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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PDP의 구동전압 마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어드레싱에 앞서서 대전극성을 반전시키지 않고 벽전하량을 변화시키는 방전을 일으켜서 전하조정을 행하는 데에 있어
서, 제 1 전극간의 실효전압 Vc XY 와 제 2 전극간의 실효전압 VcAY 의 관계를 나타낸 좌표공간에 있어서, 전하조정을 
위한 미소방전이 생기는 전압범위(Vt폐곡선)를 구하고, 방전 셀에 인가하는 점증전압의 파형을 Vt폐곡선에 의해서 정
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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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셀 전압평면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Vt폐곡선의 설명도.

도 3은 Vt폐곡선의 실측예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셀의 동작의 설명도.

도 5는 3전극구조의 셀의 등가회로모델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인가전압 벡터의 방향과 셀 전압변화와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인가전압 벡터의 방향과 셀 전압변화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8은 인가전압 벡터의 방향과 셀 전압변화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전압설정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초기화의 제 1 예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초기화의 제 2예를 나타낸 도면.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표시장치의 구성도.

도 13은 본 발명에 의한 PDP의 셀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구동시퀀스의 개요를 나타낸 전압파형도.

도 15는 인가전압 벡터의 제 1 예를 나타낸 도면.

도 16은 인가전압 벡터의 제 2예를 나타낸 도면.

도 17은 인가전압 벡터의 제 3 예를 나타낸 도면.

도 18은 인가전압 벡터의 제 4 예를 나타낸 도면.

도 19는 인가전압 벡터의 제 5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0은 인가전압 벡터의 제 6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1은 인가전압 벡터의 제 7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2는 인가전압 벡터의 제 8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3은 인가전압 벡터의 제 9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4는 인가전압 벡터의 제 10 예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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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는 인가전압 벡터의 제 11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6은 인가전압 벡터의 제 12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7은 인가전압 벡터의 제 13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8은 인가전압 벡터의 제 14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9는 인가전압 벡터의 제 15 예를 나타낸 도면.

도 30은 인가전압 벡터의 제 16 예를 나타낸 도면.

도 31은 복수의 초기화의 실시시기의 제 1예를 나타낸 도면.

도 32는 복수의 초기화의 실시시기의 제 2예를 나타낸 도면.

도 33은 복수의 초기화의 실시시기의 제 3 예를 나타낸 도면.

도 34는 점증전압의 다른 예를 나타낸 파형도.

도 35는 점증전압의 다른 예를 나타낸 파형도.

도 36은 종래의 초기화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7은 동시방전이 일어나지 않는 인가전압파형의 제 1 예를 나타낸 도면.

도 38은 동시방전이 일어나지 않는 인가전압파형의 제 2예를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X, Y, A 전극

1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Pra1, Pra2 램프파형 펄스(점증전압)

Prx1, Prx2 램프파형 펄스(점증전압)

Pry1, Pry2 램프파형 펄스(점증전압)

TR 준비기간

TA 어드레스기간

70 드라이브 유닛(구동회로)

100 표시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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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PDP (Plasma display Panel :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의 인가전압의 설정방법 및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며, 면방전형 PDP의 구동에 적절하다. 여기서 말하는 면방전형식은 휘도를 확보하는 표시방전에 있어서, 양
극 및 음극으로 되는 표시전극(제 1 전극 및 제 2전극)을 전면측 또는 배면측의 기판 위에 평행하게 배열하는 형식이다.

PDP에 있어서는 화면이 클수록 셀 구조의 균등화가 어렵고, 셀이 작을수록 셀 구조의 미묘한 차이는 방전특성에의 영
향이 크다. 화면의 대형화 및 고세밀화를 더욱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방전특성의 불균일을 허용할 수 있는 전압 마진의 
넓은 구동방법이 필요하다.

전형적인 면방전형 PDP는 표시전극 쌍과 교차되도록 어드레스전극(제 3 전극)을 배열한 3전극구조를 갖는다. 3전극
구조의 기본형태는 화면의 각 행에 한쌍씩 표시전극을 배치한다. 다른 형태로서는 화면의 행수 n에 1을 가한 개수의 표
시전극을 등간격으로 배열하고, 인접하는 전극끼리를 전극 쌍으로 한 면방전을 발생시키는 전극구성이 있다. 어느 경우
이건 표시소자인 셀(방전 셀)에는 독립적으로 전위제어가 가능한 3개의 전극이 존재한다.

표시에 있어서는 표시전극 쌍을 덮는 유전체층의 메모리기능이 이용된다. 즉 표시내용에 따른 대전상태를 형성하는 라
인주사형식의 어드레싱을 행하고, 그 후에 각 행의 표시전극 쌍에 대하여 교번(交番)극성의 점등유지전압 Vs를 인가한
다. 어드레싱에는 제 2전극을 스캔전극으로서 사용하고, 제 3 전극을 데이터전극으로서 사용한다. 점등유지전압 Vs는 
다음 만족시킨다.

Vf-Vw< Vs< Vf

Vf : 점등유지방전의 개시전압

Vw: 전극간의 벽전압

점등유지전압 Vs의 인가에 의해서 벽전하가 존재하는 셀에 있어서만 셀 전압(전극에 인가하는 전압에 벽전압이 중첩된 
실효전압)이 방전개시전압 Vf를 초과하여 기판면을 따른 면방전이 생긴다.

    
PDP의 방전 셀은 2치발광소자이다. PDP의 구동계는, 프레임마다 개개의 방전 셀의 적분발광량을 계조치(階調値)에 
따라서 설정함으로써 중간조를 재현한다. 컬러표시는 계조표시의 일종이며, 표시색은 3원색의 휘도의 조합에 의해서 결
정된다. 계조표시에는 1필드를 휘도의 웨이트를 더한 복수의 서브 필드로 구성되고, 서브 필드단위의 발광(점등)의 유
무의 조합에 의해서 적분발광량을 설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256계조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휘
도의 웨이트를 각각 1, 2, 4, 8, 16, 32, 64, 128의 8개의 서브 프레임으로 분할하면 좋다. 일반적으로 휘도의 웨이트
는 발광회수에 의해서 설정된다. 필드란 시계열의 화상표시의 단위화상이다. 인터레이스형식의 경우는 1프레임을 구성
하는 필드 그 자체를 의미하고, 논 인터레이스형식의 경우 프레임은 여기서 말하는 필드에 상당한다.
    

서브 필드(이하 SF라 함)에는 어드레싱을 하는 어드레스기간과 휘도의 웨이트에 따른 회수의 표시방전을 발생시키는 
서스테인기간에 더하여, 어드레싱에 앞서서 화면 전체의 대전상태를 균등하게 하는 초기화(어드레싱 준비)를 위한 기
간(준비기간)을 할당한다. 서스테인기간의 종료시점에서는 벽전하가 비교적으로 많이 잔존하는 방전 셀과 거의 잔존하
지 않는 방전 셀이 혼재하기 때문에, 어드레싱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처리로서 초기화를 행한다.

미국특허 5745086호에는 제 1 및 제 2 램프전압을 방전 셀에 순차로 인가하는 초기화과정이 개시되어 있다. 완만한 
구배(勾配)의 램프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다음에 설명하는 미소방전의 성질에서 초기화에 있어서의 발광의 광량을 거의 
0으로 하여 콘드라스트의 저하를 막고, 또한 셀 구조의 불균일에 불구하고 벽전압을 임의의 목표치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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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전압의 경사가 완만하면 인가전압의 상승도중에 미소한 전하조정방전이 복수회 일어난다. 또 경사를 완만하게 하면 
방전강도가 작아지는 동시에 방전주기가 짧아져서, 연속적인 방전형태로 이행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주기적인 전하조
정방전 및 연속적인 전하조정방전을 총칭하여 " 미소방전" 으로 호칭한다.

    
미소방전에 있어서는 램프파의 피크전압치만으로 벽전압을 설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소방전 중에는 방전공간에 가해
지는 셀 전장Vc(=벽전압 Vw + 인가전압 Vi)가 램프전압의 상승에 의해서 방전개시 임계치(이하 Vt라 함)를 초과하
여도, 미소방전이 일어남으로써, 셀 전압은 항상 Vt 근방에 유지되기 때문이다. 미소방전에 의해서 램프전압의 상승분
과 거의 동등분만큼 벽전압이 내려가는 것이다. 램프전압의 최종치를 Vr, 램프전압이 최종치 Vr에 달한 시점의 벽전압
을 Vw로 하면, 셀 전압 Vc는 Vt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Vc=Vr+Vw=Vt

∴Vw= -(Vr-Vt)

의 관계가 성립된다. Vt는 방전 셀의 전기적 특성으로 결정되는 일정치이므로, 램프전압의 최종치 Vr의 설정에 의해서, 
목적으로 하는 임의의 값으로 벽전압을 설정할 수 있다. 자세하게는 방전 셀간에서 Vt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도, 모든 
방전 셀에 대하여 각각의 Vt와 Vw의 상대차를 균등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의 구동방법으로는 제 1 램프전압의 인가에 의해서, 제 1 전극과 제 2 전극과의 전극간(이 것을 XY전극간
이라 함), 및 제 2 전극과 제 3 전극의 전극간(이 것을 AY전극간이라 함)에 벽전하를 형성한다. 그 후 제 2 램프전압의 
인가에 의해서, XY전극간 및 AY전극간의 벽전압을 목표치에 접근시킨다. 제 1 램프전압의 진폭은 제 2 램프전압으로 
반드시 미소방전이 일어나도록 선정된다.

도 36을 참조하여 종래의 초기화를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도 36에 있어서는 제 2 전극을 기준으로 XY전극간 및 AY전
극간의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XY전극간 및 AY전극간의 벽전압에 대하여는 극성이 반전하
여 플롯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도시하면 인가전압 Vi의 파형과 벽전압 Vw의 파형의 차이에서 XY전극간의 셀 전압
과 AY전극간의 셀 전압을 각각 바로 읽을 수 있다. 즉 임의의 시점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Vi의 플롯 위치와 벽전압 Vw
의 플롯 위치와의 거리가 셀 전압의 절대치를 나타낸다. 벽전압 Vw에 대하여는 초기화대상의 SF의 하나 앞에 표시된 
전 SF에 있어서, 주목하는 셀이 점등인 경우의 전압변화를 파선으로, 비점등인 경우의 전압변화를 일점쇄선으로 그리
고 있다. 여기서는 XY전극간의 벽전압 VwXY 의 절대치에 대하여는, 전 SF에서 점등한 셀의 값이 비점등이 었든 셀의 
값보다도 크고, AY전극간의 벽전압 VwAY 의 절대치에 대하여는, 전(前) SF에서 점등한 셀의 값이 비점등이 었든 셀의 
값보다도 작다고 가정한다. 실제에는 초기화 개시시점의 벽전압 Vw는 전 SF의 표시펄스수나 표시과정의 최종의 전압
인가의 극성에 의존하고, 전 SF에 있어서의 점등의 경우와 비점등의 경우의 벽전압의 대소관계가 도시와 다른 상황이 
출현될 수 있다. 또 벽전압 Vw의 값에 어느 정도의 불균일이 있다.

전 SF에 있어서 점등인 경우, 도면 중 A의 시점에서 XY전극간의 셀전압이 XY전극간의 방전개시 임계치(이하 Vt YX )
에 달한다. 따라서 시점(A)에서 제 1 램프전압의 인가종료까지 미소방전에 의해서 XY전극간의 셀전압은 Vt YX 로 유지
된다. 시점A에서 잠시동안 XY전극간의 방전(이하 XY방전이라 함)이 지배적이다. 이 기간에는 주로 XY전극간의 벽전
압 VwXY 가 변화된다. 다만 AY전극간의 벽전압 VwAY 도 다소 변화한다. 시점(A) 이후에 있어서의 XY전극간의 인가
전압 ViXY 및 AY전극간의 인가전압 ViAY 의 증대(도면에서는 극성이 부)에 수반되어, XY전극간의 셀 전압은 Vt YX 로 
유지된 그대로 이지만, AY전극간의 셀전압은 증대한다. 도면 중 B의 시점에서 AY전극간의 셀 전압이 방전개시 임계치
(이하 VtYA )에 달하면, 그 후는 제 1 램프전압의 인가종료까지, AY전극간의 셀 전압은 Vt YA 로 유지된다. 제 1 램프
전압의 XY전극간의 최종치를 -VrXA 1, AY전극간의 최종치를 -Vr AY 1로 하면, 제 1 램프 전압종료시점에 있어서의 
XY전극간의 벽전압 VwXY 는 VrXY 1-VtYX 이고, AY전극간의 벽전압 VWAY 는 VrAY 1-VtY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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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 SF에 있어서 비점등인 경우는, 도면 중 E의 시점에서 AY전극간의 셀 전압이 AY전극간의 방전개시 임계치 V
tYA 에 달하고, 시점(E)에서 제 1 램프전압의 인가종료까지 AY전극간의 셀전압은 Vt YA 로 유지된다. AY전극간의 방
전(이하, AY방전이라 함)이 지배적인 기간에는, 주로 AY전극간의 벽전압 Vw AY 가 변화한다. 다만 XY전극간의 벽전
압 VwXY 도 다소는 변화한다. 시점(E) 이후의 인가전압 Vi XY , ViAY 의 증대에 수반되어, AY전극간의 셀 전압은 Vt Y

A 로 유지된 그대로 이지만, XY전극간의 셀 전압은 증대하고 있다. 도면 중 F의 시점에서 XY전극간의 셀 전압이 Vt YX

에 달하면, 그 후는 제 1 램프전압의 인가종료까지 AY전극간의 셀 전압은 Vt YA 로 유지된다. 따라서 전 SF에 있어서 
점등의 경우와 같이, 제 1 램프 종료시점에 있어서의 XY전극간의 벽전압 Vw XY 는 VrXY 1-VtYX 이고, AY전극간의 벽
전압 VwAY 는 VrAY 1-VtYA 이다.

이상에서 제 1 램프전압에 의해서 XY전극간의 미소방전 및 AY전극간의 미소방전의 쌍방이 일어나면, 제 1 램프 전압
의 인가종료시간의 벽전압은 소정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램프파형의 전압인가에 있어서, 2개의 
전극간에서 같은 시기에 방전이 생기는 것을 " 동시방전" 이라 호칭한다.

제 1 램프 전압의 다음에 제 2 램프 전압을 인가한다. 도면 중 C의 시점에서 XY전극간의 셀 전압이 방전개시 임계치 V
tXY 에 달하고, 시점(C)에서 제 2 램프 전압의 인가종료까지 XY전극간의 셀 전압은 Vt XY 에 유지된다. 시점(C)에서 잠
시동안 XY방전이 지배적이다. 이 기간에는 주로 XY전극간의 벽전압 Vw XY 가 변화한다. AY전극간의 벽전압 VwAY 도 
다소는 변화한다. 시점(C) 이후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Vi XY , ViAY 의 증대(도면에서는 극성이 정)에 수반되어, XY전극
간의 셀 전압은 VtYX 로 유지된 그대로 이지만, AY전극간의 셀전압은 증대한다. 도면 중 D의 시점에서 AY전극간의 셀 
전압이 방전개시 임계치 VtAY 에 달하면, XY전극간의 셀 전압은 VtXY 로 유지되고, AY전극간의 셀 전압은 Vt AY 로 유
지된다. 즉 XY전극간 및 AY전극간의 동시방전이 일어난다. 제 2 램프 전압의 XY전극간의 최종치를 Vr XY 2, AY전극간
의 최종치를 VrAY 2로 하면, 제 2 램프 전압종료시점에서의 XY전극간의 벽전압 Vw XY 는 -VrXY 2+VtXY 이고, AY전
극간의 벽전압 VwAY 는 -VrAY 2+VtAY 이다. 따라서 제 2 램프 전압으로 동시방전이 일어나는 것이 보증되면, 제 2 
램프 전압의 최종치의 선정에 의해서, 벽전압을 어드레싱에 필요한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이상의 설명에서는 제 1 
램프 전압이나 제 2 램프 전압이라도 동시방전이 일어나는 경우를 들었으나, 제 2 램프 전압으로 동시방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증할 수 있으면, 제 1 램프 전압으로 반드시 동시방전이 일어날 필요는 없다. 또 제 2 램프전압으로 동시방전이 
일어나는 것이 보증되면, 제 1 램프전압으로 방전이 일어날 필요조차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초기화의 양부(良否)는 그 것을 개시하는 시점의 벽전압에 영향 받는다. 종래에는 램프전압의 최종치 Vr 및 변화율(경
사)의 설정의 여하에 따라서는 동시방전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빈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동시
방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초기화종료시의 벽전압이 목표대로 되는 보증은 없다.

도 37은 동시방전이 일어나지 않는 인가전압파형의 제 1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서는 초기화가 2 이상의 램프전압
을 차례로 인가하는 복수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도면은 그 중의 어느 하나의 단계의 파형을 나타
낸 것이다. 도 37에서는 램프전압의 인가개시시점의 XY전극간의 벽전압 VwXY 가 부이고, AY전극간의 벽전압 VwAY

는 정이다. XY전극간에 정의 전압이 인가되므로, 최초에 XY방전이 시작된다. 이에 의해서 주로 벽전압 Vw XY 는 변화
하고, AY전극간의 벽전압 VwAY 도 다소변화한다. 램프전압의 최종치가 과소이면(VrXY 1, Vr AY 1의 경우), 벽전압 V
wAY 의 증가를 위해서 AY전극간에서는 방전개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동시방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램프전압의 최
종치를 크게 하면 동시방전이 일어난다(VrXY2, VrAY2의 경우). 따라서 이 경우는 램프파의 진폭을 충분히 크게 해두
면 좋다. 그러나 인가전압을 아무리 큰 값으로 설정하여도 동시방전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도 존재한다.

도 38은 동시방전이 일어나지 않는 인가전압파형의 제 2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한쌍의 표시전극(제 1 및 제 2 전극)
의 구조가 동일하다고 한다. 또 램프전압의 인가개시시점의 벽전압 VwXY , VwAY 가 0이라고 가정한다. 도 38a는 각 
전극에 인가하는 전압(접지라인과 전극과의 전압)의 파형도, 도 38b는 전극간의 전압의 파형도면이다. XY전극간의 램
프파형의 기울기가 AY전극간의 램프파형의 기울기의 2배이고, XY전극간의 램프전압의 최종치는 AY전극간의 램프전
압의 최종치의 2배이다. 전압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파형패턴으로서는 도 38의 파형은 도 36의 파형과 같다.

 - 6 -



공개특허 특2001-0085248

 
인가전압이 증대해가면 최초의 XY전극간의 셀 전압은 VtXY 에 달하고, XY전극간의 셀 전압을 VtXY 로 유지하도록 벽
전압 VwXY 는 변화한다. XY방전으로는 주로 XY전극간의 벽전압이 변화하지만, AY전극간의 벽전압 Vw AY 도 변화한
다. 벽전압 VwAY 의 변화에 의해서, AY전극간의 셀 전압은 항상 Vt XY 의 절반의 값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아무리 램프
전압의 최종치 VrXY , Vr AY 를 크게 하여도, 결코 AY전극간의 방전개시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동시방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초기화 이전의 벽전압의 값이나, 램프파형의 기울기, 및 램프전압의 최종치에 의해서는 동시방전이 일어나
지 않아 충분한 초기화를 할 수 없다. 그 결과 확실히 어드레싱을 할 수 있는 전압 마진이 좁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PDP의 구동전압 마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있어서는 램프전압으로 대표되는 점증전압의 인가에 의한 초기화동작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결과에 
의해서 인가전압을 설정한다. 정량적인 해석에 의해서 시행착오의 실험에 의한 구동조건의 설정에 비해서, 셀 구조에 
따른 최량의 구동설정을 용이하게 또한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우선 정량적인 해석의 방법을 설명하겠다. 제 1 전극(X), 제 2 전극(Y) 및 제 3 전극(A)의 3개전극을 갖는 셀에 있어
서의 방전에 의한 상태는, XY전극간의 셀 전압과 AY전극간의 셀 전압으로 기술(記述)할 수 있다. 제 1 전극과 제 3 전
극과의 전극간(이 것을 AX전극간이라 함)의 셀 전압은, XY전극간의 셀 전압과 AY전극간의 셀전압의 차이로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XY전극간 및 AY전극간의 2조의 전압으로 셀의 상태가 결정된다. 셀의 상태를 기술하는 셀 전압의 조
(組)는 이 것 이외에, AX전극간의 셀전압과 AY전극간의 셀 전압의 조, AX전극간의 셀 전압과 XY전극간의 셀 전압의 
조가 있다. 어떤 조를 선택하여도 좋다. 여기서는 XY전극간의 셀 전압과 AY전극간의 셀 전압의 조에서 설명하겠다. 셀
의 상태를 도면 상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XY전극간의 셀 전압과 AY전극간의 셀 전압을 직교좌표평면으로 나타내기로 
한다(도 1 참조). 이하 이 좌표공간을 " 셀 전압평면" 이라 호칭한다. 셀의 상태는 셀 전압평면 상의 점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또 셀 전압은 벽전압 Vw와 인가전압 Vi와의 합계이므로 셀 전압평면을 사용하면, 3전극간의 인가전압·벽전
압·셀 전압의 관계를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셀 전압평면 상에 미소방전이 개시하는 셀 전압점을 플롯한 점집합을 " Vt폐곡선" 이라 호칭한다. Vt폐곡선은 셀 전압
평면에 있어서의 미소방전이 생기는 전압범위를 나타낸다. 방전이 정지되고 있는 상태의 셀 전압점은, 반드시 Vt폐곡선
의 내측에 위치한다. XY, AY, AX의 각 전극간의 미소방전은 각각의 전극간의 셀 전압만으로 결정되고, 나머지 전극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Vt폐곡선은 도 2에 나타낸 것과 같은 6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6각형상을 이룬다. 도면 중
에서 제 2 전극(Y)을 음극으로 하는 XY전극간의 미소방전이 개시하는 셀 전압의 임계치를 Vt XY 로 하고, 제 2 전극을 
양극으로 하는 XY전극간의 미소방전이 개시하는 셀 전압의 임계치를 VtYX 로 하고, 제 1 전극(X)를 음극으로 하는 A
X전극간의 미소방전이 개시하는 셀 전압의 임계치를 VtAX 로 하고, 제 1 전극을 양극으로 하는 AX전극간의 미소방전
이 개시하는 셀 전압의 임계치를 VtXA 로 하고, 제 2 전극을 음극으로 하는 AY전극간의 미소방전이 개시하는 셀 전압
의 임계치를 VtAY 로 하고, 제 2 전극을 양극으로 하는 AY전극간의 미소방전이 개시하는 셀 전압의 임계치를 Vt YA 로 
하였다. 이하 방전개시전압의 각 임계치에 이 것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도 3에 실측에 의한 Vt폐곡선을 예시
한다. 도 3에서는 XY방전이 제 3 전극의 영향을 받아서 Vt폐곡선이 비뚤어져 있지만, 이하의 설명에서는 Vt폐곡선은 
6각형에 근사한 셀의 특성을 취급한다.

도 2의 Vt폐곡선의 6개의 변, AB, BC, CD, DE, EF, FA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하나의 전극간의 방전과 대응하고 있다.

변(AB) : 제 2 전극을 음극으로 하는 AY 방전

변(BC) : 제 1 전극을 음극으로 하는 AX 방전 (AX전극간의 방전)

변(CD) : 제 1 전극을 음극으로 하는 XY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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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DE) : 제 3 전극을 음극으로 하는 AY 방전

변(EF) : 제 3 전극을 음극으로 하는 AX 방전

변(FA) : 제 2 전극을 음극으로 하는 XY 방전

또 6개의 정점(A, B, C, D, E, F)은 다음 조합의 동시방전에 대응하고 있다.

점(A) : 제 2 전극을 공통음극으로 하는 XY전극간 및 AY전극간의 동시방전

점(B) : 제 3 전극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AY전극간 및 AX전극간의 동시방전

점(C) : 제 1 전극을 공통음극으로 하는 AX전극간 및 XY전극간의 동시방전

점(D) : 제 2 전극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XY전극간 및 AY전극간의 동시방전

점(E) : 제 3 전극을 공통음극으로 하는 AY전극간 및 AX전극간의 동시방전

점(F): 제 1 전극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XA전극간 및 XY전극간의 동시방전

이상의 개념을 사용하여, 점증전압을 인가한 셀의 동작을 설명하겠다.

도 4a에 XY전극간·AY전극간에 인가하는 램프전압의 파형과 벽전압을 나타낸다. XY전극간, AY전극간에 인가하는 램
프전압의 최종치를 각각 VrXY , Vr AY 로 한다. 도면 중의 H의 시점에서 XY방전이 일어나고, 그 후는 램프전압의 인가
종료까지 XY전극간의 셀 전압은 VtXY 로 유지된다. 시점(H) 이후의 전하이동은 XY전극간의 방전이 지배적이기 때문
에, 주로 XY전극간의 벽전압 VwXY 가 변화된다. 인가전압이 증대하면 XY전극간의 셀 전압은 Vt XY 로 유지된 채로 A
Y전극간의 셀 전압이 증대한다. 이 때 AY전극간의 벽전압 Vw AY 도 다소 변화하므로, AY전극간의 셀 전압의 변화율은 
인가전압의 변화율과 약간 다르다.

도 4b를 참조하여, 이 상태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램프전압을 인가하기 이전의 초기벽전압이 점(G)에 있다고 
한다. 램프전압을 인가하는 등의 조작은, 점(G)에서 점(I)을 향하는 방향으로 전압을 증가시켜 가는데 대응한다. 여기
서 벡터(GI)는(Vr XY , Vr AY ) 이다. 램프전압의 인가기간에 있어서의 셀 전압은, Vt폐곡선의 내부에서는 인가전압 벡
터를 따라 증대하고, 점(H)에서 Vt폐곡선에 충돌하면 Vt폐곡선을 따라, 동시방전점(A)을 향해서 이동한다. 도면에서
는 Vt폐곡선상의 XY미소방전에 대응하는 부분(변(AF))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XY전극간의 셀 전압은 Vt XY 로 유
지되고, AY전극간의 셀 전압은 증가하고 있다. Vt폐곡선과 충돌한 후에 셀 전압이 Vt폐곡선을 따라 움직인 셀 전압평
면 상의 거리는 램프전압인가시의 발광량에 대응하고 있다. 즉 Vt폐곡선을 따라 이동한 거리가 클수록 발광량은 많고, 
이동거리는 작을수록 발광량은 적어진다.

셀 전압이 Vt폐곡선상을 이동할 때, 방전이 XY전극간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벽전압의 변화(선분IJ)는 XY전극간에서 
크지만, AY전극간에서도 벽전압은 변화한다. 도면에서 벡터 IJ의 수평성분은 수직성분보다 크다. XY미소방전기간 중
에 변화하는 XY전극간의 벽전압과 AY전극간의 벽전압과의 비(도면 중의 tanθ)는 거의 일정치로 된다. 왜냐하면 XY
미소방전기간 중에는 XY전극간의 전하의 이동이 지배적이고, 제 3 전극에의 전하의 유입은 작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PDP를 도 5에 나타낸 등가회로모델로 생각하면, 이 비는 1/(1+Cw Y /CwX)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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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XY미소방전이 시작하여 벽전압점이 동시방전점(A)을 향하기 위해서는, XY전극간의 인가전압과 AY전극간의 
인가전압의 비(인가전압 벡터의 방향을 나타낸 직선의 경사)가, XY미소방전기간 중에 변화하는 XY전극간의 벽전압과 
AY전극간의 벽전압과의 비(이하 기입비라고 함)보다도 크지 않으면 안된다. 도 6에 인가전압 벡터의 방향을 나타낸 직
선의 경사가, 기입비보다도 클 경우 (인가전압 벡터1)와, 작을 경우(인가전압 벡터2)에 있어서의 셀 전압의 궤적을 나
타낸다. 인가전압 벡터1에서는 XY방전과 AY방전의 동시방전점(A)을 향해서 셀 전압이 이동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인가전압 벡터2에서는 XY방전과 XA방전의 동시방전점(F)을 향해서 셀 전압이 이동하게 된다. 동시에 AY미소방전기
간 중에는 AY전극간의 전하의 이동이 지배적이고, 제 1 전극에의 전하의 유입이 작기 때문에, 이 기간의 기입비도 거
의 일정치이다. 도 5의 등가회로모델로 생각하면 이 비는 1+CwY /CwA 로 된다. 또 마찬가지로 AX미소방전기간 중에
는 AX전극간의 전하의 이동이 지배적이고 제 3 전극에의 전하의 유입이 작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있어서의 기입비도 대
략 일정치이다. 도 5의 등가회로모델로 생각하면, 이 비는 -Cw X /CwA 로 된다.

이상에서 미소방전시의 벽전압의 조정과정이 셀 전압평면상의 Vt폐곡선을 사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였다. 
다음에 본 발명에 의한 동시방전을 확실히 일으키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도 7을 참조하여, 셀 전압평면 상의 인가전압 벡터의 경사를 tanψ로 한다. 또 XY방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의 기입비로 
결정되는 벽전압 벡터의 경사를 tanθXY 로 하고, AY방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의 기입비로 결정되는 벽전압 벡터의 경
사를 tanθAY 로 한다. 지금 경사tanψ의 인가전압 벡터를 사용하여, 셀 전압을 XY방전·AY방전의 동시방전점 A점에 
이동시키고자 하면, 이 인가전압 벡터에 의해서 동시방전점(A)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ψ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tanθAY > tanψ> tanθXY

따라서 XY·AY전극간의 동시방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인가전압의 파형을 설정하면 된다. 
파형은 3각파형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 8에 나타낸 것과 같은 램프전압에 오프세트전압이 중첩된 것이라도 좋다. Vt폐
곡선의 내부에서의 셀 전압을 이동하여도 방전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오프세트에 의해서 셀 전압을 크게 변화시킨 후에, 
램프전압으로 미소방전을 일킨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램프전압의 진폭을 셀 전압이 동시방전점으로 향하는 값으로 선
정한다. 즉 도면 중의 VXY 2, VAY 2가 동시방전점으로 이동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오프세트전압의 
중첩은, 인가전압을 0V로부터 점증시키는 경우에 비해서, 초기화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Vt폐곡선을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를 짧게 하여 초기화과정의 발광량을 저감하는 데에 있어서도 오프세트전압의 중첩은 유효하다.

    
실제의 초기화는 복수의 단계(스텝)로 분리되고, 단계마다Vt폐곡선에 의해서 적절히 설정한 점증전압을 인가한다. 초
기화의 전압설정에는 Vt폐곡선의 형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유효하다. 이 방법으로는 도 9와 같이 동시방전점을 통하고 
또한 다른 동시방전점을 일단부로 하는 변(방전 임계치선)과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 도면에서는 점(A)을 통하고, 또한 
변(BC)에 평행한 직선은 파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직선상에 있는 벽전압은 직선과 같은 방향의 인가전압 벡터를 인
가하면, 2개의 전극간에서 동시에 방전이 개시된다. 먼저 한쪽 전극간의 방전이 생기고, 그 후에 동시방전이 일어나는 
등의 과정을 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6개의 인가전압 벡터를 화살표로 도시하고 있다. 또 인가전압 벡
터는 셀 전압을 동시방전점으로 이동시키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벽전압이 직선상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동
시방전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초기화의 원리를 설명하겠다. 초기화의 개시시점에서는, 그 직전의 표시기간에 있어
서의 점등 셀과 비점등 셀에서 전하상태에 차이가 있다. 램프전압을 인가하기 이전의 벽전압(즉 인가전압이 0인 때의 
셀 전압)은 도a에 둥근 백색으로 나타낸 셀(1)과 셀(2)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

〔1〕 이들 셀의 XA전극간에 제 3 전극이 양극으로 되도록, Vt폐곡선에 의해서 계산한 값Vt XY -VtAY +VtAX 의 전압
을 인가한다. 이 값의 전압인가는 도 10b의 진폭의 램프전압을 XY전극간 ·AY전극간에 인가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전극의 전위를 도 10c와 같이 제어하면 된다. 전압인가에 의해서 XA방전이 일어나고, 2개의 상태의 각각
의 벽전압은 도 10a의 직선(AO) 상의 흑점으로 이동한다. 즉 제 1 램프전압에 의해서 벽전압은 직선(AO) 상에 가지
런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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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음에 XY전극간·AY전극간에 같은 진폭의 제 2 램프전압을 인가한다. 제 1 램프전압에 의해서 벽전압이 직선
AO 상에 가지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제 2 램프전압에 의해서 XY방전과 AY전극간 방전이 동시에 일어난다.

도 10의 예에서는 제 1 램프전압의 진폭을 XY전극간은 -(Vt XY -VtAY +VtAX )/2, AY전극간은 (Vt XY -VtAY +VtA
X)/2로 하였으나, AX전극간의 인가전압이 Vt XY -VtAY + VtAX 이고, 제 1 램프전압으로 XA방전이 생기면 된다. 도 
11에 AX전극간의 인가전압이 VtXY -VtAY +VtAX 이고, XY전극간·AY전극간의 전압이 도 10과 다른 예를 나타낸다.

또 셀 구조의 불균일이 생기거나 Vt폐곡선의 직선근사와 실측과의 오차가 비교적 커지거나, 제 1 램프전압에 의해서 벽
전압이 동시방전점을 통하는 직선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가전압 벡터의 방향이 동시방전점을 향하
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방전을 발생시키도록 하여 벽전압을 어드레싱에 적절한 목표치로 할 수 있다. 엄밀하
게 인가전압을 계산하지 않아도 인가전압 벡터의 방향을 적정하게 설정하면, 확실하게 충분한 초기화를 할 수 있다.

청구항 1 발명의 방법은 독립으로 전위제어가 가능한 적어도 3개의 전극이 배치된 방전 셀을 갖는 PDP에 있어서의 인
가전압의 설정방법으로서, 제 1 전극간의 실효전압과 제 2 전극간의 실효전압의 관계를 나타낸 좌표공간에 있어서, 벽
전하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전하조정방전이 생기는 전압범위를 구하고, 상기 전압범위에 의해서 상기 전하조정방전을 발
생시키기 위해서 상기 방전 셀에 인가하는 점증전압의 파형을 정한다.

청구항 2 발명의 설정방법에서는, 상기 전압범위에 의해서, 상기 전하조정방전에 의한 발광량을 최소화하도록 상기 점
증전압의 파형을 정한다.

청구항 3 발명의 방법은, 독립으로 전위제어가 가능한 적어도 3개의 전극이 배치된 방전 셀을 갖는 PDP의 구동방법이
고, 어드레싱의 전처리로서 각 방전 셀의 적어도 2개의 전극간에서 벽전하량을 변화시키는 전하조정방전을 동시에 발생
시키는 것이다.

청구항 4 발명의 구동방법은 어드레싱의 전처리로서, 각 방전 셀의 제 1 및 제 2 전극간의 쌍방에서 전하조정방전을 발
생시킨 후에, 제 1 및 제 3 전극간의 쌍방에서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키도록 한다.

청구항 5 발명의 구동방법으로는,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간의 쌍방에서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인가하는 
전압의 변화와, 상기 제 1 및 제 3 전극간의 쌍방에서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인가하는 전압의 변화가 실질
적으로 똑 같다.

청구항 6 발명의 구동방법으로는, 일정한 변화율로 증가하는 전압의 인가에 의해서, 상기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키도록 
한다.

청구항 7 발명의 구동방법으로는, 변화율이 서서히 적어지는 둔파파형의 전압의 인가에 의해서 상기 전하조정방전을 발
생시키도록 한다.

청구항 8 발명의 구동방법으로서는,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계단파형의 전압의 인가에 의해서, 상기 전하조정방전을 발생
시키도록 한다.

청구항 9 발명의 구동방법으로는, 인가대상의 전극간의 실효전압이 방전개시전압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변화율이 방
전개시전압을 초과하는 기간의 변화율보다도 큰 파형의 전압의 인가에 의해서, 상기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킨다.

청구항 10 발명의 구동방법으로는, 인가대상의 전극간의 실효전압이 방전개시전압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는 단계적으
로 증가하고, 방전개시전압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단조롭게 증가하는 파형의 전압의 인가에 의해서 상기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킨다.

청구항 11 발명의 구동방법으로, 상기 준비처리는 3개의 전극간에 대한 전압인가의 내용이 다른 복수의 스텝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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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발명의 구동방법은, 표시정보인 필드를 휘도의 웨이트를 가한 복수개의 서브 필드로 구성하는 계조표시에 있
어서, 당해 복수개의 서브 필드는 서로 내용이 다른 상기 준비처리를 하는 2개의 서브 필드를 포함한다.

청구항 13 발명의 구동방법으로는, 상기 필드를 3개의 스텝으로 구성되는 상기 준비처리를 하는 서브 필드와, 2개의 
스텝으로 구성되는 상기 준비처리를 하는 서브 필드를 포함한 복수개의 서브 필드로 구성한다.

청구항 14 발명의 구동방법으로는, 휘도의 웨이트가 가장 큰 서브 필드에 있어서, 3개의 스텝으로 구성되는 상기 준비
처리를 한다.

청구항 15 발명의 표시장치는, 독립으로 전위제어가 가능한 적어도 3개의 전극이 배치된 방전 셀로 이루어지는 화면을 
갖는 PDP와, 어드레싱의 전처리로서 각 방전 셀의 적어도 2개의 전극간에서, 대전극성을 반전시키지 않고 벽전하량을 
변화시키는 전하조정방전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구동회로를 구비한다.

실시예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표시장치의 구성도이다. 표시장치 (100)는 m열 n행의 화면을 갖는 면방전형의 PDP(1)와, 종
횡으로 나란히 배열하는 방전 셀을 선택적으로 발광시키기 위한 드라이버 유닛(70)으로 구성되어 있고, 벽걸이식 텔레
비전수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모니터 등으로 이용된다.

PDP(1)에서는 표시방전을 발생시키도록 한 제 1 및 제 2 전극(X, Y)이 평행배치되고, 전극(X, Y)과 교차하도록 제 
3 전극(어드레스전극) A가 배열되어 있다. 전극(X, Y)은 화면의 행방향(수평방향)으로 뻗어나와 있고, 이들 중 전극
(Y)은 어드레싱에 있어서 행선택을 위한 스캔전극으로서 사용된다. 전극(A)은 열방향(수직방향)으로 뻗어나와 있고, 
열선택을 위한 데이터전극으로서 사용된다.

드라이버 유닛(70)은 구동제어를 담당하는 제어회로(71), 전원회로(73), X드라이버(74), Y 드라이버(77), 및 어드
레스드라이버(80)를 갖고 있다. 드라이버 유닛(70)에는 TV튜너, 컴퓨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R, G, B)의 3색의 휘
도 레벨을 나타낸 다치(多値) 화상데이터인 프레임 데이터 Df가, 각종의 동기신호와 함께 입력된다. 제어회로(71)는 
프레임 데이터 Df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프레임 메모리(711)를 구비하고 있다.

    
프레임 데이터 Df는 프레임 메모리(711)에 일단 격납된 후, 계조표시를 위한 서브 필드 데이터 Dsf로 변환되어서 어드
레스 드라이버(80)에 전송된다. 서브 필드데이터 Dsf는 q개의 서브 프레임을 나타낸 q비트의 표시데이터로서 (1서브 
픽셀당 1비트의 표시데이터가 q화면분 모인 것으로 말할 수도 있다), SF(서브 필드)는 해상도m×n의 2치화상이다. 서
브 필드 데이터 Dsf의 각 비트의 값은 해당하는 하나의 서브 프레임에 있어서의 서브 픽셀의 발광의 여부, 엄밀하게는 
어드레스 방전의 여부를 나타낸다.
    

X드라이버(74)는 n개의 주전극(X)의 전위를 일괄로 제어한다. Y드라이버(77)는 스캔드라이버(78)와 공통드라이버
(79)로 이루어진다. 스캔드라이버(78)는 어드레싱에 있어서의 행선택을 위한 전위 전환수단이다. 어드레스 드라이버
(80)는 서브 필드 데이터 Dsf에 따라서, 합계 m개의 전극(A)의 전위를 제어한다. 이 들 드라이버에는 전원회로(73)
로부터 도시하지 않은 배선도체를 통해서 소정 전력이 공급된다.

    
도 13은 본 발명에 의한 PDP의 셀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PDP(1)는 한쌍의 기판구체(기판 상에 방전 셀의 구성요
소를 설치한 구조체)(10, 20)로 이루어진다. 화면(ES)을 구성하는 각 방전 셀에 있어서, 한쌍의 전극(X, Y)과 전극(
A)이 교차된다. 전극(X, Y)은 전면측의 기판구체(10)의 기재인 유리 기판(11)의 내면에 배열되어 있고, 각각은 면방
전 갭을 형성하는 투명도전막(41)과 행의 전장에 걸쳐서 뻗는 금속막(버스전극)(42)으로 이루어진다. 전극(X, Y)를 
피복하도록 두께 30∼50μm 정도의 유전체층(17)이 설치되고, 유전체층(17)의 표면에는 보호막(18)으로 서 마그네
시아(MgO)가 피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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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A)은 배면측의 기판구체(20)의 기재인 유리 기판(21)의 내면에 배열되어 있고, 유전체층(24)에 의해서 피복되
어 있다. 유전체층(24)의 위에는, 높이150μm 정도의 벨트형상의 격벽(29)이 각 전극(A) 사이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
다. 이들의 격벽(29)에 의해서 방전공간이 행방향(화면(ES)의 수평방향)으로 열마다 구획되어 있다. 방전공간 중의 
각 열에 대응한 열공간(31)은 모든 행에 걸쳐서 연속되어 있다. 그리고 전극(A)의 위쪽 및 격벽(29)의 측면을 포함해
서 배면측의 내면을 피복하도록, 컬러표시를 위한 (R, G, B)의 3색의 형광체층(28R, 28G, 28B)이 설치되어 있다. 도
면 중의 사체(斜體)알파벳(R, G, B)은 형광체의 발광색을 나타낸다. 형광체층(28R, 28G, 28B)는 방전가스가 발하는 
자외선에 의해서 국부적으로 여기되어서 발광한다. 한쌍의 전극(X, Y)에서 획정되는 1행 중의 1열분의 구조체(그 발
광색은 (R, G, B) 중의 어느 것)가 셀이다.
    

도 14는 구동시퀀스의 개요를 나타낸 전압파형도면이다. 전극(X, Y)의 부호에 붙인 첨자는 해당하는 행의 배열순위를 
나타내고, 전극(A)의 부호에 붙인 첨자는 해당하는 열의 배열순위를 나타낸다.

    
표시에 있어서는 계조를 재현하기 위해서, 종래와 같이 시계열의 필드를 소정 개수p의 SF(서브 필드)로 분할한다. 각 
SF에 할당되는 서브 필드기간(TSf)는, 화면의 대전분포를 균일화하는 준비기간(TR), 표시내용에 따른 대전분포를 형
성하는 어드레스기간(TA), 및 계조치에 따른 휘도를 확보하는 서스테인기간(TS)으로 이루어진다. 어드레스기간(TA)
의 길이는 휘도의 웨이트에 의하지 않고 일정하지만, 서스테인기간(TS)의 길이는 휘도의 웨이트가 클수록 길다. 준비
기간(TR)의 길이는 모든 SF에서 같은 내용의 초기화를 행하는 경우에는 일정하고, 휘도의 웨이트에 따라서 초기화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다.
    

준비기간(TR)에 있어서의 초기화과정은 복수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도면은 2단계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PDP(1)에 
대한 실측으로 얻은 Vt폐곡선에 의해서 인가전압 벡터를 계산하고, 단계마다 XY전극간·AY전극간·AX전극간에 적절
한 점증전압(도면에서는 램프전압)을 인가한다. 도 14에서는 모든 전극 A 1 ∼Am 에 대하여 램프파형 펄스(Pra1)와 그
의 반대극성 램프파형 펄스(Pra2)를 순차로 인가하고, 모든 전극 X 1 ∼Xn에 대하여 램프파형펄스(Prx1)와 그의 반대
극성 램프파형 펄스(Prx2)를 순차로 인가하고, 모든 전극 Y 1 ∼Yn에 대하여 램프파형 펄스(Pry1)와 그의 반대극성 램
프파형 펄스(Pry2)를 순차로 인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펄스의 인가란 일시적으로 전극을 기준전위(예를 들면 접지전
위)와 다른 전위로 바이어스하는 것이다.

어드레스기간(TA)에 있어서는, 점등하여야 할 셀에만 점등유지에 필요한 벽전하를 형성한다. 모든 주전극 X 1 ∼Xn및 
모든 전극 Y1 ∼Yn을 소정 전위로 바이어스한 상태로 행선택기간(1행분의 스캔시간)마다 선택행에 대응한 하나의 전극
(Y)에 스캔 펄스(Py)를 인가한다. 이 행선택과 동시에 점등하여야 할 셀에 대응한전극(A)만에 어드레스 펄스(Pa)를 
인가한다. 즉 선택행의 m열분의 서브 필드 데이터 Dsf에 의해서 전극 A 1 ∼Am 의 전위를 2치제어한다. 점등하여야 할 
셀로는 전극(Y)와 전극(A) 사이의 방전이 발생하고, 그 것이 트리거로 되어 (XY)전극간의 면방전이 발생한다. 이 들 
일련의 방전이 어드레스방전이다.

서스테인기간(TS)에 있어서는, 최초에 모든 주전극 Y1 ∼Yn에 대하여 소정 극성(예시에서는 정극성)의 표시 펄스(PS)
를 인가한다. 그 후 전극 X1 ∼Xn과 전극 Y1 ∼Yn에 대하여 교호로 표시펄스(Ps)를 인가한다. 본 예로서는 최종의 표시
펄스(PS)는 전극 X1 ∼Xn에 인가된다. 표시펄스(PS)의 인가에 의해서, 어드레스기간(TA)에 벽전하의 남겨진 셀에서 
면방전이 발생한다. 그리고 면방전이 생길 때마다 전극간의 벽전압의 극성이 반전된다. 또 서스테인기간(TS)에 걸쳐서 
불필요한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극 A1 ∼Am 을 표시펄스(Ps)와 동극성으로 바이어스한다.

이하에 준비기간(TR)에 있어서의 초기화의 여러 가지 예를 든다.

도 15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A)을 양극으로 하는 AX전극간·AY전극간의 동시방전점(B)에 셀 전압
을 이동시킨다.

도 16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X)을 음극으로 하는 AX전극간·YX전극간의 동시방전점(C)에 셀 전압
을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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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Y)을 양극으로 하는 YX전극간·YA전극간의 동시방전점(D)에 셀 전압
을 이동시킨다.

도 18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A)을 음극으로 하는 YA전극간·XA전극간의 동시방전점(E)에 셀 전압
을 이동시킨다.

도 19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X)을 양극으로 하는 XA전극간·XY전극간의 동시방전점(F)에 셀 전압
을 이동시킨다.

도 20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Y)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YX전극간·YA전극간의 동시방전점(D)에 셀 
전압을 이동시키는 경우의 전반단계의 조작으로서, 전극(A)을 양극으로 하는 AX방전을 일으킨다. 여기서 전반단계에
서 AX전극간에 인가하는 전압을 VtYA -VtYX +VAX 의 부근으로 선택하면, 후반단계의 램프전압에 의해서 전극(Y)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YX전극간·YA전극간의 동시방전을 일으킬 수 있다.

도 21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Y)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YX전극간·YA전극간의 동시방전점(D)에 셀 
전압을 이동시키는 경우의 전반단계의 조작으로서, 전극(X)을 양극으로 하는 XA방전을 일으킨다. 여기서 전반단계에
서 XA전극간에 인가하는 전압을 VtYX -VtYA +VtXA 의 부근으로 선택하면, 후반단계의 램프전압에 의해서 전극(Y)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YX전극간·YA전극간의 동시방전을 일으킬 수 있다.

도 22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Y)을 공통음극으로 하는 YX전극간·YA전극간의 동시방전점(A)에 셀 
전압을 이동시키는 경우의 전반단계의 조작으로서, 전극(X)을 양극으로 하는 XA방전을 일으킨다. 여기서 전반단계에
서 XA전극간에 인가하는 전압을 VtAY -VtXY +VtXA 의 부근으로 선택하면, 후반단계의 램프전압에 의해서 전극(Y)을 
공통음극으로 하는 YX전극간·YA전극간의 동시방전을 즉시 일으킬 수 있다.

도 23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A)을 공통음극으로 하는 XA전극간·YA전극간의 동시방전점(E)에 셀 
전압을 이동시키는 경우의 전반단계의 조작으로서, 전극(Y)을 양극으로 하는 YX방전을 일으킨다. 여기서 전반단계에
서 YX전극간에 인가하는 전압을 VtYX -VtYA +VtXA 의 부근으로 선택하면, 후반단계의 램프전압에 의해서 전극(A)을 
공통음극으로 하는 XA전극간·YA전극간의 동시방전을 일으킬 수 있다.

도 24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A)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AX전극간·AY전극간의 동시방전점(B)에 셀 
전압을 이동시키는 경우의 전반단계의 조작으로서, 전극(Y)을 양극으로 하는 YX방전을 일으킨다. 여기서 전반단계에
서 YX전극간에 인가하는 전압을 VtYX -VtAX +VAY 의 부근으로 선택하면 후반단계의 램프전압에 의해서, 전극(A)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AX전극간·AY전극간의 동시방전을 일으킬 수 있다.

도 25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X)을 공통음극으로 하는 YX전극간·AX전극간의 동시방전점(C)에 셀 
전압을 이동시키는 경우의 전반단계의 조작으로서, 전극(Y)을 양극으로 하는 YA방전을 일으킨다. 여기서 전반단계에
서 YA전극간에 인가하는 전압을 VtYA -VtYX +VAX 의 부근으로 선택하면 후반단계의 램프전압에 의해서, 전극(X)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YX전극간·AX전극간의 동시방전을 일으킬 수 있다.

도 26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X)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XA전극간·XY전극간의 동시방전점(F)에 셀 
전압을 이동시키는 경우의 전반단계의 조작으로서, 전극(Y)을 양극으로 하는 YA방전을 일으킨다. 여기서 전반단계에
서 YA전극간에 인가하는 전압을 VtAX -VtXA +VtYA 의 부근으로 선택하면, 후반단계의 램프전압에 의해서, 전극(X)
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XA전극간·YY간의 동시방전을 일으킬 수 있다.

도 27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X)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XA전극간·XY전극간의 동시방전점(F)에 셀 
전압을 이동시키는 경우의 전반단계의 조작으로서, 전극(A)을 양극으로 하는 AY방전을 일으킨다. 여기서 전반단계에
서 AY전극간에 인가하는 전압을 VtAY -VtXY +VtXA 의 부근으로 선택하면, 후반단계의 램프전압에 의해서, 전극(X)
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XA전극간·XY전극간의 동시방전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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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X)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AX전극간·YX전극간의 동시방전점(C)에 셀 
전압을 이동시키는 경우의 전반단계의 조작으로서, 전극(A)을 양극으로 하는 AY방전을 일으킨다. 여기서 전반단계에
서 AY전극간에 인가하는 전압을 VtAY -VtAX +VtYX 의 부근으로 선택하면, 후반단계의 램프전압에 의해서, 전극(X)
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YX전극간·YA전극간의 동시방전을 일으킬 수 있다.

도 29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A)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AY전극간·AX전극간의 동시방전점(B)에 셀 
전압을 이동시키는 경우의 전반단계의 조작으로서, 전극(X)을 양극으로 하는 XY방전을 일으킨다. 여기서 전반단계에
서 XY전극간에 인가하는 전압을 VtXY -VtAY +VtAX 의 부근으로 선택하면, 후반단계의 램프전압에 의해서, 전극(A)
을 공통양극으로 하는 AY전극간·AX전극간의 동시방전을 일으킬 수 있다.

도 30의 예에 있어서의 인가전압 벡터는, 전극(A)을 공통음극으로 하는 XA전극간·YA전극간의 동시방전점(E)에 셀 
전압을 이동시키는 경우의 전반단계의 조작으로서, 전극(X)을 양극으로 하는 XY방전을 일으킨다. 여기서 전반단계에
서 XY전극간에 인가하는 전압을 VtXY -VtXA +VtYA 의 부근으로 선택하면, 후반단계의 램프전압에 의해서, 전극(A)
을 공통음극으로 하는 XA전극간·YA전극간의 동시방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상의 예 중에서 복수의 인가전압 벡터를 선택하여 조합하고, 복수단계의 초기화과정을 구성함으로써, 초기화의 신뢰
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단계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초기화과정의 소요시간이 길어지므로, 단계수를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필드에 있어서의 초기화의 총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단계수가 다른 적어도 2종 이상의 
초기화과정을 조합하는 것이 유효하다.

도 31에 나타낸 시퀀스의 필드기간(Tsf)은 제 1 전압인가 패턴으로 초기화를 행하는 준비기간(TR1)과, 그 것보다도 
단계수가 많은 제 2 전압인가 패턴으로 초기화를 행하는 준비기간(TR2)을 포함한다. 하나의 서브 필드(SF4)에 준비
기간(TR2)이 할당되고, 다른 복수의 서브 필드에는 준비기간(TR1)이 할당되어 있다. 즉 1필드에 1회의 비율로 보다 
확실한 초기화를 한다. 또 임의의 서브 필드에 준비기간(TR1)을 할당할 수 있다.

도 32의 예로서는 각 서브 필드에 준비기간(TR1)을 할당하고, 또 1필드에 1개의 비율로 준비기간(TR2)이 할당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표시과정에서의 표시펄스수가 많을수록 초기화가 불충분하게 되기 쉽다. 도 33의 예에서는 1필드 중
에서 비교적 표시펄스수가 많은 서브 필드의 다음 서브 필드와, 표시펄스수가 적은 서브 필드의 다음 서브 필드와에서 
단계수가 상이한 초기화의 적절한 사용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상의 실시형태에 있어서 램프전압으로 바꾸고, 도 34에 나타낸 둔파파형 또는 도 35에 나타낸 계단파형의 점증전압
을 인가하여도 좋다. 다만 둔파파형의 경우에는 전압변화율이 미소방전을 일으키는 값 이하로 되기 이전에 셀 전압이 
방전개시 임계치전압에 도달해서는 안된다. 또 계단파형의 경우에는 간헐적인 미소방전이 일어나도록, 계단 1스텝당의 
전압변화량과 시간폭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소방전이 일어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전압변화량과 시간폭은 
스텝마다 달리하여도 좋다. 전원임피던스의 영향으로 방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전압변화의 방향이 변하여도 좋다. 또 
예시 이외에서도 미소방전이 일어나는 전압파형이면 그 것을 채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15의 발명에 의하면, 벽전압을 목표대로 조정할 수 있고, 구동전압 마진을 확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독립적으로 전위제어가 가능한 적어도 3개 전극이 배치된 방전 셀을 갖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에서의 인가전압의 
설정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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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전극간의 실효전압과 제 2 전극간의 실효전압의 관계를 나타낸 좌표공간에서, 벽전하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전하조
정방전이 생기는 전압범위를 구하고,

상기 전압범위에 의해서, 상기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상기 방전 셀에 인가하는 점증전압의 파형을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에서의 인가전압의 설정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범위에 의해서 상기 전하조정방전에 의한 발광량을 최소화하도록 상기 점증전압의 파형을 정하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에서의 인가전압의 설정방법.

청구항 3.

독립적으로 전위제어가 가능한 적어도 3개의 전극이 배치된 방전 셀을 갖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으로
서,

어드레싱의 전처리로서, 각 방전 셀의 적어도 2개의 전극간에서 벽전하량을 변화시키는 전하조정방전을 동시에 발생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어드레싱의 전처리로서 각 방전 셀의 제 1 및 제 2 전극간의 쌍방에서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킨 후에, 제 1 및 제 3 전
극간의 쌍방에서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키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간의 쌍방에서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인가하는 전압의 변화와, 상기 제 1 및 제 3 
전극간의 쌍방에서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인가하는 전압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플라스마 디스플레
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율로 증가하는 전압의 인가에 의해서, 상기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키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
법.

청구항 7.

제 3항에 있어서,

변화율이 서서히 작아지는 둔파파형의 전압의 인가에 의해서, 상기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키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
널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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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3항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계단파형의 전압의 인가에 의해서, 상기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키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9.

제 3항에 있어서,

인가대상의 전극간의 실효전압이 방전개시전압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의 변화율이 방전개시전압을 초과하는 기간의 변
화율보다도 큰 파형의 전압의 인가에 의해서, 상기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키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0.

제 3항에 있어서,

인가대상의 전극간의 실효전압이 방전개시전압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방전개시전압을 초과
하는 기간에는 단조롭게 증가하는 파형의 전압의 인가에 의해서, 상기 전하조정방전을 발생시키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1.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준비처리는 3개의 전극간에 대한 전압인가의 내용이 다른 복수의 스텝으로 구성되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2.

제 3항에 있어서,

표시정보인 필드를 휘도의 웨이트(weight)를 더한 복수개의 서브 필드로 구성하는 계조표시에서, 상기 복수개의 서브 
필드는 서로 내용이 다른 상기 준비처리를 하는 2개의 서브 필드를 포함하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필드를 3개의 스텝으로 구성되는 상기 준비처리를 하는 서브 필드와, 2개의 스텝으로 구성되는 상기 준비처리를 
하는 서브 필드를 포함한 복수개의 서브 필드로 구성되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휘도의 웨이트가 가장 큰 서브 필드에서, 3개의 스텝으로 구성되는 상기 준비처리를 하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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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독립적으로 전위제어가 가능한 적어도 3개의 전극이 배치된 방전 셀로 되는 화면을 갖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과,

어드레싱의 전처리로서 각 방전 셀의 적어도 2개의 전극간에서, 대전극성을 반전시키지 않고 벽전하량을 변화시키는 전
하조정방전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구동회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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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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