT)와 접속된 액정셀(도시하지 않음)을 구비한다. 박막 트랜지스터(TFT)는 게이트라인(GL)

으로부터의 스캔신호, 즉 게이트 하이전압(VGH)이 공급되는 경우 턴-온되어 데이터라인(DL)으로부터의 화소신호를 액

정셀에 공급한다. 그리고, 박막 트랜지스터(TFT)는 게이트라인(GL)으로부터 게이트 로우전압(VGL)이 공급되는 경우 턴

-오프되어 액정셀에 충전된 화소신호가 유지되게 한다.

액정셀은 등가적으로 액정용량 커패시터로 표현되며, 액정을 사이에 두고 대면하는 공통전극과 박막 트랜지스터(TFT)에

접속된 화소전극을 포함한다. 그리고, 액정셀은 충전된 화소 신호가 다음 화소 신호가 충전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스토리지 커패시터를 더 구비한다. 이 스토리지 커패시터는 화소전극과 이전단 게이트 라인 사이에 형성된다.

이러한 액정셀은 박막 트랜지스터(TFT)를 통해 충전되는 화소 신호에 따라 유전 이방성을 가지는 액정의 배열 상태가 가

변하여 광투과율을 조절함으로써 계조를 구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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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제어부(108)는 도시되지 않은 비디오 카드로부터 공급되는 동기신호(V, H)를 이용하여 게이트 제어신호들(GSP,

GSC, GOE) 및 데이터 제어신호들(SSP, SSC, SOE, POL)을 발생한다. 게이트 제어신호들(GSP, GSC, GOE)은 게이트 드

라이버(106)로 공급되어 게이트 드라이버를 제어하게 되고, 데이터 제어신호들(SSP, SSC, SOE, POL)은 데이터 드라이버

(104)로 공급되어 데이터 드라이버를 제어하게 된다. 아울러, 타이밍 제어부(108)는 화소 데이터(VD)를 정렬하여 데이터

드라이버(104)로 공급한다.

게이트 드라이버(106)는 게이트라인들(GL1 내지 GLn)을 순차적으로 구동시킨다. 이를 위해, 게이트 드라이버(106)는 다

수의 게이트 IC(도시하지 않음)를 구비한다. 게이트 IC들은 자신에게 접속된 게이트라인들(GL1 내지 GLn)을 타이밍 제어

부(108)로부터의 제어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구동시킨다. 다시 말하여, 게이트 IC들은 타이밍 제어부(108)로부터 공급되는

게이트 제어 신호들(GSP, GSC, GOE)에 응답하여 게이트라인들(GL1 내지 GLn)에 순차적으로 게이트 하이전압(VGH)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게이트 드라이버(106)는 게이트 스타트 펄스(GSP)를 게이트 쉬프트 클럭(GSC)에 따라 쉬프트시켜 쉬프트펄

스를 발생한다. 그리고, 게이트 드라이버(106)는 쉬프트 펄스에 응답하여 수평기간마다 해당 게이트라인(GL)에 게이트 하

이전압(VGH)을 공급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쉬프트펄스는 수평기간마다 한 라인씩 쉬프트되고, 게이트 IC들 중 어느 하

나는 쉬프트펄스에 대응되어 해당 게이트라인(GL)에 게이트 하이전압(VGH)을 공급한다. 이 경우, 게이트 IC들은 게이트

라인들(GL1 내지 GLn)에 게이트 하이전압(VGH)이 공급되지 않는 나머지 기간에서는 게이트 로우전압(VGL)을 공급한

다.

데이터 드라이버(104)는 수평기간마다 1라인분씩의 화소신호를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m)에 공급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드라이버(104)는 다수의 데이터 IC(116)들을 구비한다. 데이터 IC(116)들 각각은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Tape

Carryrier Package : 이하, "TCP"라 함)(110) 상에 실장된다. 이러한, 데이터 IC(116)들은 TCP 패드(112), 데이터 패드

(114) 및 링크부(118)를 경유하여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m)과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그리고, 데이터 IC(116)들은 타

이밍 제어부(108)로부터 공급되는 데이터 제어 신호들(SSP, SSC, SOE, POL)에 응답하여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m)

에 화소신호를 공급한다. 이 때, 데이터 IC(116)들은 타이밍 제어부(108)로부터의 화소 데이터(VD)를 감마전압 발생부(도

시되지 않음)로부터의 감마전압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화소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IC(116)들은 소스 스타트 펄스(SSP)를 소스 쉬프트 클럭(SSC)에 따라 쉬프트시켜 샘플링신호를 발생

한다. 이어서, 데이터 IC(116)들은 샘플링 신호에 응답하여 화소 데이터(VD)를 일정 단위씩 순차적으로 래치한다. 이후,

래치된 1라인분의 화소 데이터(VD)를 아날로그 화소신호로 변환하여 소스 출력 인에이블 신호(SOE)의 인에이블 기간에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m)에 공급하게 된다. 이 경우, 데이터 IC(116)들은 화소 데이터(VD)를 극성 제어 신호(POL)

에 응답하여 정극성 또는 부극성의 화소신호로 변환하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다른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 IC들(116) 각각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

택신호(P1, P2)에 응답하여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m)에 화소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출력채널을 변경하게 된다. 이를

위해, 데이터 IC들(116) 각각은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가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을 구비한

다.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 각각은 전압원(VCC) 및 기저전압원(GND)에 선택적으로 접속되어 2비트 2진 논리값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을 통해 데이터 IC(116)에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

(P1, P2)는 "00", "01", "10" 및 "11"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IC(116) 각각은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을 통해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

에 따라 액정패널(102)의 해상도에 따라 미리 설정되어진 출력채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액정패널(102)의 해상도에 따라 데이터 IC(116)의 출력채널에 따른 데이터 IC(116)의 개수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해상도  픽셀 수  데이터 IC 출력채널에 따른 데이터 IC 개수

 데이터라인  게이트라인  600CH  618CH  630CH  642CH

 XGA  3072  768  5.12  4.97  4.88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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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XGA+  4200  1050  7.00  6.80  6.67  6.54

 UXGA  4800  1200  8.00  7.77  7.62  7.48

 WXGA  3840  800  6.40  6.21  6.10  5.98

 WSXGA-  4320  900  7.20  6.99  6.86  6.73

 WSXGA  5040  1050  8.40  8.16  8.00  7.85

 WUXGA  5760  1200  9.60  9.32  9.14  8.97

표 1을 참조하면, 4가지 채널로 모든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XGA(eXtended Graphics Array) 급의

해상도를 가지는 액정패널(102)에서는 618개의 출력채널을 갖는 5개의 데이터 IC(116)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 남는 18

개의 출력채널은 더미라인으로 처리한다. 또한, SXGA+(Super eXtended Graphics Adapter+) 급의 해상도를 가지는 액

정패널(102)에서는 600개의 출력채널을 갖는 7개의 데이터 IC(116)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UXGA(Ultra eXtended

Graphics Adapter) 급의 해상도를 가지는 액정패널(102)에서는 600개의 출력채널을 갖는 8개의 데이터 IC(116)가 필요

하게 된다. 그리고, WXGA(Wide aspect eXtended Graphics Array) 급의 해상도를 가지는 액정패널(102)에서는 642개

의 출력채널을 갖는 6개의 데이터 IC(116)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WSXGA-(Wide aspect Super eXtended Graphics

Adapter-) 급의 해상도를 가지는 액정패널(102)에서는 618개의 출력채널을 갖는 7개의 데이터 IC(116)가 필요하게 된

다. 또한, WSXGA(Wide aspect Super eXtended Graphics Adapter) 급의 해상도를 가지는 액정패널(102)에서는 630개

의 출력채널을 갖는 8개의 데이터 IC(116)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WUXGA(Wide aspect Ultra eXtended Graphics

Adapter) 급의 해상도를 가지는 액정패널(102)에서는 642개의 출력채널을 갖는 9개의 데이터 IC(116)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데이터 IC(116)의

출력채널을 600 채널, 618 채널, 630 채널 및 642 채널 중 어느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액정패널(102)의 모든 해상도를 표

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 IC(116)는 642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도

록 제조하고,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으로부터의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데이터 IC(116)의 출

력채널을 설정함으로써 액정패널(102)의 모든 해상도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 IC(116)는 642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도록

제조된다.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 각각이 기저전압원(GND)에 접속되어 데이터 IC(116)에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

신호(P1, P2)의 값이 "00"일 경우에 데이터 IC(116)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642개의 출력채널 중 제 1 내지 제 600 출

력채널을 통해 화소 전압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이때, 제 601 내지 제 642 출력채널은 더미 출력채널이 된다. 또한, 제 1

옵션핀(OP1)이 기저전압원(GND)에 접속됨과 아울러 제 2 옵션핀(OP2)이 전압원(VCC)에 접속되어 데이터 IC(116)에 공

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의 값이 "01"일 경우에 데이터 IC(116)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642개의 출

력채널 중 제 1 내지 제 618 출력채널을 통해 화소 전압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이때, 제 619 내지 제 642 출력채널은 더미

출력채널이 된다. 그리고, 제 1 옵션핀(OP1)이 전압원(VCC)에 접속됨과 아울러 제 2 옵션핀(OP2)이 기저전압원(GND)에

접속되어 데이터 IC(116)에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의 값이 "10"일 경우에 데이터 IC(116)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642개의 출력채널 중 제 1 내지 제 630 출력채널을 통해 화소 전압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이때, 제 631

내지 제 642 출력채널은 더미 출력채널이 된다. 마지막으로,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 각각이 전압원(VCC)에 접속

되어 데이터 IC(116)에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의 값이 "11"일 경우에 데이터 IC(116)는 도 8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제 1 내지 제 642 출력채널을 통해 화소 전압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 IC(116)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옵션핀

(OP1, OP2)에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데이터 IC(116)의 출력채널을 설정하기 위한 채널 선

택부(130)와, 순차적인 샘플링신호를 공급하는 쉬프트 레지스터부(134)와, 샘플링신호에 응답하여 화소 데이터(VD)를 순

차적으로 래치하여 동시에 출력하는 래치부(136)와, 래치부(136)로부터의 화소 데이터(VD)를 화소전압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이하, DAC부라 함)(138)와, DAC(138)로부터의 화소전압신호를 완충하여 출력하는 출력 버퍼

부(146)를 구비한다.

또한, 데이터 IC(116)는 타이밍 제어부(108)로부터 공급되는 각종 제어신호들과 화소 데이터(VD)를 중계하는 신호 제어

부(120)와, DAC부(138)에서 필요로 하는 정극성 및 부극성 감마전압들을 공급하는 감마 전압부(132)를 추가로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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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제어부(120)는 타이밍 제어부(108)로부터의 각종 제어신호들(SSP, SSC, SOE, REV, POL 등)과 화소 데이터(VD)가

해당 구성요소들로 출력되게 제어한다.

감마전압부(132)는 감마 기준전압 발생부(도시하지 않음)로부터 입력되는 다수개의 감마 기준전압을 그레이별로 세분화

하여 출력한다.

채널 선택부(130)는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을 통해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제 1 내지 제 4

채널 제어신호(CS1 내지 CS4)를 쉬프트 레지스터부(134)에 공급하게 된다. 즉, 채널 선택부(130)는 "00"의 값을 가지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대응되는 제 1 채널 제어신호(CS1)와, "01"의 값을 가지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

신호(P1, P2)에 대응되는 제 2 채널 제어신호(CS2)와, "10"의 값을 가지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대응되

는 제 3 채널 제어신호(CS3)와, "11"의 값을 가지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대응되는 제 4 채널 제어신호

(CS4)를 발생한다.

쉬프트 레지스터부(134)에 포함된 쉬프트 레지스터들은 신호제어부(120)로부터의 소스 스타트 펄스(SSP)를 소스 샘플링

클럭신호(SSC)에 따라 순차적으로 쉬프트시켜 샘플링신호로 출력한다. 이때, 쉬프트 레지스터부(134)는 642개의 쉬프트

레지스터들(SR1 내지 SR642)로 구성된다.

이러한, 쉬프트 레지스터부(134)는 채널 선택부(130)로부터의 제 1 내지 제 4 채널 제어신호(CS1 내지 CS4)에 따라 제

600, 제 618, 제 630 및 제 642 쉬프트 레지스터(SR600, SR628, SR630, SR642) 각각의 출력신호를 다음 단 데이터 IC

(116)에 공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채널 선택부(130)로부터 제 1 출력 제어신호(CS1)에 공급되는 경우 쉬프트 레지스터부(134)는 제 1 내지 제

600 번째 쉬프트 레지스터들(SR1 내지 SR600)을 이용하여 신호제어부(120)로부터의 소스 스타트 펄스(SSP)를 소스 샘

플링 클럭신호(SSC)에 따라 순차적으로 쉬프트시켜 샘플링신호로 출력하게 된다. 이때, 제 600 번째 쉬프트 레지스터

(SR600)의 출력신호(캐리신호)를 다음 단의 데이터 IC(116)의 첫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1)로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

라, 제 601 내지 제 642 쉬프트 레지스터들(SR601 내지 SR642)은 샘플링신호를 출력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쉬프트 레

지스터가 양 방향으로 구동될 경우 중간의 42개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더미처리하여 구조상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채널 선택부(130)로부터 제 2 출력 제어신호(CS2)에 공급되는 경우 쉬프트 레지스터부(134)는 제 1 내지 제 618 번

째 쉬프트 레지스터들(SR1 내지 SR618)을 이용하여 신호제어부(120)로부터의 소스 스타트 펄스(SSP)를 소스 샘플링 클

럭신호(SSC)에 따라 순차적으로 쉬프트시켜 샘플링신호로 출력하게 된다. 이때, 제 618 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600)의

출력신호(캐리신호)를 다음 단의 데이터 IC(116)의 첫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1)로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 619 내

지 제 642 쉬프트 레지스터들(SR619 내지 SR642)은 샘플링신호를 출력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쉬프트 레지스터가 양 방

향으로 구동될 경우 중간의 24개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더미처리하여 구조상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채널 선택부(130)로부터 제 3 출력 제어신호(CS3)에 공급되는 경우 쉬프트 레지스터부(134)는 제 1 내지 제 630 번

째 쉬프트 레지스터들(SR1 내지 SR630)을 이용하여 신호제어부(120)로부터의 소스 스타트 펄스(SSP)를 소스 샘플링 클

럭신호(SSC)에 따라 순차적으로 쉬프트시켜 샘플링신호로 출력하게 된다. 이때, 제 630 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600)의

출력신호(캐리신호)를 다음 단의 데이터 IC(116)의 첫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1)로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 631 내

지 제 642 쉬프트 레지스터들(SR631 내지 SR642)은 샘플링신호를 출력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쉬프트 레지스터가 양 방

향으로 구동될 경우 중간의 12개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더미처리하여 구조상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채널 선택부(130)로부터 제 4 출력 제어신호(CS4)에 공급되는 경우 쉬프트 레지스터부(134)는 제 1 내지 제 642 번

째 쉬프트 레지스터들(SR1 내지 SR642)을 이용하여 신호제어부(120)로부터의 소스 스타트 펄스(SSP)를 소스 샘플링 클

럭신호(SSC)에 따라 순차적으로 쉬프트시켜 샘플링신호로 출력하게 된다. 이때, 제 642 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600)의

출력신호(캐리신호)를 다음 단의 데이터 IC(116)의 첫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1)로 공급하게 된다.

래치부(136)는 쉬프트 레지스터부(134)로부터의 샘플링신호에 응답하여 신호 제어부(120)로부터의 화소 데이터(VD)를

일정단위씩 순차적으로 샘플링하여 래치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래치부(136)는 642개의 화소 데이터(VD)를 래치하기 위

해 최대 642 개의 래치들로 구성되고, 그 래치들 각각은 화소 데이터(VD)의 비트수에 대응하는 크기를 갖는다. 특히, 타이

밍제어부(108)는 전송주파수를 줄이기 위하여 화소 데이터(VD)를 이븐 화소 데이터(VDeven)와 오드 화소 데이터

(VDodd)로 나누어 각각의 전송라인을 통해 동시에 출력하게 된다. 여기서 이븐 화소 데이터(VDeven)와 오드 화소 데이

터(VDodd) 각각은 적(R), 녹(G), 청(B) 화소 데이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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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래치부(136)는 샘플링신호마다 신호 제어부(120)를 경유하여 공급되는 이븐 화소 데이터(VDeven)와 오드 화

소 데이터(VDodd)를 동시에 래치하게 된다. 이어서, 래치부(136)는 신호 제어부(120)로부터의 소스 출력 이네이블신호

(SOE)에 응답하여 래치된 630개, 618개, 630개 및 642개 중 어느 한 개의 출력채널을 통해 화소 데이터들(VD)을 동시에

출력한다. 이 경우, 래치부(136)는 데이터반전 선택신호(REV)에 응답하여 트랜지션 비트수가 줄어들게끔 변조된 화소 데

이터(VD)들을 복원시켜 출력하게 된다. 이는 타이밍 제어부(108)에서 데이터전송시 전자기적 간섭(EMI)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트랜지션되는 비트수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화소 데이터(VD)들은 트랜지션 비트수가 줄어들게끔 변조하여 공급하기

때문이다.

DAC부(138)는 래치부(136)로부터의 화소 데이터(VD)를 동시에 정극성 및 부극성 화소전압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게 된

다. 이를 위하여, DAC부(138)는 래치부(136)에 공통 접속된 P(Positive) 디코딩부(140) 및 N(Negative) 디코딩부(142)

와, P 디코딩부(140) 및 N 디코딩부(142)의 출력신호를 선택하기 위한 멀티플렉서(MUX; 144)를 구비한다.

P 디코딩부(140)에 포함되는 n개의 P 디코더들은 래치부(136)로부터 동시에 입력되는 n개의 화소 데이터들을 감마전압부

(132)로부터의 정극성 감마전압들을 이용하여 정극성 화소전압신호로 변환하게 된다. N 디코딩부(142)에 포함되는 n개의

N 디코더들은 래치부(136)로부터 동시에 입력되는 n개의 화소 데이터들을 감마 전압부(132)로부터의 부극성 감마전압들

을 이용하여 부극성 화소전압신호로 변환하게 된다. 멀티플렉서부(144)에 포함되는 최대 642개의 멀티플렉서들은 신호제

어부(120)로부터의 극성제어신호(POL)에 응답하여 P 디코더(140)로부터의 정극성 화소전압신호 또는 N 디코더(142)로

부터의 부극성 화소전압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게 된다.

출력버퍼부(146)에 포함되는 최대 642개의 출력버퍼들은 최대 642개의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642)들에 직렬로 각

각 접속되어진 전압추종기(Voltage follower)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출력버퍼들은 DAC부(138)로부터의 화소전압신

호들을 신호완충하여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642)에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서 600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는 데이터 IC(116)는 표 1에 나타낸 바

와 같이 SXGA+급 및 UXGA급의 해상도를 가지는 액정패널(102)에 사용되고, 618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는 데이터 IC

(116)는 XGA급과 WSXGA-급의 해상도를 가지는 액정패널(102)에 사용되고, 630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는 데이터 IC

(116)는 WSXGA급의 해상도를 가지는 액정패널(102)에 사용되고, 642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는 데이터 IC(116)는 WXGA

급과 WUXGA급의 해상도를 가지는 액정패널(102)에 사용된다.

한편,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출력 선택신호(P1, P2)에 따라 변경

되는 데이터 IC(116)의 출력채널에 대응되도록 TCP 패드(112), 액정패널(102)의 데이터 패드(114) 및 링크부(118)를 설

계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와 그의 구동방법의 데이터 IC(116)는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에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정패널(102)의 해상도에 따라

데이터 IC(116)의 출력채널을 설정함으로써 한 종류의 데이터 IC(116)만으로도 모든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와 그의 구동방법은 작업성의 향상 및 제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서 데이터 IC의 쉬프트 레지스터부 및 채널 선택부만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2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쉬프트 레지스터부(184) 및 채널 선택부(180)를 제외하

고는 모든 구성요소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와 동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제 2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서는 도 10을 도 4와 결부하여 쉬프트 레지스터부(184) 및 채널 선택부(180)만을 설명하기로 하고,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채널 선택부(180)는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을 통해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쉬프트 레지스터부(184)로부터 공급되는 출력신호(캐리신호)를 다음 단 데이터 IC(116)에

공급한다. 이러한, 채널 선택부(180)는 2개의 2진 논리 제어신호에 따라 4개의 입력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멀티플렉서

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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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프트 레지스터부(184)에 포함된 쉬프트 레지스터들(SR1 내지 SR642)은 신호제어부로부터의 소스 스타트 펄스(SSP)를

소스 샘플링 클럭신호(SSC)에 따라 순차적으로 쉬프트시켜 샘플링신호로 출력한다. 이때, 쉬프트 레지스터부(184)는 642

개의 쉬프트 레지스터들(SR1 내지 SR642)로 구성된다.

이러한, 쉬프트 레지스터부(184)에서 642개의 쉬프트 레지스터들(SR1 내지 SR642) 중 제 600, 제 618, 제 630 및 제

642 쉬프트 레지스터(SR600, SR618, SR630, SR642) 각각의 출력신호는 채널 선택부(180)의 제 1 내지 제 4 입력신호

로 공급된다. 일례로, 제 600 쉬프트 레지스터(SR600)의 출력신호를 채널 선택부(180)의 제 1 입력신호로 공급됨과 아울

러 제 610 쉬프트 레지스터(SR610)의 입력신호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채널 선택부(180)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의 2진 논리값에 따라 제 600, 제 618, 제 630 및 제

642 쉬프트 레지스터(SR600, SR628, SR630, SR642)의 출력신호 중 어느 하나를 캐리신호(Carry)로써 다음 단 데이터

IC(116)에 공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채널 선택부(180)는 "00"의 값을 가지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제 600 번째 쉬프트 레

지스터(SR600)로부터 공급되는 출력신호를 다음 단의 데이터 IC(116)의 첫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1)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제 601 내지 제 642 쉬프트 레지스터들(SR601 내지 SR642)은 순차적으로 샘플링신호를 출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라인들(DL)에 접속되지 않기 때문에 액정패널(102)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쉬프트 레지스터가

양 방향으로 구동될 경우 중간의 42개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더미처리하여 구조상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채널 선택부(180)는 "01"의 값을 가지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제 618 번째 쉬프트 레지스터

(SR618)로부터 공급되는 출력신호를 다음 단의 데이터 IC(116)의 첫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1)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제 619 내지 제 642 쉬프트 레지스터들(SR619 내지 SR642)은 순차적으로 샘플링신호를 출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데이

터 라인들(DL)에 접속되지 않기 때문에 액정패널(102)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쉬프트 레지스터가 양 방

향으로 구동될 경우 중간의 24개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더미처리하여 구조상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채널 선택부(180)는 "10"의 값을 가지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제 630 번째 쉬프트 레지

스터(SR630)로부터 공급되는 출력신호를 다음 단의 데이터 IC(116)의 첫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1)로 공급하게 된다. 이

때, 제 631 내지 제 642 쉬프트 레지스터들(SR631 내지 SR642)은 순차적으로 샘플링신호를 출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데

이터 라인들(DL)에 접속되지 않기 때문에 액정패널(102)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쉬프트 레지스터가 양

방향으로 구동될 경우 중간의 12개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더미처리하여 구조상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채널 선택부(180)는 "11"의 값을 가지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제 642 번째 쉬프

트 레지스터(SR600)로부터 공급되는 출력신호를 다음 단의 데이터 IC(116)의 첫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1)로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채널 선택부(180) 및 쉬프트 레지스터부(184)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

IC들(116) 각각은 상술한 바와 같이 쉬프트 레지스터부(184)로부터 출력되는 샘플링 신호에 응답하여 화소 데이터(VD)를

일정 단위씩 순차적으로 래치한다. 이후, 래치된 1라인분의 화소 데이터(VD)를 아날로그 화소신호로 변환하여 소스 출력

인에이블 신호(SOE)의 인에이블 기간에 데이터라인들(DL1 내지 DLm)에 공급하게 된다. 이 경우, 데이터 IC들(116)은 화

소 데이터(VD)를 극성 제어 신호(POL)에 응답하여 정극성 또는 부극성의 화소신호로 변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 IC(116)는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에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정패널(102)의 해상도에 따라 데이터 IC(116)의

출력채널을 설정함으로써 한 종류의 데이터 IC(116)만으로도 모든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작업성의 향상 및 제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서 데이터 IC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데이터 IC(1016)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요소는 본 발

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와 동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서는

데이터 IC(1016)만을 설명하기로 하고,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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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서 데이터 IC(1016)는 데이터 라인들(DL)에 항상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이

터 출력채널군과,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화소 데이터의 출력여부가 선택되어지는 더미 데이터 출력

채널군을 구비한다. 또한, 데이터 IC(1016)는 데이터 라인들(DL)의 수에 따라 더미 데이터 출력채널군을 통해 데이터 라

인들(DL)에 공급되는 화소 데이터의 출력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가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을 구비한다.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 각각은 전압원(VCC) 및 기저전압원(GND)에 선택적으로 접속되어 2비트 2진 논리값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을 통해 데이터 IC(1016)에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

(P1, P2)는 "00", "01", "10" 및 "11"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IC(1016) 각각은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을 통해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

에 따라 액정패널(102)의 해상도에 따라 미리 설정되어진 출력채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액정패널(102)의 해상도에 따라 데이터 IC(1016)의 출력채널에 따른 데이터 IC(1016)의 개수는 표 1과 같다. 일례

로,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데이터 IC(1016)의 출력채

널을 600 채널, 618 채널, 630 채널 및 642 채널 중 어느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액정패널(102)의 모든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 IC(1016)는 642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도록 제조

하고,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으로부터의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데이터 IC(1016)의 출력채

널을 설정함으로써 액정패널(102)의 모든 해상도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 IC(1016)는 642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도록

제조된다.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 각각이 기저전압원(GND)에 접속되어 데이터 IC(1016)에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

택신호(P1, P2)의 값이 "00"일 경우에 데이터 IC(1016)는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642개의 출력채널 중 제 43 내지 제

642 출력채널을 통해 화소 전압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이때, 제 1 내지 제 42 출력채널은 더미 출력채널군이 된다. 또한,

제 1 옵션핀(OP1)이 기저전압원(GND)에 접속됨과 아울러 제 2 옵션핀(OP2)이 전압원(VCC)에 접속되어 데이터 IC

(1016)에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의 값이 "01"일 경우에 데이터 IC(1016)는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

이 642개의 출력채널 중 제 25 내지 제 642 출력채널을 통해 화소 전압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이때, 제 1 내지 제 24 출력

채널은 더미 출력채널군이 된다. 그리고, 제 1 옵션핀(OP1)이 전압원(VCC)에 접속됨과 아울러 제 2 옵션핀(OP2)이 기저

전압원(GND)에 접속되어 데이터 IC(1016)에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의 값이 "10"일 경우에 데이터

IC(1016)는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642개의 출력채널 중 제 13 내지 제 642 출력채널을 통해 화소 전압신호를 출력하

게 된다. 이때, 제 1 내지 제 12 출력채널은 더미 출력채널군이 된다. 마지막으로,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 각각이

전압원(VCC)에 접속되어 데이터 IC(1016)에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의 값이 "11"일 경우에 데이터

IC(1016)는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내지 제 642 출력채널을 통해 화소 전압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 IC(1016)는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옵

션핀(OP1, OP2)에 공급되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데이터 IC(1016)의 출력채널을 설정하기 위한

채널 선택부(1030)와, 순차적인 샘플링신호를 공급하는 쉬프트 레지스터부(1034)와, 샘플링신호에 응답하여 화소 데이터

(VD)를 순차적으로 래치하여 동시에 출력하는 래치부(136)와, 래치부(136)로부터의 화소 데이터(VD)를 화소전압신호로

변환하는 DAC부(138)와, DAC부(138)로부터의 화소전압신호를 완충하여 출력하는 출력 버퍼부(146)를 구비한다.

또한, 데이터 IC(1016)는 타이밍 제어부(108)로부터 공급되는 각종 제어신호들과 화소 데이터(VD)를 중계하는 신호 제어

부(120)와, DAC부(138)에서 필요로 하는 정극성 및 부극성 감마전압들을 공급하는 감마 전압부(132)를 추가로 구비한다.

이러한, 채널 선택부(1030) 및 쉬프트 레지스터부(1034)를 제외한 래치부(136), DAC부(138), 출력 버퍼부(146), 신호 제

어부(120) 및 감마 전압부(132)를 포함하는 데이터 IC(1016)는 상술한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데

이터 IC(116)와 동일하기 때문에 상술한 설명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서 데이터 IC(1016)의 채널 선택부(1030)는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신호 제어부(120)로부터 공급되는 소스 스타트 펄스(SSP)를 I1(단, I1는 N보다

작은 양의 정수), J1(단, J1는 I1보다 작은 양의 정수), K1(단, K1는 J1보다 작은 양의 정수) 및 L1(단, L1은 K1보다 작은

양의 정수)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 중 어느 하나에 공급한다. 이때, I1은 43이 되고, J1은 25가 되고, K1은 13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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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은 1이 된다. 구체적으로, 채널 선택부(1030)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의 값이 "00"일 경우에 소스 스타트

펄스(SSP)를 제 43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43)에 공급한다. 또한, 채널 선택부(1030)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의 값이 "01"일 경우에 소스 스타트 펄스(SSP)를 제 25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25)에 공급한다. 또한, 채널 선택부

(1030)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의 값이 "10"일 경우에 소스 스타트 펄스(SSP)를 제 13번째 쉬프트 레지스

터(SR13)에 공급한다. 그리고, 채널 선택부(1030)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의 값이 "11"일 경우에 소스 스타

트 펄스(SSP)를 제 1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1)에 공급한다. 여기서, 제 642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642)의 출력신호

(Carry)는 다음 단 데이터 IC(1016)의 제 1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1)에 공급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IC(1016)의 쉬프트 레지스터부(1034)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제 1, 13, 25 및

43번째 쉬프트 레지스터(SR1, SR13, SR25, SR43) 중 어느 하나에 공급되는 소스 스타트 펄스(SSP)를 소스 쉬프트 클럭

(SSC)에 따라 쉬프트시켜 샘플링신호를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런 다음, 데이터 IC(1016)는 상술한 본 발명의 제 1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 IC와 동일한 동작에 의해 화소 데이터를 발생하여 채널 선택부(1030)에 의해 선택

된 출력채널에 따라 데이터라인들(DL)에 공급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 IC(1016)는 제 1 및 제 2 옵션핀(OP1, OP2)에 공급되

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정패널(102)의 해상도에 따라 데이터 IC(1016)

의 출력채널을 설정함으로써 한 종류의 데이터 IC(1016)만으로도 모든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발명

의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작업성의 향상 및 제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제 1 내지 제 3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

라 642개의 출력채널을 가지는 데이터 IC(116, 216, 1016)의 출력채널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642개 이하 및 이상의 출력채널을 가지는 데이터 IC(116, 216, 1016)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설정되는 데이터 IC(116, 216, 1016)의 출력채널은 600, 618, 630 및

642개의 출력채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

(P1, P2)에 따라 설정되는 데이터 IC(116, 216, 1016)의 출력채널은 액정패널(102)의 해상도, TCP의 개수, TCP의 폭, 타

이밍 제어부(108)로부터 데이터 IC(116, 216, 1016)에 화소 데이터(VD)를 전송하기 위한 타이밍 제어부(108)와 데이터

IC(116, 216, 1016)간의 데이터 전송라인 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조건에 따라 설정된다. 이에 따라, 제 1 및 제 2 채널

선택신호(P1, P2)에 따라 설정되는 데이터 IC(116, 216, 1016)의 출력채널은 600, 618, 624, 630, 642, 645, 684, 696,

702, 720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IC(116, 216, 1016)의 출력채널을 설정하기 위한 채널 선택신호(P1, P2) 역시 2비트의 2진 논리값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2비트 이상의 2진 논리값을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본 발명의 제 1 내지 제 2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데이터 IC(116, 216, 1016)는 상술한 액정표

시장치를 포함하는 평판표시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구동장치 및 방법은 채널 선택신호를 이용하여 액정패널의 해상도에 따

라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을 변경함으로써 한 종류의 데이터 집적회로를 이용하여 액정패널의 모든 해상도를 구동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액정패널의 해상도에 상관없이 데이터 집적회로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집

적회로의 개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작업성의 향상 및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해 정하여져야만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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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데이터라인들에 화소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데이터 집적회로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에 설치되고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단자들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은 상기 선택단자로부터 발생되는 논리값에 따라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

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단자는,

2 진 논리값을 발생하는 제 1 옵션핀과,

2 진 논리값을 발생하는 제 2 옵션핀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는 n(여기서, n은 양의 정수)개의 채널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값이 제 4 논리값이면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을 n개 보다 작은 i(여기서, i는 0보다 크고 n 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로 제한하고,

상기 논리값이 제 3 논리값이면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을 i개 보다 작은 j(여기서, j는 양의 정수)개로 제한하고,

상기 논리값이 제 2 논리값이면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을 j개 보다 작은 k(여기서, k는 양의 정수)개로 제한하고,

상기 논리값이 제 1 논리값이면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채널을 k개 보다 작은 m(여기서, m은 양의 정수)개로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i 개는 642개의 채널로 설정되고,

상기 j 개는 630개의 채널로 설정되고,

상기 k 개는 618개의 채널로 설정되고,

상기 m 개는 600개의 채널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등록특허 10-0598738

- 16 -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논리값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에 포함된 쉬프트 레지스터의 643번째 채널부터 n번째 채널까지 디스에이블시

키고,

상기 제 3 논리값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에 포함된 쉬프트 레지스터의 631번째 채널부터 n번째 채널까지 디스에이블시

키고,

상기 제 2 논리값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에 포함된 쉬프트 레지스터의 619번째 채널부터 n번째 채널까지 디스에이블시

키고,

상기 제 1 논리값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에 포함된 쉬프트 레지스터의 601번째 채널부터 n번째 채널까지 디스에이블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는,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로부터 쉬프트되는 클럭에 따라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래치와,

상기 래치로부터의 상기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와,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에 정극성 및 부극성 감마전압을 공급하는 감마 전압부와,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로부터의 상기 화소 데이터를 버퍼링하여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들로 출력하기 위한 버퍼

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는,

상기 데이터를 정극성 화소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정극성부와,

상기 데이터를 부극성 화소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부극성부와,

상기 정극성부 및 부극성부의 출력을 선택하는 멀티플렉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9.

N(단, N은 양의 정수)개의 출력채널들을 가지며 상기 출력채널을 통해 N개 이하의 데이터라인들에 화소 데이터를 공급하

는 데이터 집적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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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라인들의 수에 따라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출력채널을 선택하는 채널 선택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채널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선택신호 발생부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를 제어함과 아울러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타이밍 제어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는 상기 타이밍 제어부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샘플링신호를 출력하는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들

로 구성된 쉬프트 레지스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신호 발생부는 전압원 및 기저전압원에 접속되어 상기 채널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제 1 및 제 2 선택단자를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제 1 내지 I(단, I는 N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제 1 내지 J(단, J는 I보

다 작은 양의 정수)개, 제 1 내지 K(단, K는 J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및 제 1 내지 N개의 출력채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의 I번째, J번째, K번째 및 N번째 쉬프트 레지

스터 중 어느 하나의 출력신호를 다음 단 데이터 집적회로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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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I, J, K 및 N 각각은 상기 데이터 라인들의 수,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개수,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가 실장되는 테이

프 캐리어 패키지의 폭, 상기 타이밍 제어부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간의 데이터 전송라인 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조건

에 따라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제 I1(단, I1은 N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제 N개, 제 J1(단, J1은 I1

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제 N개, 제 K1(단, K1은 J1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N개 및 제 L1(단, L1은 K1보다 작은 양

의 정수) 내지 N개의 출력채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타이밍 제어부로부터의 스타트 펄스를 상기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

의 I1번째, J1번째, K1번째 및 L1번째 쉬프트 레지스터 중 어느 하나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N개의 출력채널들 중에서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제 1 내지 I1 출력

채널, 또는 제 1 내지 J1 출력채널, 또는 제 1 내지 K1 출력채널, 또는 제 1 내지 제 L1 출력채널은 더미 출력채널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I1, J1, K1 및 L1 각각은 상기 데이터 라인들의 수,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개수,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가 실장되는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의 폭, 상기 타이밍 제어부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간의 데이터 전송라인 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조건에 따라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0.

데이터라인들과 게이트라인들의 교차부마다 액정셀이 형성된 액정패널과,

N(단, N은 양의 정수)개의 출력채널들을 가지며 상기 출력채널을 통해 N개 이하의 상기 데이터라인들에 화소 데이터를 공

급하는 데이터 집적회로와,

상기 게이트라인들에 순차적으로 스캔펄스를 공급하기 위한 게이트 집적회로와,

상기 데이터라인들의 수에 따라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출력채널을 선택하는 채널 선택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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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와 게이트 집적회로를 제어함과 아울러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타이밍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채널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선택신호 발생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는 상기 타이밍 제어부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샘플링신호를 출력하는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들

로 구성된 쉬프트 레지스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신호 발생부는 전압원 및 기저전압원에 접속되어 상기 채널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제 1 및 제 2 선택단자를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제 1 내지 I(단, I는 N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제 1 내지 J(단, J는 I보

다 작은 양의 정수)개, 제 1 내지 K(단, K는 J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및 제 1 내지 N개의 출력채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의 I번째, J번째, K번째 및 N번째 쉬프트 레지

스터 중 어느 하나의 출력신호를 다음 단 데이터 집적회로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I, J, K 및 N 각각은 상기 데이터 라인들의 수,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개수,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가 실장되는 테이

프 캐리어 패키지의 폭, 상기 타이밍 제어부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간의 데이터 전송라인 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조건

에 따라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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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제 I1(단, I1은 N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제 N개, 제 J1(단, J1은 I1

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제 N개, 제 K1(단, K1은 J1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N개 및 제 L1(단, L1은 K1보다 작은 양

의 정수) 내지 N개의 출력채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타이밍 제어부로부터의 스타트 펄스를 상기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

의 I1번째, J1번째, K1번째 및 L1번째 쉬프트 레지스터 중 어느 하나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N개의 출력채널들 중에서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제 1 내지 I1 출력

채널, 또는 제 1 내지 J1 출력채널, 또는 제 1 내지 K1 출력채널, 또는 제 1 내지 제 L1 출력채널은 더미 출력채널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I1, J1, K1 및 L1 각각은 상기 데이터 라인들의 수,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개수,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가 실장되는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의 폭, 상기 타이밍 제어부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간의 데이터 전송라인 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조건에 따라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31.

N(단, N은 양의 정수)개의 출력채널들을 가지며 상기 출력채널들을 통해 N개 이하의 데이터라인들에 화소 데이터를 공급

하는 데이터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채널 선택부에 의해 상기 데이터라인들의 수에 따라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출력채널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선택되는 출력채널을 통해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라인들에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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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원과 기저전압원에 접속된 제 1 및 제 2 선택단자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출력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채

널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 래치 및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제 1 내지 I(단, I는 N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제 1 내지 J(단, J는 I보

다 작은 양의 정수)개, 제 1 내지 K(단, K는 J보다 작은 양의 정수)개 및 제 1 내지 N개의 출력채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의 I번째, J번째, K번째 및 N번째 쉬프트 레지스터 중 어느 하나의

출력신호를 다음 단 데이터 집적회로에 공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36.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제 I1(단, I1은 N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제 N개, 제 J1(단, J1은 I1

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제 N개, 제 K1(단, K1은 J1보다 작은 양의 정수) 내지 N개 및 제 L1(단, L1은 K1보다 작은 양

의 정수) 내지 N개의 출력채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선택부는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스타트 펄스를 상기 N개의 쉬프트 레지스터의 I1번째, J1번째, K1번째 및

L1번째 쉬프트 레지스터 중 어느 하나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38.

제 3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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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N개의 출력채널들 중에서 상기 채널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데이터 집적회로의 제 1 내지 I1 출력

채널, 또는 제 1 내지 J1 출력채널, 또는 제 1 내지 K1 출력채널, 또는 제 1 내지 제 L1 출력채널은 더미 출력채널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구동방법.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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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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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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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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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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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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