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9G 3/28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5월02일

10-0713053

2007년04월24일

(21) 출원번호 10-2005-0013082 (65) 공개번호 10-2006-0042040

(22) 출원일자 2005년02월17일 (43) 공개일자 2006년05월12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2월17일

(30) 우선권주장 JP-P-2004-00122044 2004년04월16일 일본(JP)

(73) 특허권자 후지츠 히다찌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리미티드

일본 미야자끼껭 히가시모로까따궁 구니또미쪼 오아자 다지리 1815 반지 1

(72) 발명자 다께우찌 마사노리

일본 가나가와껭 가와사끼시 다까쯔꾸 사까도 3쪼메 2-1 후지츠히다찌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리미티드 내

노구찌 야스지

일본 가나가와껭 가와사끼시 다까쯔꾸 사까도 3쪼메 2-1 후지츠히다찌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리미티드 내

지아끼 유따까

일본 가나가와껭 가와사끼시 다까쯔꾸 사까도 3쪼메 2-1 후지츠히다찌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리미티드 내

오오따 슌지

일본 가나가와껭 가와사끼시 다까쯔꾸 사까도 3쪼메 2-1 후지츠 히다찌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리미티드 내

(74) 대리인 장수길

구영창

이중희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10030174NU L *

JP05067599B 9 *

JP14209950NU L *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김민수

전체 청구항 수 : 총 10 항

(54)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57) 요약

등록특허 10-0713053

- 1 -



본원 발명은 어두운 화상의 표시 품질을 향상시킨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서브 필드법을 이용

하여 계조 표시를 행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11)과, 서브 필드마다의 표시 부하율

을 검출하고, 표시 부하율에 따라 서브 필드마다의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변경하는 서스테인 펄스 주기 변경 수단(25, 26)

과, 서스테인 펄스 주기의 변경에 의해 발생한 1표시 프레임 내의 빈 시간을 산출하고, 빈 시간에 따라 서브 필드를 추가할

수 있는지 판정하여 1표시 프레임 내의 서브 필드 수를 결정하는 적응적 서브 필드 수 변경 수단(27, 28)을 구비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브 필드법을 이용하여 계조 표시를 행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동일한 방향으로 신장하고, 상호 인접하여 배치된 복수의 주사 전극 및 유지 전극과, 상기 복수의 주사 전극 및 유지 전극

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신장하는 복수의 어드레스 전극을 구비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과,

소정의 서브 필드 구성으로 표시하는 경우의 서브 필드마다의 표시 부하율을 검출하고, 표시 부하율이 작은 서브 필드의

서스테인 주기가 단축되도록, 검출한 표시 부하율에 따라 서브 필드마다의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변경하는 서스테인 펄스

주기 변경 수단과,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단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1표시 프레임 내의 빈 시간을 산출하고, 산출한 상기 빈 시간에 따

라 상기 소정의 서브 필드 구성에 더욱 서브 필드의 추가를 결정하는 적응적 서브필드 수 변경 수단

을 포함하고,

변경 후의 서브 필드 구성에 의해 계조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추가되는 상기 서브 필드의 가중치는, 기존의 서브 필드의 가중치보다 작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추가되는 서브 필드의 가중치는, 기존의 서브 필드의 최소 가중치를 2의 누승으로 순차적으로 나눈 순으로, 서스테인 펄스

수가 가장 가까운 정수로 되도록 설정되며,

상기 적응적 서브 필드 수 변경 수단은, 가중치가 큰 서브 필드를 우선하여 추가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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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상기 서브 필드의 가중치는, 기존의 서브 필드의 최소 가중치보다 크고, 2번째로 작은 가중치보다 작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추가되는 서브 필드의 가중치는, 기존의 서브 필드의 최소 가중치와 2번째로 작은 가중치의 사이를 추가하는 서브 필드의

개수에 따라 등분한 가중치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추가되는 서브 필드의 서스테인 펄스 주기는, 고정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서브 필드는, 빈 시간이 표시 프레임의 후측에 발생하도록, 표시 프레임 내에서 포워드로 배치되며,

추가되는 서브 필드는, 표시 프레임 내의 모든 서브 필드의 최후에 배치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서브 필드는, 빈 시간이 표시 프레임의 전측에 발생하도록, 표시 프레임 내에서 백워드로 배치되며,

추가되는 서브 필드는, 표시 프레임 내의 모든 서브 필드의 최초에 배치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스테인 펄스 주기 변경 수단은, 소정의 휘도 가중치보다 큰 서브 필드에 대해서만, 검출한 표시 부하율에 따른 서브

필드마다의 서스테인 펄스 주기의 변경을 행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0.

서브 필드법을 이용하여 계조 표시를 행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동일한 방향으로 신장하고, 상호 인접하여 배치된 복수의 주사 전극 및 유지 전극과, 상기 복수의 주사 전극 및 유지 전극

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신장하는 복수의 어드레스 전극을 구비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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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서브 필드 구성으로 표시하는 경우의 서브 필드마다의 표시 부하율을 검출하고, 표시 부하율이 작은 서브 필드의

서스테인 주기가 단축되도록, 검출한 표시 부하율에 따라 서브 필드마다의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변경하는 서스테인 펄스

주기 변경 수단과,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단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1표시 프레임 내의 빈 시간을 산출하고, 산출한 상기 빈 시간에 따

라 상기 소정의 서브 필드 구성과는 서브 필드 수가 상이한 다른 서브 필드 구성에서의 표시가 가능한지 판정하여 1표시

프레임 내의 서브 필드 구성을 결정하는 적응적 서브 필드 구성 설정 수단

을 포함하고,

변경 후의 서브 필드 구성에 의해 계조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서브 필드법에 의해 계조 표시를 행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PDP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PDP 장치

의 표시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평면 디스플레이로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PDP 장치)가 실용화되고 있어, 고휘도의 박형 디스플레이로서 기대되고

있다. PDP 장치에서는, 각 표시 셀을 점등할지 점등하지 않을지의 제어를 행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PDP 장치에서 계

조 표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1표시 프레임을 복수의 서브 필드로 구성하고, 각 셀마다 점등하는 서브 필드를 조합하여 표

시를 행한다. 각 서브 필드는, 적어도 표시 셀을 선택하는 어드레스 기간과, 선택한 셀을 점등하는 서스테인 기간을 갖는

다. 서스테인 기간에는 서스테인 펄스가 인가되어 서스테인 방전이 발생하고, 서스테인 펄스의 개수로 휘도가 결정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각 서브 필드의 서스테인 펄스 수의 합계, 즉, 1표시 프레임에서 각 셀에 인가 가능한 서스테인 펄스 수

를 총 서스테인 펄스 수로 칭하기로 한다. 서스테인 펄스의 주기가 동일하면, 서스테인 기간의 길이로 휘도가 결정되게 된

다.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이 좋은 서브 필드 구성은, 각 서브 필드의 서스테인 기간의 길이, 즉 휘도비를 2의 누승으로 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위윤곽 등을 저감하기 위해 각종 서브 필드 구성이 제안되어 있다. 본 발명은 어떠한 서브 필드 구성으

로 표시를 행하는 PDP 장치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PDP 장치에는 각종 방식이 제안되어 있어, 본 발명은 어떠한 방식의 PDP 장치에도 적용 가능하다. PDP 장치의 구

성이나 구동 방법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PDP 장치의 문제점의 하나로서, 계조 표현 능력의 부족, 특히 저계조부의 표현 능력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1표

시 프레임 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서브 필드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브 필드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계조 표현을 행하는 기술에는, 오차 확산 처리에 의한 의사 중간 계조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오차 확산 처리를 행하면, 특히 저계조 표시에서 도트 형상 노이즈가 두드러진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

은, 인접 계조간의 휘도 차가 크기 때문이며, 인접 계조간의 휘도 차가 크게 느껴지는 저계조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된다.

서브 필드 수를 고정한 상태 그대로 인접 계조간 휘도 차를 작게 하면, 피크 휘도가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피크 휘도를 유

지한 상태 그대로 인접 계조간 휘도 차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서브 필드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서브 필드 수를 증가시키는 기술로서, 화면을 상하로 2분할하여 구동함으로써 어드레스 기간을 단축하고, 단축한 기간을

합쳐 서브 필드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드라이버, 서스테인 구동 회

로를 상하 각각에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용 상승 및 소비 전력의 증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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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 문헌1은, 움직임 검출에 의해 의사 윤곽 노이즈량을 산출하고, 계조 수, 정배 계수, 서브 필드 수, 가중치 부여

배수 중 적어도 1개를 조정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화면 전체의 평균 레벨 및/또는 피크 레벨에 대하여

서브 필드 수를 증감하는 구성을 기재하고 있으며, 화면 전체의 평균 레벨이 높을 때에 서브 필드 수가 증가된다.

또한, 특허 문헌2는, 표시 부하율이 낮은 서브 필드이면 서스테인 펄스의 주기를 단축해도 표시 품질이 열화되지 않는 것

에 주목하여, 서브 필드마다의 표시 부하율을 검출하고, 표시 부하율이 낮은 서브 필드만 서스테인 펄스의 주기를 단축하

며, 이 단축에 의해 발생하는 표시 프레임 내의 빈 시간의 합계를 각 서브 필드에 재배분함으로써, 총 서스테인 펄스 수를

증가시켜 휘도를 향상시키는 구성을 기재하고 있다.

<특허 문헌1> 일본 특개평11-231824호 공보

<특허 문헌2> 일본 특개2003-337568호 공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바와 같이, 특허 문헌1에 기재된 구성에 따르면, 화면 전체의 평균 레벨이 높을 때에 서브 필드 수가 증가된다. 그러

나, 서브 필드 수가 적은 것이 문제로 되는 것은 화면 전체의 평균 레벨이 낮은 어두운 표시를 행하는 경우이고, 특허 문헌1

에 기재된 구성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표시 품질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또한, 특허 문헌2는, 서브 필드 수의 증가에 대하여 어떠한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PDP 장치의 표시 품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PDP 장치는, 상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서브 필드법을 이용하여 계조 표시를 행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

치로서, 서브 필드마다의 표시 부하율을 검출하고, 검출한 표시 부하율이 작을 때에는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짧게 해도 표

시 품질이 열화되지 않기 때문에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짧게 하고,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짧게 함으로써 발생한 1표시 프

레임 내의 빈 시간을 산출하며, 산출한 빈 시간에서 서브 필드를 추가할 수 있을 때에는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서

브 필드를 추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서브 필드 수로 표시하도록 제어를 행한다.

서스테인 펄스의 주기는 표시 부하율이 큰 경우라도 정상적인 표시를 행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표시 부하율

이 작은 서브 필드이면, 서스테인 펄스의 주기를 짧게 해도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여, 표시 품질은 열화되지 않는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특허 문헌2에 기재되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1표시 프레임은 4개의 서브 필드 SF1-SF4로 구성되는 것

으로 한다. 각 서브 필드는, 리세트 기간과, 어드레스 기간과, 서스테인 기간을 갖고, 리세트 기간과 어드레스 기간의 길이

는 모든 서브 필드에서 동일하며, 리세트 기간과 어드레스 기간을 합쳐 200㎲이다. 서스테인 기간은, 각 서브 필드의 가중

치에 따라 설정된다.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변경하기 전에는, 서스테인 펄스 주기는 모든 서브 필

드에서 8㎲이고, SF1-SF4의 서스테인 기간은 80㎲, 160㎲, 320㎲ 및 640㎲이며, SF1-SF4의 서스테인 펄스 수는 10,

20, 40 및 80이다.

SF3과 SF4의 표시 부하율이 소정값 미만인 경우,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SF3과 SF4의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6㎲로 변

경한다. 이 경우, 듀티비가 일정하면, 서스테인 펄스 폭도 마찬가지의 비율로 변화된다. SF3과 SF4의 서스테인 펄스 수를

40 및 80으로 유지하면, SF3과 SF4에서 각각 80㎲와 160㎲의 빈 시간을 발생하며, 합계 240㎲의 빈 시간이 발생한다. 따

라서,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SF5를 추가한다. SF5는 서스테인 펄스 수가 5이고, 서스테인 펄스 주기가 8㎲이기 때문에,

서스테인 펄스 기간은 40㎲이다. 리세트 기간과 어드레스 기간의 합계는 200㎲이기 때문에, SF5의 기간은 240㎲이다. 따

라서, 상기의 빈 시간은 SF5의 기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SF5를 추가할 수 있다.

추가되는 상기 서브 필드의 가중치는 작은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면, 기존의 서브 필드의 가중치보다 작게 한다. 그 경

우, 추가되는 서브 필드의 가중치는, 기존의 서브 필드의 최소 가중치를 2의 누승으로 순차적으로 나눈 순서로, 서스테인

펄스 수가 가장 가까운 정수로 되도록 설정되며, 가중치가 큰 서브 필드를 우선하여 추가한다. 또한, 추가되는 상기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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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의 가중치를, 기존의 서브 필드의 최소 가중치보다 크고, 2번째로 작은 가중치보다 작게 해도 된다. 그 경우, 추가되는

서브 필드의 가중치는, 기존의 서브 필드의 최소 가중치와 2번째로 작은 가중치의 사이를 추가하는 서브 필드의 개수에 따

라 등분한 가중치로 한다.

추가되는 서브 필드의 서스테인 펄스 주기는, 부하율에 따라 변동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어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고정인 것이 바람직하다.

1표시 프레임 내에서 서브 필드는 어떻게 배치해도 되지만, 예를 들면, 빈 시간이 표시 프레임의 후측에 발생하도록 표시

프레임 내에서 포워드로 배치하거나, 빈 시간이 표시 프레임의 전측에 발생하도록, 표시 프레임 내에서 백워드로 배치한

다. 포워드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서브 필드는, 표시 프레임 내의 모든 서브 필드의 최후에 배치하고, 백워드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서브 필드는, 표시 프레임 내의 모든 서브 필드의 최초에 배치된다. 그러나, 이것에 한하지

않고, 포워드로 배치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서브 필드를 표시 프레임 내의 최초에 배치하거나, 백워드로 배치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서브 필드를 표시 프레임 내의 최후에 배치하거나, 추가되는 서브 필드를 표시 프레임의 중앙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1표시 프레임 내에서, 서브 필드를 배치하는 경우에, 최대 가중치의 서브 필드가 최후 또는 최초에 위치하

도록 가중치의 순으로 배치해도, 중앙에 가중치가 큰 서브 필드를 배치하는 등 각종 배치가 가능하다.

또한, 서스테인 펄스의 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빈 시간에의 영향이 큰 것은 가중치가 큰 서브 필드이기 때문에, 소정의 휘

도 가중치보다 큰 서브 필드에 대해서만, 서스테인 펄스 주기의 변경을 행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서브 필드 수를 증가하는 경우, 통상의 서브 필드 구성에 1개 또는 복수의 서브 필드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전혀 다

른 서브 필드 구성을 사용하도록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상기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서브 필드 구성에서 표시하

는 경우의 서브 필드마다의 표시 부하율을 검출하고, 검출한 표시 부하율에 따라 서브 필드마다의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변경한다. 그리고,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1표시 프레임 내의 빈 시간을 산출하고, 산출한 빈 시간에

따라 다른 서브 필드 구성에서의 표시가 가능한지 판정하여 1표시 프레임 내의 서브 필드 구성을 결정한다.

<실시예>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PDP 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이 PDP 장치는, 플라즈

마 디스플레이 패널(11)과, 패널(11)의 어드레스 전극을 구동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어드레스 전극 구동 회로(12)와, 스캔

전극(Y 전극)에 순차적으로 인가하는 스캔 펄스 및 리세트 펄스와 서스테인 펄스를 출력하는 스캔 전극 구동 회로(13)와,

서스테인 전극(X 전극)에 인가하는 리세트 펄스와 서스테인 펄스를 출력하는 서스테인 전극 구동 회로(14)와, 영상 입력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함과 함께 타이밍 신호를 발생하는 A/D 변환 회로(21)와, 제1 및 제2 표시 계조 조정 회로

(22A, 22B)와, 제1 및 제2 영상 신호-SF 대응 회로(23A, 23B)와, 제1 및 제2 영상 신호-SF 대응 회로(23A, 23B)로부터

의 출력을 선택하는 스위치 회로(30)와, 스위치 회로(30)에서 선택된 신호에 기초하여 서브 필드 표시를 위한 구동 신호를

발생하는 SF 처리 회로(24)를 갖고, SF 처리 회로(24)로부터 어드레스 전극 구동 회로(12)와 스캔 전극 구동 회로(13)와

서스테인 전극 구동 회로(14)에 구동 신호가 공급된다. 이상의 구성은, 표시 계조 조정 회로와 영상 신호-SF 대응 회로가

2조 설치되고, 스위치 회로(30)에서 어느 하나의 출력이 선택되어 SF 처리 회로(24)에 공급되는 점을 제외하면, 종래 기술

의 PDP 장치와 동일하다. 따라서, 구동 파형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도 3은 제1 실시예의 PDP 장치의 서브 필드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통상은 도 3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은 SF1-SF4

의 4개의 서브 필드로 구성되는 표시 프레임으로 표시를 행하지만, 빈 시간이 증가한 경우에는 도 3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은 SF1-SF5의 5개의 서브 필드로 구성되는 표시 프레임으로 표시를 행한다.

도 3의 (a)에 도시한 서브 필드 구성에서는, 가중치가 2의 누승으로 증가하는 4개의 서브 필드 SF1-SF4가, 이 순으로 배

열되어 있다. 도 3의 (b)에 도시한 서브 필드 구성에서는, 도 3의 (a)에 도시한 서브 필드 구성에, 가중치가 SF1의 절반인

SF5가 SF4 후에 추가된다. 즉, 추가되는 서브 필드는, 다른 어떤 서브 필드보다 작은 가중치이다. 또한, SF1-SF4 또는

SF1-SF5는, 표시 프레임의 전부터 순서대로 표시되며, 빈 시간은 표시 프레임 후에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서브 필드는,

표시 프레임에서 포워드로 표시되어, 빈 시간은 모든 서브 필드 후에 발생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배열도 가능하며, 예를

들면, 서브 필드는, 표시 프레임에서 포워드로 표시되어, 빈 시간은 모든 서브 필드 후에 발생하도록 하거나, 빈 시간이 표

시 프레임의 중간 부분에 발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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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표시 계조 조정 회로(22A)는, 디서나 오차 확산 등의 처리에 의해 영상 신호의 계조 수를 조정하는 회로로서, 도 3의

(a)에 도시한, SF1부터 SF4의 4개의 서브 필드로 표시하도록 조정을 행한다. 제2 표시 계조 조정 회로(22B)도, 마찬가지

로 디서나 오차 확산 등의 처리에 의해 영상 신호의 계조 수를 조정하는 회로이지만, 도 3의 (b)에 도시한 SF1부터 SF5의

5개의 서브 필드로 표시하도록 조정을 행한다.

제1 영상 신호-SF 대응 회로(23A)는, 제1 표시 계조 조정 회로(22A)로부터 보내어진 조정된 영상 디지털 신호를 전개하

여, SF1부터 SF4의 4개의 서브 필드에서 각 셀을 계조 표시하기 위한 점등 서브 필드의 조합을 결정하는 회로이다. 제2 영

상 신호-SF 대응 회로(23B)는, 제2 표시 계조 조정 회로(22B)로부터 보내어진 조정된 영상 디지털 신호를 전개하여, SF1

부터 SF5의 5개의 서브 필드에서 각 셀을 계조 표시하기 위한 점등 서브 필드의 조합을 결정하는 회로이다.

제1 실시예의 PDP 장치는, 또한, 각 서브 필드의 표시 부하율을 검출하는 SF 부하율 검출 회로(25)와, 검출한 각 서브 필

드의 표시 부하율에 따라 각 서브 필드의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변경하는 서스테인 주기 변경 회로(26)와, 서스테인 펄스

주기가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빈 시간을 산출하는 빈 시간 산출 회로(27)와, 산출된 빈 시간으로부터 SF5를 추가 가능한

지 판정하는 SF수 증가 판정 회로(28)와, 서스테인 펄스 주기 변경 후의 서스테인 펄스 출력 타이밍을 생성하는 서스테인

펄스 출력 타이밍 생성 회로(29)를 갖는다. 서스테인 펄스 출력 타이밍 생성 회로(29)는, 산출된 빈 시간 및 SF5를 추가 가

능한지의 판정 결과에 따라, SF5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SF1-SF4의 서스테인 펄스 주기 변경 후의 서스테인 펄스 출

력 타이밍을 생성하고, SF5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SF1-SF5의 서스테인 펄스 주기 변경 후의 서스테인 펄스 출력 타이밍을

생성한다. 스위치 회로(30)는, SF5를 추가 가능한지의 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SF5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 영상 신

호-SF 대응 회로(23A)의 출력을 선택하고, SF5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2 영상 신호-SF 대응 회로(23B)의 출력을 선택한

다.

도 4는 영상 신호와 제1 실시예에서의 처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1표시 프레임의 선두에는 수

직 동기 신호 VIN이 있고, 각 표시 프레임의 개시를 검출한다. 수직 동기 신호 VIN에 계속해서 영상 신호가 입력된다. 각

필드의 영상 신호는 모두 입력된 후 다음 필드의 영상 신호의 입력이 개시될 때까지의 사이에 처리1이 행해진다. 계속해서

각 서브 필드의 개시에 동기하여 처리2가 행해지며, 각 서브 필드의 구동 신호가 생성되어 표시가 행해진다.

도 5는 처리1의 흐름도이고, 도 6은 처리1 내에서 행해지는 처리 A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단계 101에서는, 각 서브 필드 SF의 표시 부하율 SFL[ ]을 계측한다. 이 처리는, SF 부하율 검출 회로(25)가 행한다. 단계

102에서는, 처리 A를 행한다. 도 6을 참조하여 처리 A를 설명한다.

단계 121에서는, 빈 시간 TIM에 초기 값 제로를, 서브 필드 수 n에 초기 값 1을 입력한다. 단계 122에서는, 단계 101에서

계측한 각 서브 필드의 표시 부하율 SFL[n]이 25% 미만인지 판정하고, 25% 미만인 경우에는 단계 123으로 진행하고,

25% 이상인 경우에는 단계 125로 진행한다.

단계 123에서는, 표시 부하율 SFL[n]이 25% 미만인 서브 필드의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6㎲로 변경하기 때문에, SFT[n]

에 6㎲인 것을 나타내는 1을 입력한다. 서스테인 펄스 주기의 8㎲로부터 6㎲로의 변경에 수반하여 서브 필드의 서스테인

펄스 수 SFW[n]×2㎲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계 124에서 TIM을 그 만큼 증가시킨다. 그 후 단계 126으로 진행한다.

한편, 단계 125에서는,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나타내는 SFT[n]에 8㎲인 것을 나타내는 0을 입력한다. 이 경우에는 빈 시

간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 126으로 진행한다.

단계 126에서는 서브 필드 수 n을 1만큼 증가시키고, 단계 127에서 모든 서브 필드에 대하여 단계 122부터 단계 126의 처

리가 종료되었는지 판정하고, 종료되어 있지 않으면 단계 122로 되돌아가며, 종료되어 있으면 단계 128로 진행한다.

이상의 단계 121부터 단계 127의 처리는 서스테인 주기 변경 회로(26)와 빈 시간 산출 회로(27)가 행한다.

단계 128에서는, 빈 시간 TIM이 SF5를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이상인지를 판정한다. SF5를 추가 가능하면, 단계 129로 진

행하여, SF수를 변경하는 것, 즉 SF5를 추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플래그 SEL에 1을 입력한다. SF5가 추가 불능이면, 단계

130으로 진행하여, 플래그 SEL에 0을 입력하여 SF5를 추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이 후, 도 5의 단계 103으로 되돌아

가, 플래그 SEL에 기초한 분기 판정을 행한다. 이상의 단계 102(처리 A)와 단계 103의 처리는, SF수 증가 판정 회로(28)

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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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이 1인 경우에는, 단계 104로 진행하여, 스위치(30)가 제2 영상 신호-SF 대응 회로(23B)가 출력하는 5개의 서브 필

드 SF1-SF5에 의한 표시 신호를 선택하고, SEL이 0인 경우에는, 단계 105로 진행하여, 스위치(30)가 제1 영상 신호-SF

대응 회로(23A)가 출력하는 4개의 서브 필드 SF1-SF4에 의한 표시 신호를 선택하도록 제어한다. 따라서, 단계 104와 단

계 105의 처리는 SF수 증가 판정 회로(28)가 행한다.

단계 106에서 후술하는 출력하는 서브 필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신호 SFN에 1을 입력하여 리세트한다.

도 7은 처리2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단계 151에서는, 처리하는 서브 필드의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나타내는 SFT[SFN]의 값을 판정하고, 1이면 6㎲이기 때문

에 단계 152로 진행하고, 0이면 8㎲ 이기 때문에 단계 153으로 진행한다. 단계 152에서는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6㎲로 설

정하고, 단계 153에서는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8㎲로 설정한다.

단계 154에서는, 그 서브 필드의 서스테인 펄스 SFP[SFN]를 판독하여, 인가하는 서스테인 펄스 수를 제어하는 부분에 설

정한다. 단계 155에서는, SFN을 1 증가시켜 종료한다.

처리2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서브 필드에 동기하여 행해진다.

제1 실시예에서는,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8㎲와 6㎲의 2단계만으로 하였지만, 그 이상의 단계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예를 들면, 통상은 8㎲로 하고, 표시 부하율이 작은 경우에는 7㎲로 변경하며, 표시 부하율이 더 작은 경우에는 6㎲로 변경

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제1 실시예에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도 3에 도시한 서브 필드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하였지만, 서브

필드 구성에 대해서도 각종 변형예가 가능하며, 그 예를 도 8 및 도 9에 도시한다.

도 8의 (a) 내지 (c)는, 통상은 8개의 서브 필드 SF1-SF8로 구성되는 표시 프레임이 사용되지만, 소정 이상의 빈 시간이

발생한 경우에 9개의 서브 필드 SF1-SF9로 구성되는 표시 프레임이 사용되는 경우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8의 (a)는,

가중치가 2의 누승으로 증가하는 8개의 서브 필드 SF1-SF8을 이 순서로 배치하고, 추가되는 SF9는 가중치가 SF1의 절

반이며, SF8 후에 추가되는 예를 나타낸다. 도 8의 (b)는, 가중치가 도시한 바와 같이 증가하는 8개의 서브 필드 SF1-SF8

을 이 순서로 배치하고, 추가되는 SF9는 가중치가 SF1과 SF2의 중간의 값이며, SF8 후에 추가되는 예를 나타낸다. 도 8

의 (c)는, 가중치가 2의 누승으로 증가하는 8개의 서브 필드 SF1-SF8을 이 순서로 배치하고, 추가되는 SF9는 가중치가

SF1의 절반이며, SF1의 앞에 추가되는 예를 나타낸다.

도 8의 (b)의 서브 필드 구성에서는, SF1-SF8에서는 최소 계조로부터 최대 계조의 사이에서 표시할 수 없는 계조가 존재

한다. 예를 들면, 계조4는 SF1과 SF3을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지만, 계조2, 5, 6, 9, 12-14 등은 표시할 수 없다. 종래 이

러한 계조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차 확산법이나 디서법을 사용하여,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확산하여 표현하였지만, 오

차 확산의 경우에는 오차 확산 노이즈, 디서의 경우에는 해치 형상 노이즈가 발생한다. 이들 노이즈는 저계조부에서 특히

지각되기 쉽다. 따라서, 도 8의 (b)의 서브 필드 구성에서는, 추가하는 서브 필드 SF9의 가중치를, SF1과 SF2의 사이의 값

2, 즉 최소 가중치의 서브 필드보다 크고, 다음으로 작은 가중치의 서브 필드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의해,

상기의 노이즈가 문제로 되는 전면이 어두운 표시의 경우에는 SF9가 추가되어 표시가 행해지기 때문에,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설명한 통상 시의 서브 필드 구성에서는, 가중치가 순서대로 증가하도록 서브 필드를 배열하였지만, 이것

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가중치가 순서대로 감소하도록 배열하거나, 가중치가 큰 서브 필드를 중심 부근에 배열하거

나, 반대로 가중치가 작은 서브 필드를 중심 부근에 배열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제1 실시예에서는, 모든 서브 필드의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표시 부하율에 따라 변경하는 대상으로 하였지만, 휘도

비가 높은 서브 필드에서 서스테인 펄스 주기를 작게 하는 쪽이 큰 빈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스테인 펄스 주기의 변경

대상을 최대 휘도의 서브 필드를 포함하는 소정의 휘도비 이상의 서브 필드에 한정해도 된다. 서스테인 펄스 주기의 변경

대상을 이와 같이 한정함으로써, 연산량을 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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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실시예 및 도 8의 (a) 및 (c)의 서브 필드 구성에서는, 추가되는 서브 필드의 가중치는, 다른 서브 필드의 가중치보다

작고, 도 8의 (b)의 서브 필드 구성에서도, 추가되는 서브 필드의 가중치는, 최소 가중치와 2번째로 작은 가중치의 사이였

다. 그러나, 가중치가 큰 서브 필드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며, 도 9는 그 예를 도시한다.

도 9의 서브 필드 구성에서는, 서브 필드를 추가하지 않는 구성에서는, SF1부터 SF10의 10개의 서브 필드로 구성되며,

SF1부터 SF6까지 가중치가 2의 누승으로 증가하지만, SF7부터 SF10은 최고 휘도의 SF6과 동일한 가중치이다. 즉, 최고

휘도의 서브 필드가 5개 존재한다. 이에 의해, 패널 소등 시를 포함하여 192계조를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중치가 큰

서브 필드를 복수개 설치하는 것은, 위윤곽을 저감하기 위해서이며, 배열순은 적절하게 설정된다. 그리고, 빈 시간이 발생

하였을 때에 추가하는 서브 필드 SF11의 가중치가 최고 휘도의 SF6부터 SF10의 2배이다.

도 9와 같은 서브 필드 구성을 사용하면, 예를 들면, 1표시 프레임에서의 서스테인 펄스 수의 최대값이 1000발인 것으로

하면, 도 9의 (a)에서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1계조(1가중치)당 서스테인 펄스 수는 5발이고, 도 9의 (b)에서는 4발이

다. 따라서, 저휘도부에서의 계조간의 휘도 차가 감소하여, 계조 표시를 개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서브 필드 구성에서는, 추가되는 서브 필드는 1개이었지만, 빈 시간에 따라 2개 이상의 서브 필드를 단계

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도 8의 (a) 및 (c)의 서브 필드 구성에서, 빈 시간이 소정값 이상으로 되었을 때

에는 가중치 1/2의 SF9를 추가하고, 빈 시간이 더욱 증가하였을 때에는, 가중치 1/4의 SF10을 추가한다.

또한, 지금까지 설명한 서브 필드 구성에서는, 서브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하지 않는 경우의 서브 필드 구성을 유

지한 후에, 새로운 서브 필드를 추가하였지만, 서브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와 추가하지 않은 경우에 서브 필드 구성을 완전

히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서브 필드를 추가한 것에 의한 서스테인 펄스 수의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서브 필드 추가 후의 각 서브 필드의 서스

테인 펄스 수를 조정하여 그 합계값을 서브 필드 추가 전의 각 서브 필드의 서스테인 펄스 수의 합계값에 거의 동일하게 되

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PDP 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2와 비교하여 명백해지는 바와 같이,

제1 실시예의 PDP 장치와 다른 점은, 정지 화상 검출 회로(31)가 추가되어 있는 점이다. 빈 시간 산출 회로(27)에서 산출

한 빈 시간이, 서브 필드를 추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전후에서 변동되면, 서브 필드를 추가하는 상태와 추가하지 않는 상

태의 사이에서 빈번하게 변동, 즉 서브 필드 수가 빈번하게 변동하게 되기 때문에, 표시가 불안정하게 되어 화질이 열화된

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지 화상에 가까운 영상이 표시될 때에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제2 실시예에서는, 정지 화상 검출 회로(31)가, 영상 신호에서, 현재의 표시 프레임과 직전의 표시 프레임의 사이

의 셀마다의 차를 합계하고, 그것이 소정의 값 이하이면, 정지 화상으로 판정하여 정지 화상 신호를 출력한다. SF수 증가

판정 회로(28)는, 정지 화상 신호를 받고 또한 전의 표시 프레임에서 서브 필드를 추가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빈 시간 W가

서브 필드의 추가에 필요한 시간 X에 완충 시간 Y를 가한 시간보다 길 때에 서브 필드를 추가하고, 그것보다 짧을 때에는

서브 필드를 추가하지 않으며, 정지 화상 신호를 받고 또한 전의 표시 프레임에서 서브 필드를 추가하고 있을 때에는, 빈

시간 W가 서브 필드의 추가에 필요한 시간 X보다 길 때에 서브 필드를 추가하고, 그것보다 짧을 때에는 서브 필드를 추가

하지 않으며, 즉, 제1 실시예와 동일한 제어를 행한다. 정지 화상 신호를 받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제1 실시예와 동일한 제어

를 행한다. 다시 말하면, 제2 실시예에서는, 서브 필드의 추가와 추가의 중지에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갖게 하고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의 PDP 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0과 비교하여 명백해지는 바와 같이,

제2 실시예의 PDP 장치와 다른 점은, 제3 표시 계조 조정 회로(22C)와, 제3 영상 신호-SF 대응 회로(23C)와, 최대 계조

검출 회로(32)가 추가되어 있는 점이다.

제3 실시예에서, 제1 표시 계조 조정 회로(22A)와 제1 영상 신호-SF 대응 회로(23A)는, 도 12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은

서브 필드 구성에 기초하여 처리를 행하여 표시 신호 A를 출력하고, 제2 표시 계조 조정 회로(22B)와 제2 영상 신호-SF

대응 회로(23B)는, 도 12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은 서브 필드 구성에 기초하여 처리를 행하여 표시 신호 B를 출력하며, 제

3 표시 계조 조정 회로(22C)와 제3 영상 신호-SF 대응 회로(23C)는, 도 12의 (c)에 도시한 바와 같은 서브 필드 구성에 기

초하여 처리를 행하여 표시 신호 C를 출력한다.

최대 계조 검출 회로(32)는, 입력 영상 신호에서의 최대 계조를 검출하고, SF수 선택 회로(28)에 최대 계조를 보낸다. SF

수 선택 회로(28)는, 산출된 빈 시간 및 최대 계조에 기초하여, 스위치 회로(30)가 상기의 표시 신호 A, B 및 C 중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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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선택하도록 제어한다. 예를 들면, 표시 신호 A는 최대 255계조를, 표시 신호 B는 최대 127.5계조를, 표시 신호 C는

최대 63.75계조를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입력 신호의 최대 계조가 63 이하이고 또한 빈 시간이 도 12의 (c)의 서브 필드

구성에서의 표시가 가능한 시간 이상이면, 표시 신호 C를 선택하고, 입력 신호의 최대 계조가 127 이하이고 또한 빈 시간

이 도 12의 (b)의 서브 필드 구성에서의 표시가 가능한 시간 이상이면, 표시 신호 B를 선택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표시

신호 A를 선택한다. 이에 의해, 저계조부의 표현 능력이 향상됨과 동시에 위윤곽도 저감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각종 변형예가 가능하고, 특히 서브 필드 구성은 어떠한 구성이라도 본원 발명을

적용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서브 필드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표시 품질이 향상되는 것은 전체로서는 어두운 화상인 경우이지만, 본 발명에 따르면, 그

와 같은 경우에 서브 필드 수를 증가시켜 PDP 장치의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계조 표시 능력, 특히 전체적으로 어두운 저계조부가 많은 경우의 계조 표시

능력을 향상하여, 고화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PDP 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3은 제1 실시예의 서브 필드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제1 실시예에서의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5는 제1 실시예에서의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6은 제1 실시예에서의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7은 제1 실시예에서의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8은 서브 필드 구성의 다른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서브 필드 구성의 다른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PDP 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의 PDP 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2는 제3 실시예의 서브 필드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12 : 어드레스 전극 구동 회로

13 : 스캔 전극 구동 회로

14 : 서스테인 전극 구동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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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A : 제1 표시 계조 조정 회로

22B : 제2 표시 계조 조정 회로

23A : 제1 영상 신호-SF 대응 회로

23B : 제2 영상 신호-SF 대응 회로

24 : SF 처리 회로

25 : SF 부하율 검출 회로

26 : 서스테인 주기 변경 회로

27 : 빈 시간 산출 회로

28 : SF수 증가 판정 회로

29 : 서스테인 펄스 출력 타이밍 생성 회로

30 : 스위치 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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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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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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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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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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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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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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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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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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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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