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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및 그의 구동방법

요약

  주사전극은 인접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공유된다. 유지전극이 주사전극들 사이에 2개씩 제공된다. 유지전극은

인접하는 주사전극을 가진 갭에 의하여 디스플레이 라인을 구성한다. 유지전극은 주사전극의 일측에 배치된 복수개의 유

지전극이 공통접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의 타측에 배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이 공통접속된 제2 유지전극군

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구동된다.

대표도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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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나타내는 부분 단면도;

  도 2는 종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전극배열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각 전극에 인가된 전압 펄스를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4는 인접한 디스플레이 셀의 상부와 하부 사이에 주사전극이 공유된 전극구조를 가진 종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에 있어서, 전극배열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일본특허 제2629944호에 개시된 종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전극배열을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도 6의 B-B선에 대한 단면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9(a) 내지 9(d)는 도 6의 B-B선에 대한 단면상에서 디스플레이 셀 내의 벽전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전극배열을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도 10의 C-C선에 대한 단면도;

  도 12는 제2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13(a) 내지 13(d)는 도 10의 C-C선에 대한 단면상에서 디스플레이 셀 내의 벽전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제3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15는 제4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16은 제5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17(a) 내지 17(d)는 도 10의 C-C선에 대한 단면상에서 디스플레이 셀 내의 벽전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18은 제5 실시예에 있어서, 기수 필드와 우수 필드 사이에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의 어드레스 순서를 변경하는

구동방법을 나타낸 타이밍 차트;

  도 19는 제5 실시예에 있어서, 매 서브 필드마다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의 어드레스 순서를 변경하는 구동방법을 나

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20은 제6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21(a) 내지 21(d)는 도 10의 C-C선에 대한 단면상에서 디스플레이 셀 내의 벽전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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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2는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따른 구동방법에 사용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의 전극배열을 나타내는 도

면;

  도 23은 제7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및

  도 24(a) 내지 24(f)는 도 22의 A-A선에 대한 단면상에서 디스플레이 셀 내의 벽전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도 26은 도 6의 B-B선 대한 단면상에서 디스플레이 셀 내의 벽전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27은 제8 실시예에 의한 입력계조(入力階調)와 서브 필드 선택의 관계를 나타내는 LUT의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

  도 28은 디스플레이 셀(12d)의 입력계조레벨이 127로 고정되고 디스플레이 셀(12e)의 입력계조레벨이 100 내지 150으

로 변하는 경우의 디스플레이 셀(12d)의 출력레벨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29는 디스플레이 셀(12d)의 입력계조레벨이 127로 고정되고 디스플레이 셀(12e)의 입력계조레벨이 100 내지 150으

로 변하는 경우의 디스플레이 셀(12e)의 출력레벨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30은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 및

  도 31은 도 6의 B-B선 대한 단면상에서 디스플레이 셀 내의 벽전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기판

  2:주사전극

  3:유지전극

  4:트레이스전극

  5:데이터전극

  6:방전공간

  7:격벽

  8:형광체층

  9:제1 유전체층

  10:보호층

  11:제2 유전체층

  12:디스플레이 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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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및 그의 구동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교류(AC)방전형 매트릭스 디스

플레이를 수행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조 및 그의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및 그의 구동방법에 대한 제1 종래기술은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은 종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나타내는 부분단면도이다. 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는 두 개의 유리로 구성된 전면과 후면의 투

명한 절연기판(1a 및 1b)이 제공된다.

  절연기판(1a)상에는, 투명한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이 형성되고, 전극의 저항 값이 낮아지도록 트레이스전극(4)은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에 중복되게 배열된다. 또한, 제1 유전체층(9)은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을 피복하도록 형

성되고, 산화마그네슘 등으로 구성된 보호층(10)은 방전으로부터 제1 유전체층(9)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성된다.

  절연기판(1b)상에는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에 수직하게 연장된 데이터전극(5)이 형성된다. 또한, 제2 유전체층(11)

은 데이터전극(5)을 피복하도록 형성된다. 제2 유전체층(11)상에는 데이터전극(5)과 동일한 방향으로 연장된 격벽(7)은

표시단위인 디스플레이 셀을 구획하도록 형성된다. 또한, 격벽(7)의 측면과 격벽(7)이 형성되지 않은 제2 유전체층(11)의

표면상에는, 방전가스의 방전에 의하여 발생된 자외선을 가시광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형광체층(8)이 형성된다.

  절연기판들(1a 및 1b) 사이에 끼어있고 격벽(7)에 의하여 구획된 공간은 헬륨, 네온, 크세논 등이나 그의 혼합 가스로 구

성된 방전가스에 의하여 채워진 방전공간(6)이 된다.

  상기 구조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면전하(100)는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서 발생된다.

  도 2는 종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극배열을 나타내는 개요도이다. 하나의 디스플레이 셀(12)은 하나의 주사전

극(2), 하나의 유지전극(3), 및 이들 전극에 수직한 하나의 데이터전극(5)의 교차점에 제공된다. 주사전극(2)은, 개별적으

로 주사전압 펄스가 인가될 수 있도록, 도시되지 않은 주사드라이버 집적회로(IC)에 접속된다. 유지전극(3)은 공통 파형만

을 인가하기 때문에, 전부가 전기적으로 패널의 끝부분 또는 구동회로에 공통접속된다.

  다음, 디스플레이 셀의 선택적인 디스플레이 동작을 설명한다. 도 3은 각 전극에 인가된 전압 펄스를 나타내는 타이밍 차

트이다. 도 3에 있어서, 기간 A는 용이하게 방전을 발생시키기 위한 예비방전기간이고, 기간 B는 각 디스플레이 셀에 대한

디스플레이의 on/off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동작기간이고, 기간 C는 모든 선택된 방전셀들에서 디스플레이 방전을 수행하

기 위한 유지방전기간이고, 기간 D는 디스플레이 방전을 멈추기 위한 유지소거기간이다.

  먼저, 예비방전기간A에는, 방전개시문턱전압을 초과하는 전압을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 인가할 때, 방전은

모든 디스플레이 셀(12)에서 발생되어 벽전하가 형성된다. 그 후, 무딘 펄스(dull pulse)에 의한 약방전(弱放電)을 이용하

여,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상에 형성된 벽전하는 중성화되어 소거된다.

  다음, 선택동작기간B에는, 각 주사전극(2)에 주사펄스를 순차적으로 인가함과 동시에 이미지 데이터에 따라 데이터전극

(5)에 데이터 펄스를 인가하여, 벽전하는 디스플레이를 수행할 디스플레이 셀(12)의 주사전극(2)상에만 형성된다.

  그 후, 유지방전기간C에는, 모든 주사전극(2)과 모든 유지전극(3)에 서로 위상이 반전된 유지펄스들을 인가한다. 그 결

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방전은 선택동작기간B 동안 벽전하가 형성된 디스플레이 셀(12)에만 발생된다.

  유지소거기간D에는, 무딘 펄스에 의하여 벽전하는 중성화되어 소거됨으로써 초기 상태로 돌아온다.

  실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구동에 있어서, 전술한 예비방전기간A이나 선택동작기간B로부터 유지소거기간D까지를

하나의 서브 필드라 하고, 유지방전기간C에 있어서 펄스의 수가 변화되는 복수개의 서브 필드를 조합시켜 1개의 필드가

되고, 각 서브 필드의 on/off의 선택에 의하여 디스플레이의 휘도 조정을 행하고 있다. 이 때, 입력계조(入力階調)에 대한

서브 필드의 선택상태는 룩업테이블(lookup table; LUT)을 참조하여 결정된다. LUT에는 모든 입력계조에 대한 서브 필

드의 선택상태가 일의적으로 기술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유지방전만을 수행하는 유지기간이 다른 기간으로부터 독립된 방식에 있어서, 유지방전기간C에

인가된 유지 펄스의 주기를 변화시킴으로써 휘도가 제어될 수 있고, 고휘도는 고주파를 공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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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디스플레이 패널 및 그의 구동방법에 대한 제2 종래기술을 설명한다. 도 4는 주사전극이 상하의 인접한 디스플레이

셀들 사이에 공유된 전극구조를 가지는 종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극배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주사전극(2)을

공유하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 셀(12)의 각 방전공간은 주사전극(2) 상에 형성된 격벽(도 4에는 미도시)에 의하여 물리적으

로 분리된다. 그러한 구조를 갖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은 예를 들면, 일본특허 제2629944호에 개시되어 있다.

  도 5는 일본특허 제2629944호에 개시된 종래 구동방법을 나타낸다. 유지 펄스의 간격에 있어서, 예비방전펄스 및 선택

소거펄스는 순차적으로 주사전극Y에 인가되고, 상하의 라인들에 있는 유지전극X에 예비방전 펄스가 선택적으로 인가되어

상하의 디스플레이라인은 개별적으로 선택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셀들이 복수개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복수개의 주사전극이 그 블록들에 공유된 구조를 갖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제3종래기술)은 일본공개특허공보 제2000-56731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 종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

널에 있어서, 소거선택을 전술한 일본특허 제2629944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제1종래기술에 나타낸 종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각 주사전극(2)은 개별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주사전

극(2)과 동일한 수(즉, 디스플레이 라인의 수)의 주사드라이버IC의 출력단자들을 필요로 한다. 한편, 주사드라이버IC에는

높은 내전압(耐電壓) 및 높은 반응속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아서 비용절감을 위하여 그 사용 수량을 줄일 필요

가 있다.

  또한, 제2 종래기술에 나타낸 종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주사전극들(2)의 수는 디스플레이라인수에 대하

여 반으로 감소되어 주사드라이버IC의 수는 반으로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특허 제2629944호에 개시된 구동방법에

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디스플레이 라인들 상의 모든 디스플레이 셀들을 발광시키기 위한 펄스(Vwy) 및 디스플레이 셀을 선택하기 위한

펄스(Vey)의 두 종류 펄스를 주사전극에 순차적으로 인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의 구동에 있어서, 도시되지 않은 각

디스플레이 라인의 방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펄스를 주사전극에 순차적으로 인가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주사드라이버

IC를 포함하는 주사회로가 복잡하게 되고, 그에 의하여 주사드라이버IC의 수량을 감하는 비용과 관련된 이점을 충분히 얻

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둘째, 많은 펄스들이 디스플레이용의 일정한 펄스(유지펄스) 내에 인가되기 때문에, 유지펄스의 주기를 짧게 하는 것이

어렵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휘도는 방전횟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휘도를 쉽게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

  셋째, 디스플레이를 행하지 않는(비선택) 디스플레이 셀에 있어서도, 수회(5회 정도)의 방전이 행해지기 때문에, 흑레벨

(black level)의 휘도가 상승하여 영상의 콘트래스트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제2 및 제3 종래기술들과 같은 소거선택형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은, 흑레벨의 휘도가 높고 화면전체의 콘트래스

트가 부족하여 충분한 화질을 얻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높은 콘트래스트를 얻을 수 있고, 휘도의 감소를 가지지 않으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순차

(progressive)구동이 가능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및 그의 구동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일면에 의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은, 서로 대향하도록 위치된 제1 기판과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1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제1 방향에 평행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 상기 주사전극들 중에서 인

접한 두 개의 주사전극들 사이에 두 개씩 제공된 복수개의 유지전극;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2 기판의 면상에 제

공되어 상기 제1 방향에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터전극; 상기 주사전극과 유지전극을 피복하는 유전체

층; 및 상기 제2 방향으로 상기 주사전극들을 두 개의 영역으로 구획하는 격벽을 포함한다. 상기 주사전극은 인접한 디스

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공유된다. 상기 유지전극은 상기 주사전극의 일측에 위치된 상기 복수개의 유지전극들이 공통접

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의 타측에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2 유지전극군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구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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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있어서, 주사전극이 인접하는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복수개의 유지전극들은 주사전극의 일측

에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주사전극의 타측에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들이 공통

접속된 제2 유지전극군으로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구동된다. 따라서, 주사전극들과 그의 양측에 위치된 유지전극들을 조

합한 구동방법에 의하여 디스플레이 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주사드라이버IC의 출력수(出力數)가 디스

플레이 라인 수의 약 반으로 감소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일면에 의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은, 서로

대향하도록 위치된 제1 기판과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1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제1 방향에 평행하

게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으로서, 배열된 순서로 복수개씩 공통접속되어 주사전극군을 이루는 복수개의 주사전극; 상

기 주사전극들 중에서 인접한 두 개의 주사전극들 사이에 하나씩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으로서, 상기 주사전극군의 하

나에 속하는 상기 주사전극들 사이에서 디스플레이 라인들을 형성하는 유지전극들은 다른 유지전극군에 속하도록 공통접

속된 복수개의 유지전극;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2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상기 제1 방향에 수직한 제2 방향으

로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터전극; 및 상기 주사전극과 상기 유지전극을 피복하는 유전체층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하나의 유지전극군과 상기 각 주사전극들 사이에서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예비방전을 발생시킨 디스플레

이 라인에서 각 디스플레이 셀의 영상데이터에 따라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유지전극군을 순차적으

로 선택하면서, 상기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반복한다. 상기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들의 최소한 하나의 단계는 디스플레이를 수행하는 디스플레이 셀 내에서 상기 주사전극과 상기 데이터전극 사이의

대향방전을 발생시킴으로써 상기 주사전극과 상기 유지전극 상에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의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은 서

로 대향하도록 위치된 제1 기판과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1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제1 방향에 평행

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으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복수개의 주사전극; 상기 주사전극

들 중에서 인접한 두 개의 주사전극들 사이에 두 개씩 제공된 복수개의 유지전극으로서, 상기 주사전극의 일측에 위치된

상기 복수개의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의 타측에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들이 공통

접속된 제2 유지전극군으로 분리된 복수개의 유지전극;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2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상기

제1 방향에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터전극; 상기 주사전극과 유지전극을 피복하는 유전체층; 및 상기

제2 방향으로 상기 주사전극들을 두 개의 영역으로 구획하는 격벽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제1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군 사이에서 제1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단계; 상기 제1 예비방전을 발생시킨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제2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들 사이에서 제2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제2 예비방전

을 발생시킨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의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은 서

로 대향하도록 위치된 제1 기판과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1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제1 방향에 평행

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으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복수개의 주사전극; 상기 주사전극

들 중에서 인접한 두 개의 주사전극들 사이에 하나씩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으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기수의 상기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우수의 상기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2 유지전극

군으로 분리된 복수개의 유지전극;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2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상기 제1 방향에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터전극; 상기 주사전극과 유지전극을 피복하는 유전체층; 및 상기 제2 방향으로 상기

주사전극들을 두 개의 영역으로 구획하는 격벽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제1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들 사이에

서 제1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단계; 상기 제1 예비방전을 발생시킨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상

기 제2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들 사이에서 제2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제2 예비방전을 발생시킨 디스

플레이 라인에서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예비방전과 선택동작이 수행되고, 유지전극군에 속하

는 디스플레이 라인마다 순차적으로 예비방전과 선택동작이 수행된 다음에, 모든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선택동작이 수행된

후, 디스플레이를 위한 유지방전을 수행하는 유지방전기간으로 이행된다. 따라서, 예비방전이 발생된 디스플레이 라인에

서만 선택동작이 수행되기 때문에, 주사전극을 공유하는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에도 개별적으로 선택동작이 수행되는 것

이 가능하다.

  상기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단계 및 그에 관련된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들 중의 최소한 하나의 단계에 상기 주사전

극 및 유지전극 상에 서로 반대극성을 가진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주사전극과 상기 데이터전극 사이에 대향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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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생시켜 디스플레이를 수행하지 않는 디스플레이 셀의 벽전하를 소거하는 단계를 제공함으로써, 소거선택형(消去選擇

型)의 구동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유지전극군에서만 예비방전에 의하여 벽전하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선택동작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벽전하의 소거단계 후, 벽전하가 소거되지 않은 디스플레이 셀에서 방전을 발생시켜 벽전하의 극성을 반전시

킴으로써, 필요한 벽전하가 다음의 유지전극군의 어드레스기간에 잘못 소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들 중의 최소한 하나의 단계에, 디스플레이를 수행하는 디스플레이 셀에서 상기 주

사전극과 상기 데이터전극 사이에 대향방전을 발생시켜 상기 주사전극 및 유지전극 상에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계를 제공

함으로써, 입력선택형(入力選擇型)의 구동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력선택형의 선택동작에는, 선택동작을 수행

하는 유지전극군에만 예비방전에 의하여 벽전하를 중성화시켜 소거함으로써, 다른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에서 선택동작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제1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단계에, 상기 주사전극에 인가된 전압펄스와 반대극성을 가진 벽전하를 예비방전에 의

하여 모든 상기 주사전극 상에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 사이에 소거펄스를 인가함으로써

예비방전에 의하여 벽전하를 소거하는 단계를 제공하며; 상기 제1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선택동작

을 수행하는 단계에, 상기 제1 유지전극군의 전압을 상기 주사전극들 사이의 유지방전을 발생시키는 전압으로 유지시키는

단계; 및 상기 예비방전에 의하여 벽전하의 소거가 수행된 디스플레이 라인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수행하는 디스플레이

셀 내에서 상기 주사전극과 상기 데이터전극 사이에 대향방전을 발생시킴으로써,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계를 제공하며; 상

기 제2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단계에, 상기 제2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 사이에 소거펄스를 인가함으로써 예비방전

에 의하여 벽전하를 소거하는 단계를 제공하며; 상기 제2 예비방전을 발생시킨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상기 선택동작을 수

행하는 단계에, 상기 제1 유지전극군의 전압을 상기 주사전극 사이의 유지방전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압으로 유지시키는

단계 및 상기 예비방전에 의하여 벽전하의 소거가 수행되는 디스플레이 라인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수행하는 디스플레이

셀 내에서 상기 주사전극과 상기 데이터전극 사이에 대향방전을 발생시켜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계를 제공함으로써, 입력

선택형의 선택동작에 있어서, 주사전극을 공유하는 디스플레이 셀에서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측이 선택되지 않고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측이 선택되는 경우에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셀의 어드레스기

간에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디스플레이 셀에서도 대향방전이 발생되지만, 제1 유지전극군은 주사전극과의 사이에서

충분한 방전이 발생되지 않는 전압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주사전극 및 유지전극에는 벽전하가 발생되지 않고, 유지방전기

간에서 방전의 발생이 방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의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서로 대향하도록 위치된 제1 기판과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1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제1 방향에 평행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으

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복수개의 주사전극; 상기 주사전극들 중에서 인접한 두 개의 주사전극

들 사이에 두 개씩 제공된 복수개의 유지전극으로서, 상기 주사전극의 일측에 위치된 상기 복수개의 유지전극들이 공통접

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의 타측에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2 유지전극군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복수개의 유지전극;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2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상기 제1 방향에 수

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터전극; 상기 주사전극과 유지전극을 피복하는 유전체층; 및 상기 제2 방향으로

상기 주사전극들을 두 개의 영역으로 구획하는 격벽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영상데이터에 따라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에서 벽전하를 형성함으로써, 디스플

레이 셀과 상기 주사전극 및 데이터전극을 공유하고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에서

동일한 극성의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에서 형성된 벽전하를 소거하는 단계; 및

  영상데이터에 따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에서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의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서로 대향하도록 위치된 제1 기판과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1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제1 방향에 평행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으

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복수개의 주사전극; 상기 주사전극들 중에서 인접한 두 개의 주사전극

들 사이에 하나씩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으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기수의 상기 유지전극들

이 공통접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우수의 상기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2 유지전극군으로 분리된 복수개의 유지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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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2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상기 제1 방향에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

터전극; 상기 주사전극과 유지전극을 피복하는 유전체층; 및 상기 제2 방향으로 상기 주사전극들을 두 개의 영역으로 구획

하는 격벽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영상데이터에 따라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에서 벽전하를 형성함으로써, 디스플

레이 셀과 상기 주사전극 및 데이터전극을 공유하고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에서

동일한 극성의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에서 형성된 벽전하를 소거하는 단계;

  영상데이터에 따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에서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의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서로 대향하도록 위치된 제1 기판과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1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제1 방향에 평행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으

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복수개의 주사전극; 상기 주사전극들 중에서 인접한 두 개의 주사전극

들 사이에 두 개씩 제공된 복수개의 유지전극으로서, 상기 주사전극의 일측에 위치된 상기 복수개의 유지전극들이 공통접

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의 타측에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2 유지전극군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복수개의 유지전극;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2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상기 제1 방향에 수

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터전극; 상기 주사전극과 유지전극을 피복하는 유전체층; 및 상기 제2 방향으로

상기 주사전극들을 두 개의 영역으로 구획하는 격벽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

플레이 셀 사이에서 극성이 다른 벽전하를 상기 주사전극 및 유지전극 상에 형성하는 단계;

  영상데이터에 따라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에서 상기 벽전하를 소거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 내에 있는 상기 벽전하의 극성을 반전시키는

단계; 및

  영상데이터에 따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에서 상기 벽전하를 소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의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서로 대향하도록 위치된 제1 기판과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1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제1 방향에 평행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으

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복수개의 주사전극; 상기 주사전극들 중에서 인접한 두 개의 주사전극

들 사이에 하나씩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으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기수의 상기 유지전극들

이 공통접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우수의 상기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2 유지전극군으로 분리된 복수개의 유지전극;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2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상기 제1 방향에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

터전극; 상기 주사전극과 유지전극을 피복하는 유전체층; 및 상기 제2 방향으로 상기 주사전극들을 두 개의 영역으로 구획

하는 격벽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

플레이 셀 사이에서 극성이 다른 벽전하를 상기 주사전극 및 유지전극 상에 형성하는 단계;

  영상데이터에 따라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에서 상기 벽전하를 소거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 내에 있는 상기 벽전하의 극성을 각각 반전시키는

단계; 및

  영상데이터에 따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에서 상기 벽전하를 소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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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구동방법을 채용함으로써 서로 분할되어 구동되는 유지전극군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회로의 수가 감소된다. 그 결

과,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상기 어드레스단계에 있어서, 복수개의 상기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 또는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

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군을 포함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

에, 1화면을 구성하는 필드마다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변경하는 단계가 제공될 수 있다. 입력선택방식에 있어서, 제1 유

지전극군에 포함되는 디스플레이 셀에서만, 비선택형에서도 입력시의 대향방전이 발생된다. 대향방전의 강도 자체는 그렇

게 강하지는 않지만, 제1 유지전극군에만 발생되면 패널 전체에는 디스플레이 라인 피치(pitch)의 두 배의 피치로 선형의

노이즈가 발생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필드마다 어드레스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입력에 의한 방전을

패널 전체에서 평균화시켜 노이즈로서의 인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복수개의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 또는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이 포함된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상기 어드

레스단계마다 또는 복수회(複數回)의 어드레스단계마다 변경하는 단계가 제공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어드레스의

순서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선형의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연영상(natural image)에 있어서 각 서브 필드의

선택은 실질적으로 불규칙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브 필드마다 어드레스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입력

에 의한 방전을 패널 전체에 평균화하여 노이즈로서의 인식을 방지할 수 있다.

  서브 필드마다 어드레스의 순서를 변경하고 필드마다 어드레스의 순서를 변경하면, 불필요한 입력에 의한 방전이 보다

일층 평균화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의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서로 대향하도록 위치된 제1 기판과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1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제1 방향에 평행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으

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복수개의 주사전극; 상기 주사전극들 중에서 인접한 두 개의 주사전극

들 사이에 두 개씩 제공된 복수개의 유지전극으로서, 상기 주사전극의 일측에 위치된 상기 복수개의 유지전극들이 공통접

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의 타측에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2 유지전극군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복수개의 유지전극;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2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상기 제1 방향에 수

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터전극; 상기 주사전극과 유지전극을 피복하는 유전체층; 및 상기 제2 방향으로

상기 주사전극들을 두 개의 영역으로 구획하는 격벽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주사전극 및 데이터전극을 공유하는 2개의 디스플레이 셀의 각 입력계조레벨을 고려하여 서브 필드를 선택하는 단

계를 포함하고, 선택된 서브 필드의 조합에 의하여 복수의 계조레벨이 표현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의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서로 대향하도록 위치된 제1 기판과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1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제1 방향에 평행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으

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복수개의 주사전극; 상기 주사전극들 중에서 인접한 두 개의 주사전극

들 사이에 하나씩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으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기수의 상기 유지전극들

이 공통접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우수의 상기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2 유지전극군으로 분리된 복수개의 유지전극;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2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상기 제1 방향에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

터전극; 상기 주사전극과 유지전극을 피복하는 유전체층; 및 상기 제2 방향으로 상기 주사전극들을 두 개의 영역으로 구획

하는 격벽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주사전극 및 데이터전극을 공유하는 2개의 디스플레이 셀의 각 입력계조레벨을 고려하여 서브 필드를 선택하는 단

계를 포함하고, 선택된 서브 필드의 조합에 의하여 복수의 계조레벨이 표현된다.

  서브필드를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2개의 디스플레이 셀의 입력계조레벨과 상기 2개의 디스플레이 셀들의 간섭에 의한

발광량(發光量)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단계를 포함하여도 좋다. 상기 서브 필드를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2개의 디스플레

이 셀들 사이의 간섭에 의한 발광량을 포함하는 출력계조레벨과 입력계조레벨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수행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런 구동방법에 의하면, 서로 인접한 디스플레이 셀 사이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발광(혼선;crosstalk)이 각 디스플레이

셀에 있는 서브 필드의 선택상태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광의 일부로서 이용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발광에 의하여 입력계조

와 디스플레이계조(출력계조) 사이의 편차가 현저하게 억제된다.

등록특허 10-0508985

- 9 -



  본 발명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및 그의 구동방법에 의하면, 각 주사전극에 대응하는 유지전극과의 사이에서

수행되는 예비방전에 의하여 선택이 수행되는지의 가부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위하여 필요한 주사드라

이버IC의 출력수(出力數)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유지방전기간은 모든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공유되고 유지방전만이 수

행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방전펄스의 주파수를 높게 하여 높은 휘도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입력선택형의 단계를 이용함으로써, 흑(黑)레벨의 휘도를 충분히 작게 하여 높은 콘트래스트를 얻을 수 있다.

  적어도 바람직하게는 유지전극을 포함하여 주사전극을 상하에 인접하는 디스플레이 셀들 사이에 공유시킬 수 있어서, 금

속트레이스전극의 수를 감소시켜 개구율을 높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라인의 수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사전극의 수, 즉, 주사드라이버IC의 출력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회

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필드 및 서브 필드에 있어서, 모든 디스플레이 셀에서 디스플레이의 on/off를 제어하

는 구동, 즉, 완전한 진보적인 구동이 가능하다. 또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조의 무질서를 작게 할 수 있다. 한편,

높은 유지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디스플레이하지 않는 휘도를 작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휘도와

높은 콘트래스트를 가진 영상표시를 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극배열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7은 도 6의 B-B선

에 대한 단면도이다.

  제1 실시예에는, 서로 동일한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이 위치한다. 최상부와 최하부에는

유지전극(3)이 위치하며, 그의 안 쪽에는 주사전극(2)이 위치한다. 그리고, 그의 더 안 쪽에는 두 개의 유지전극(3)을 구성

하는 한 쌍의 유지전극과 하나의 주사전극(2)이 교대로 위치한다. 또한,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에 수직하게 연장된 복

수개의 데이터전극(5)이 위치된다. 그리고, 하나의 디스플레이 셀(12)이 서로 평행한 한 쌍의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3)

과 이들의 전극에 수직한 하나의 데이터전극의 교점에 제공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주사전극(2)은 상하의 인접한 디스플레이 셀(12) 사이에 공유되며, 도시되지 않은 주사드라이버IC

의 출력핀에 접속된다. 따라서, 주사드라이버IC의 출력수(出力數)는 디스플레이 라인 수의 1/2이다. 한편, 유지전극(3)은

각 주사전극(2)의 상측에 위치된 제1 유지전극군(維持電極群;103d)과 각 주사전극(2)의 하측에 위치한 제2 유지전극군

(103e)으로 분할되고, 각 군(群)의 디스플레이 영역 외측에 전기적으로 공통접속된다.

  제1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전면과 후면에는 유리로 구성된 두 개 절연기판(1a 및 1b)이 제공된

다.

  절연기판(1a) 상에는, 투명한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이 형성되고, 이들 전극의 저항 값을 낮추기 위하여 트레이스전

극(4)이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에 중첩되도록 형성된다. 또한, 제1 유전체층(9)은 주사전극(2), 유지전극(3) 및 트레

이스전극(4)을 피복하도록 형성되고, 방전으로부터 제1 유전체층(9)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화마그네슘 등으로 구성된 보호

층(10)이 형성된다.

  절연기판(1b)상에는,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에 수직하게 연장된 데이터전극(5)이 형성된다. 또한, 제2 유전체층(11)

은 데이터전극(5)을 피복하도록 형성된다. 제2 유전체층(11)상에는, 데이터전극(5)에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된 격벽(7)은

표시단위인 디스플레이 셀마다 주사전극(2)을 구획하도록 형성된다. 또한, 격벽(7)의 측면과 격벽(7)이 형성되지 않은 제2

유전체층(11)의 표면상에는, 방전가스의 방전에 의하여 발생된 자외선을 가시광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형광체층(8)이 형

성된다.

  절연기판들(1a 및 1b) 사이에 끼어있고 격벽(7)에 의하여 구획된 공간은 헬륨, 네온, 크세논 등이나 그의 혼합 가스로 구

성된 방전가스에 의하여 채워진 방전공간(6)이 된다. 또한, 모든 표시단위마다 방전공간(6)을 분리하고 동시에 방전공간

(6)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전극(5)에 평행한 방향으로 격벽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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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술한 구조의 제1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동작, 즉, 그의 구동방법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타이밍 차트이다. 또한, 도 9는 도 6의 B-B선에 대한 단면상의 디스플레이 셀 내에 있는 벽전하

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도 9(a) 내지 9(d)가 도 8의 기간A 내지 D의 종료 시점에서 벽전하의 상태를 각각 나타내는

도면이다.

  먼저, 제1 예비방전기간A에는, 음극성의 톱니파형을 가진 예비방전펄스(Vpc1)가 유지전극군(103d)에 인가되고, 반대극

성의 동일한 위상을 가진 예비방전펄스(Vps1)가 주사전극(2)에 인가된다. 이때, 예비방전펄스(Vpc1 및 Vps1)에 의하여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 얻어진 전위차는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의 방전개시전압 보다 높도록 설정된

다. 또한, 주사전극(2)의 전압파형과 동일한 전압파형을 가진 펄스가 유지전극군(103e)에 인가된다.

  제1 예비방전기간A에 그러한 펄스들을 인가함으로써,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

(12d)에는, 예비방전펄스(Vpc1 및 Vps1)를 인가하는 동안 방전개시전압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주사전극(2)을 양극으로

하는 방전이 발생된다. 따라서, 도 9(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음의 벽전하가 주사전극(2) 상에 형성되고, 양의 벽전하가 유

지전극(3) 상에 형성된다. 한편,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에는 전위차가 발생

되지 않기 때문에, 도 9(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러한 방전이 발생되지 않는다.

  다음, 제1 선택동작기간B에는, 주사전극(2)에 주사펄스(Vw)를 인가한다. 이 때, 주사펄스(Vw)의 전압은, 예비방전에 의

하여 벽전하가 형성된 디스플레이 셀(12) 내에서도 방전이 단독으로 발생되지 않는 정도의 전압으로 설정된다. 또한, 데이

터전극(5)에 대해서는, 영상데이터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행하지 않는 off디스플레이 셀에만 주사펄스(Vw)에 동기된 데이

터펄스(Vd)를 인가한다. 여기서, 데이터펄스(Vd) 및 주사펄스(Vw) 사이의 전위차는, 그의 전위차 단독으로는 주사전극

(2)과 데이터전극(5) 사이의 방전개시전압을 넘지 못하지만 주사전극(2) 상에 형성된 음의 벽전하가 중첩된 경우에만 방

전개시전압을 넘도록 설정된다. 이 때문에, 디스플레이 셀(12d) 중에서 데이터펄스(Vd)가 인가된 디스플레이 셀에는 주사

펄스(Vw) 및 데이터펄스(Vd)에 의하여 주사전극(2)과 데이터전극(5) 사이에 방전이 발생되고, 이 방전을 트리거로 사용

하여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도 방전이 발생한다. 여기서, 각 주사펄스(Vw)의 인가시간은, 예를 들면, 1.5㎲정

도로 짧게 설정된다. 이 때문에,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 방전이 발생되어도, 반대극성의 벽전하가 형성되기 전

에 방전이 종료해 버린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셀(12d) 중에서 데이터펄스(Vd)가 인가된 디스플레이 셀에서는 예비방전기

간A 동안에 형성된 벽전하가 소거된다. 한편, 데이터펄스(Vd)가 인가되지 않은 디스플레이 셀에는 방전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벽전하에 변화가 없다. 그 후, 주사전극(2)에 제1 유지방전펄스(Vs11)를 인가한다. 그 결과, 도 9(b)에 나타낸 것

처럼, 벽전하가 소멸되지 않은 디스플레이 셀, 즉, on의 디스플레이 셀에서만 방전이 발생되고, 동시에 주사전극(2) 및 유

지전극(3) 상에 반대극성의 벽전하가 형성된다. 도 9(b)는 디스플레이 셀(12d)이 on인 경우를 나타낸다. 한편, 유지전극군

(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에는, 제1 예비방전기간A 동안 주사전극(2) 상에 벽전하가 형성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전도 발생되지 않는다.

  다음, 제2 예비방전기간C에는, 음극성의 톱니파형을 가진 예비방전펄스(Vpc2)가 유지전극군(103e)에 인가되고, 반대극

성의 동일한 위상을 가진 예비방전펄스(Vps2)가 주사전극(2)에 인가된다. 또한, 주사전극(2)과 동일한 전압 파형을 가진

펄스가 유지전극군(103d)에 인가된다. 따라서,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에서

방전이 발생되고, 도 9(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음의 벽전하는 주사전극(2)상에 형성되고, 양의 벽전하는 유지전극(3) 상에

형성된다. 한편,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에는 전위차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

에, 방전이 발생되지 않는다.

  다음, 제2 선택동작기간D에는, 제1 선택동작기간B와 동일한 방법으로, 음의 주사펄스(Vw)가 주사전극(2)에 순차로 인

가되고,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의 영상데이터에 따라 데이터전극(5)에 양의

데이터펄스(Vd)가 인가된다. 그러므로, 벽전하는 off의 디스플레이 셀(12e)에서만 소거될 수 있다. 그 후, 제2 유지방전펄

스(Vs2)가 주사전극(2)에 인가된다. 그 결과, 방전은 벽전하가 사라지지 않은 디스플레이 셀, 즉, on 디스플레이 셀에서만

발생되고, 그와 동시에, 도 9(d)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대극성의 벽전하가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상에 형성된다. 도

9(d)는 디스플레이 셀(12d)이 on인 경우를 나타낸다. 이때,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의 주사전극(2) 상에는, on의 상태로 선택된 경우 양의 벽전하가 형성되고, off의 상태로 선택된 경우 벽전하는 형

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2 선택동작기간에는,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에서

어떤 방전도 발생되지 않는다.

  그 후, 유지방전기간E에는, 모든 주사전극들(2)과 유지전극들(3)에 서로 반전된 극성을 가진 유지방전펄스들(Vs)을 인가

한다. 그 결과, 방전이 발생되고, 벽전하가 선택동작기간 B 및 D에서 소거되지 않은 디스플레이 셀(12)에서만 디스플레이

를 위한 발광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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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유지소거기간F에는, 무딘 파형을 가진 유지소거펄스(Ve)를 주사전극(2)에 인가함으로써 벽전하가 소거되고, 그와

동시에, 방전이 정지되고 다음의 서브 필드로 이행된다.

  전술한 동작에 의하여, 디스플레이에 대한 on/off의 제어는 하나의 서브 필드 내에서 모든 디스플레이 셀(12)에 대하여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주사드라이버IC의 출력수(出力數)는 디스플레이 라인수의 1/2이 된다. 한편, 유지방전기간

은 모든 디스플레이 라인들에 공유되어 유지방전만이 수행되기 때문에, 유지방전펄스의 주파수를 증가시켜 높은 휘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주사전극에 순차적으로 인가된 전압 펄스는 한 종류이기 때문에, 주사회로가 복잡해지는 경우

가 없다.

  또한, 제1 실시예에 있어서, 주사전극은 상하의 인접한 디스플레이 셀들에 공유되기 때문에 금속 트레이스전극들의 수는

감소될 수 있다. 금속 트레이스전극은 투명하지 않아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개구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휘도의

저하를 초래하지만, 트레이스전극의 수는 감소될 뿐만 아니라 발광의 세기가 낮은 디스플레이 셀들 사이에 위치되기 때문

에 개구율이 높다. 그리고, 전극이 공유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도, 대응하는 유지전극에 의하여 선택동작

은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절연기판(1a) 상에서 보호층(10)에 부착된 격벽(7)은 인접한 디스플레이 셀들 사이에 공유된

주사전극(2)을 표시단위 셀로 분리하기 위한 구조체로 형성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전공간이 완전히 분리될 필요가 없

고, 방전이 인접한 디스플레이 셀들 사이에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구조도 적당히 사용될 수 있다.

  다음,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극배열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11은 도 10의 C-C선에 대한 단면도이다.

  제2 실시예에 있어서, 서로 동일한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이 교대로 위치한다. 또한, 주사

전극(2)과 유지전극(3)에 수직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터전극(5)이 위치된다. 그리고, 하나의 디스플레이 셀(12)은 서로

평행한 한 쌍의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3)과 이들의 전극에 수직한 하나의 데이터전극의 교점에 제공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주사전극(2)은 상하의 인접한 디스플레이 셀들(12) 사이에 공유되며, 도시되지 않은 주사드라이버

IC의 출력핀에 접속된다. 따라서, 주사드라이버IC의 출력수(出力數)는 디스플레이 라인 수의 1/2이다. 또한, 유지전극(3)

은 수직방향으로 인접한 디스플레이 셀들(12) 사이에 공유되고, 위 부분으로부터 기수의 유지전극군(維持電極群;103f)과

우수의 유지전극군(103g)으로 분할되고, 각 군(群)의 디스플레이 영역 외측에 전기적으로 공통접속된다.

  또한, 제2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전면과 후면에는 유리로 구성된 두 개 절연기판(1a 및 1b)이 제

공된다.

  절연기판(1b)상에는,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에 수직하게 연장된 데이터전극(5)이 형성된다. 제2유전체층(11)이 데

이터전극들(5)을 덮도록 형성된다. 유전체층(11)상에는, 데이터전극(5)에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된 격벽(7)은 표시단위인

디스플레이 셀을 구획하도록 형성된다. 또한, 격벽(7)의 측면과 격벽(7)이 형성되지 않은 유전체층(11)의 표면상에는, 방

전가스의 방전에 의하여 발생된 자외선을 가시광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형광체층(8)이 형성된다.

  절연기판들(1a 및 1b) 사이에 끼어있고 격벽(7)에 의하여 구획된 공간은 헬륨, 네온, 크세논 등이나 그 혼합가스로 구성

된 방전가스에 의하여 채워진 방전공간(6)이 된다. 또한, 모든 표시단위마다 방전공간(6)을 분리하고 동시에 방전공간(6)

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전극(5)에 평행한 방향으로 격벽이 형성된다.

  다음, 전술한 구조의 제2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동작, 즉, 그의 구동방법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차트이다. 또한, 도 13은 도

10의 C-C선에 대한 단면상의 디스플레이 셀 내에 있는 벽전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도 13(a) 내지 13(d)는 도 12

의 기간A 내지 D의 종료 시점에서 벽전하의 상태를 각각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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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제1 예비방전기간A에는, 음극성의 톱니파형을 가진 예비방전펄스(Vpc)가 유지전극군(103f)에 인가되고, 반대극

성의 동일한 위상을 가진 예비방전펄스(Vps)가 주사전극(2)에 인가된다. 이때, 예비방전펄스(Vpc 및 Vps)에 의하여 주사

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 얻어진 전위차는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의 방전개시전압 보다 높도록 설정된다.

또한, 주사전극(2)과 동일한 전압 파형을 가진 펄스가 유지전극군(103g)에 인가된다.

  제1 예비방전기간A에 그러한 펄스드을 인가함으로써, 유지전극군(103f)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

(12f1 및 12f2)에는, 예비방전펄스(Vpc 및 Vps)를 인가하는 동안 방전개시전압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주사전극(2)을 양극

으로 하는 방전이 발생된다. 따라서, 도 1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음의 벽전하가 주사전극(2) 상에 형성되고, 양의 벽전하

가 유지전극(3) 상에 형성된다. 한편, 유지전극군(103g)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g)에는 전위차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도 1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전이 발생되지 않는다.

  다음, 제1 선택동작기간B에는, 주사전극(2)에 주사펄스(Vw)를 인가하고, 데이터전극(5)에는 영상데이터에 따라 데이터

펄스(Vd)를 인가한다. 그 결과,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벽전하는 디스플레이 셀(12f1 및 12f2) 중에서 데이터펄스(Vd)

가 인가된 off의 디스플레이 셀(12f1)에서만 사라진다. 그 후, 제1 유지전극군(103f)에 제1 유지방전펄스(Vs11)를 인가한

다. 그 결과, 도 1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벽전하가 소멸되지 않은 디스플레이 셀, 즉, on의 디스플레이 셀(12f2)에서만

방전이 발생되고, 동시에,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3) 상에 반대극성의 벽전하가 형성된다. 도 13(b)는 디스플레이 셀

(12f1)이 off이고 디스플레이 셀(12f2)이 on인 상태를 나타낸다.

  다음, 마찬가지로, 제2 예비방전기간C와 제2 선택동작기간D에는, 유지전극군(103g)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

플레이 셀(12g)에서만 선택동작이 수행되어 벽전하는 디스플레이 셀(12g) 중에서 on의 디스플레이 셀에서만 형성된다.

도 13(d)는 디스플레이 셀(12g)이 on인 상태를 나타낸다. 이 때, 제1 실시예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지전극군(103f)에 속하

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f1 및 12f2)에는 변화가 없고, 이전 단계에서 형성된 벽전하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 후, 유지방전기간E에는, 모든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에 서로 반전된 극성을 가진 유지방전펄스(Vs)를 인가한다.

그 결과, 방전이 발생되고, 벽전하가 선택동작기간 B 및 D에서 소거되지 않은 디스플레이 셀(12)에서만 디스플레이를 위

한 발광이 일어난다.

  다음, 유지소거기간F에는, 무딘 파형을 가진 유지소거펄스(Ve)를 주사전극(2)에 인가함으로써 벽전하가 소거되고, 그와

동시에, 방전이 정지되고 다음의 서브 필드로 이행된다.

  전술한 동작에 의하여, 디스플레이에 대한 on/off의 제어는 하나의 서브 필드 내에서 모든 디스플레이 셀(12)에 대하여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주사드라이버IC의 출력수(出力數)는 디스플레이 라인수의 1/2이 된다. 한편, 유지방전기간

은 모든 디스플레이 라인드에 공유되어 유지방전만이 수행되기 때문에, 유지방전펄스의 주파수를 증가시켜 높은 휘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주사전극에 순차적으로 인가된 전압 펄스는 한 종류이기 때문에, 주사회로가 복잡해지는 경우

가 없다.

  또한, 제2 실시예에 있어서, 주사전극과 유지전극은 수직방향으로 인접한 디스플레이 셀에 공유되기 때문에 금속 트레이

스전극의 수는 감소될 수 있다. 금속 트레이스전극은 투명하지 않아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개구율이 감소되기 때

문에 휘도의 저하를 초래하지만, 트레이스전극의 수는 감소될 뿐만 아니라 발광의 세기가 낮은 디스플레이 셀들 사이에 위

치되기 때문에 개구율이 높다. 그리고, 전극이 공유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도, 대응하는 유지전극에 의하

여 선택동작은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다음,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를 이하에서 설명한다. 제3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은 제2 실시예와

동일하지만, 그의 구동방법은 다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차트이다.

  이 구동방법에 있어서, 제1 선택동작기간B의 끝에서 유지전극군(103f)에 인가된 제1 유지방전펄스(Vs11)가 제2 예비방

전기간C까지 연장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 12에 나타낸 제2 실시예와 동일한 동작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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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제3 실시예에 있어서, 제2 예비방전기간C에는, 주사전극(2)에 인가된 예비방전펄스(Vps)와 동일한 극성을 가진

전압이 유지전극군(103f)에 인가되어 유지전극군(103f)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에서 방전이 발

생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제3 실시예에 있어서, 제2 실시예와 동일한 동작이 수행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제2 예비방전

기간에 있어서 예비방전펄스가 생략되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기용량성분에 의한 무효의 전하와 충방전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를 이하에서 설명한다. 제4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구성은 제2

실시예와 동일하지만, 그의 구동방법은 다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

법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차트이다.

  이 구동방법에 있어서, 제2 선택동작기간D의 끝에서 유지전극군(103g)에 인가된 제1 유지방전펄스(Vs12)가 하강할 때

까지 제1 선택동작기간B의 끝에서 유지전극군(103f)에 인가된 제1 유지방전펄스(Vs11)가 연장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 12에 나타낸 제2 실시예와 동일한 동작이 수행된다.

  그러한 제4 실시예에 있어서, 제2 예비방전기간C에는, 주사전극(2)에 인가된 예비방전펄스(Vps)와 동일한 극성을 가진

전압이 유지전극군(103f)에 인가되어 이 기간동안 유지전극군(103f)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에

서 방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제2 선택동작기간D에는, 비록 제1 유지방전펄스(Vs11)가 유지전극군(103f)에 인

가되지만, 주사펄스(Vw)와 제1 유지방전펄스(Vs11) 사이의 전위차는 방전개시전압보다 낮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유지전

극군(103f)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에서 방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제4 실시예에 있

어서, 제2 실시예와 동일한 동작이 수행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제2 예비방전기간에 있어서 예비방전펄스가 생략되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기용량성분에 의한 무효

의 전하와 충방전 전류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 본 발명의 제5 실시예를 이하에서 설명한다. 제5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은 제1 실시예와

동일하지만, 그의 구동방법은 다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설명

하기 위한 타이밍 차트이다. 또한, 도 17은 도 6의 B-B선에 대한 단면상의 디스플레이 셀 내에 있는 벽전하의 상태를 나타

내는 것으로서, 도 17(a) 내지 17(d)는 도 16의 기간A 내지 D가 끝나는 시간에서 벽전하의 상태를 각각 나타내는 도면이

다.

  먼저, 제1 예비방전기간A의 제1 기간A1에는, 양의 톱니파형을 가진 예비방전펄스(Vpc)가 유지전극군들(103d 및

103e)에 인가되고, 동시에 음의 구형파형(rectangular waveform)을 가진 예비방전펄스(Vps)가 주사전극(2)에 인가된

다. 그것에 의하여, 주사전극(2)을 음극으로 하여 방전이 발생된 후, 도 17(a)의 a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의 벽전하가 각

주사전극(2) 상에 형성되고, 음의 벽전하가 각 유지전극(3) 상에 형성된다.

  다음, 제1 예비방전기간A의 제2 기간A2에는, 음의 톱니파형을 가진 예비방전소거펄스(Vpe1)가 유지전극군(103d)에

인가된다. 한편,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군(103e)에는 펄스를 인가하지 않고 서로 동일한 전위로 고정된다. 그 결과, 비록

약방전이 유지전극군(103e)과 주사전극(2) 사이에서 발생되지만, 결과적으로 얻어진 전위차는 낮아 새로운 벽전하가 발

생되지 않는다. 도 17(a)의 a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1 및

12d2)에는, 방전이 예비방전펄스(Vps 및 Vpc)에 의하여 형성된 벽전하가 소멸되는 것만으로 방전은 종료된다.

  다음, 제1 선택동작기간B에는, 주사전극(2)에 음의 주사펄스(Vw)를 순차적으로 인가하고,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1 및 12d2)의 영상데이터에 따라 양의 데이터펄스(Vd)는 데이터전극(5)에 인가된다.

한편, 양의 보조주사펄스(Vsw)가 유지전극군(103d)에 인가된다.

  그러므로, 주사펄스(Vw)와 데이터펄스(Vd)는 영상데이터가 on인 디스플레이 셀(12d1)에 인가되어 주사전극(2)과 데이

터전극(5) 사이에 방전이 발생된다. 또한, 그 방전을 트리거로 하여 거의 동시에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 주사전

극(2)을 음극으로 하는 방전이 발생된다. 그리고, 주사펄스(Vw)와 보조주사펄스(Vsw) 사이의 전위차에 의하여 주사전극

(2)상에는 양전하가 형성되고, 강한 음의 벽전하가 유지전극(3)상에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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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영상데이터가 off인 디스플레이 셀(12d2)에 데이터펄스가 인가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전도 발생되지 않는다. 또

한,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1 및 12e2)에는, 양의 벽전하가 제1 예비방전기간

A 동안 주사전극(2)상에 형성되기 때문에 주사펄스(Vw)에 의한 전위차는 보상된다. 따라서, 데이터펄스(Vd)가 인가되는

경우에도 주사전극(2)과 데이터전극(5) 사이에 방전이 발생되는 경우가 없다.

  그 결과, 도 1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갖고 영상데이터가 on인 디스플레이 셀

(12d1)에서만 양의 벽전하가 주사전극(2)상에 형성되고 음의 벽전하가 유지전극(3)상에 형성된다. 도 17(b)는 디스플레

이 셀(12d1)이 on이고 디스플레이 셀(12d2)이 off인 경우를 나타낸다.

  다음, 제2 예비방전기간C에는, 예비방전펄스(Vpe2)가 유지전극군(103e)에 인가된다. 이 때, 유지전극군(103d)과 주사

전극(2)에는 펄스가 인가되지 않고 서로 동일한 전위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도 17(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지전극군

(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1 및 12e2)에는, 제1 예비방전기간A에 형성된 벽전하가 사라진

다.

  다음, 제2 선택동작기간D에는, 음의 주사펄스(Vw)가 주사전극(2)에 순차적으로 인가되고,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1 및 12e2)의 영상데이터에 따라 데이터전극(5)에 양의 데이터펄스(Vd)가 인가된

다. 한편, 양의 보조주사펄스(Vsw)가 유지전극군(103e)에 인가되고, 음의 주사소거펄스(Vwe)가 유지전극군(103d)에 인

가된다. 그러므로, 제1 선택동작기간B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 17(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영상데이터가 on인 디스플레이

셀(12e2)에서만 양의 벽전하가 주사전극(2)상에 형성되고 음의 벽전하가 유지전극(3)상에 형성된다. 도 17(d)는 디스플

레이 셀(12e1)이 off이고 디스플레이 셀(12e2)이 on인 경우를 나타낸다.

  다음, 제2 선택동작기간D동안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1 및 12d2)의 동작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디스플레이 셀 중에서 영상데이터가 on인 디스플레이 셀(12d1)에는, 제1 선택동작기간A 동안에 양의 벽전하가 주사전

극(2)상에 형성되기 때문에, 주사펄스(Vw)에 의한 전위차는 보상되어 방전이 발생되지 않는다. 한편, 영상데이터가 off인

디스플레이 셀(12d2)에서는 벽전하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펄스(Vd)가 인가된 경우 주사전극(2)과 데이터전극

(5) 사이에서 방전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때, 도 17(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사소거펄스(Vwe)가 유지전극군

(103d)에 인가되기 때문에, 강한 방전이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서 발생되지 않아 충분한 벽전하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 후, 유지방전기간E에는,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에 서로 반전된 극성을 가진 유지방전펄스(Vs)가 인가된다. 그 결

과, 방전이 발생되고, 벽전하가 선택동작기간 B 및 D에서 형성된 디스플레이 셀(12)에서만 디스플레이를 위한 발광이 일

어난다.

  다음, 유지소거기간F에는, 무딘 파형을 가진 유지소거펄스(Ve)를 주사전극(2)에 인가함으로써 벽전하가 소거되고, 그와

동시에, 방전이 정지되고 다음의 서브 필드로 이행된다.

  전술한 동작에 의하여, 디스플레이에 대한 on/off의 제어는 하나의 서브 필드 내에서 모든 디스플레이 셀(12)에 대하여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제5 실시예에 의하면, 어드레스(address)에 의하여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디스플레이 셀의 발광이 감소되어 콘트

래스트가 개선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의 영상데이터가 off인 경우, 예

비방전펄스(Vps 및 Vpc)와 예비방전소거펄스(Vpe)가 인가될 때에만 방전이 발생된다. 한편,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에는, 예비방전펄스(Vps 및 Vpc)와 예비방전소거펄스(Vpe)가 인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사펄스(Vw)와 데이터펄스(Vd)에 의한 대향방전도 제2 선택동작기간에 발생된다. 비록, 대향방전이 그렇게 강

하지는 않지만, 본 실시예에서처럼 하나의 디스플레이 라인마다 유지전극군이 변화하는 경우에 주사방향의 해상도가 저하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기수의 필드와 우수의 필드 사이에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의 어드레스 순서를 변경

하여도 좋다. 도 18은 제5 실시예에 있어서 기수의 필드와 우수의 필드 사이의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의 어드레스 순

서를 변경하는 구동방법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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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의 어드레스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휘도는 평균화되어 우수한 디스

플레이가 얻어질 수 있다.

  또한, 각 필드를 변경할 때, 깜빡임이 적기는 하지만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서브 필드마다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의 어드레스 순서가 변경되어도 좋다. 도 19는 제5 실시예에 있어서 서브 필드마다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의 어

드레스 순서를 변경하는 구동방법을 설명하는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이다.

  도 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브 필드마다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의 어드레스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휘도는 평균화되

어 우수한 디스플레이가 얻어질 수 있다.

  다음, 본 발명의 제6 실시예를 이하에서 설명한다. 제6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은 제1 실시예와

동일하지만, 그의 구동방법은 다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설명

하기 위한 타이밍 차트이다. 또한, 도 21은 도 6의 B-B선에 대한 단면상의 디스플레이 셀 내에 있는 벽전하의 상태를 나타

내는 것으로서, 도 21(a) 내지 21(d)는 도 20의 기간A 내지 D가 끝나는 시간에서 벽전하의 상태를 각각 나타내는 도면이

다.

  먼저, 제1 예비방전기간A의 제1 기간A1에는, 양극성의 톱니파형을 가진 예비방전펄스(Vpc)가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에 인가되고, 동시에 음극성의 구형파형(rectangular waveform)을 가진 예비방전펄스(Vps)가 주사전극(2)에 인가

된다. 그러므로, 주사전극(2)을 음극으로 하여 방전이 발생된 후, 도 21(a)의 a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의 벽전하가 각 주

사전극(2) 상에 형성되고, 음의 벽전하가 각 유지전극(3) 상에 형성된다.

  다음, 제1 예비방전기간A의 제2 기간A2에는, 음의 톱니파형을 가진 예비방전소거펄스(Vpe1)가 유지전극군(103d)에

인가된다. 한편,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군(103e)에는 펄스를 인가하지 않고 서로 동일한 전위로 고정된다. 그 결과, 비록

약방전이 유지전극군(103d)과 주사전극(2) 사이에서 발생되지만, 결과적으로 얻어진 전위차는 낮아 새로운 벽전하가 형

성되지 않는다. 도 21(a)의 a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1 및

12d2)에는, 방전이 예비방전펄스(Vps 및 Vpc)에 의하여 형성된 벽전하가 소멸되는 것만으로 방전은 종료된다.

  다음, 제1 선택동작기간B에는, 주사전극(2)에 음의 주사펄스(Vw1)를 순차적으로 인가하고,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1 및 12d2)의 영상데이터에 따라 양의 데이터펄스(Vd1)는 데이터전극(5)에 인가된

다. 한편, 양의 보조주사펄스(Vsw)가 유지전극군(103d)에 인가된다.

  그러므로, 주사펄스(Vw1)와 데이터펄스(Vd1)는 영상데이터가 on인 디스플레이 셀(12d1)에 인가되어 주사전극(2)과 데

이터전극(5) 사이에 방전이 발생된다. 또한, 그 방전을 트리거로 하여 거의 동시에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 주사

전극(2)을 음극으로 하는 방전이 발생된다. 그리고, 주사펄스(Vw1)와 보조주사펄스(Vsw) 사이의 전위차에 의하여 주사

전극(2)상에는 양전하가 형성되고, 강한 음의 벽전하가 유지전극(3)상에 형성된다.

  한편, 영상데이터가 off인 디스플레이 셀(12d2)에 데이터펄스가 인가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전도 발생되지 않는다. 또

한,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1 및 12e2)에는, 양의 벽전하가 제1 예비방전기간

A 동안 주사전극(2)상에 형성되기 때문에 주사펄스(Vw1)에 의한 전위차는 보상된다. 따라서, 데이터펄스(Vd1)가 인가되

는 경우에도 주사전극(2)과 데이터전극(5) 사이에 방전이 발생되는 경우가 없다.

  그 결과, 도 2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갖고 영상데이터가 on인 디스플레이 셀

(12d1)에서만 양의 벽전하가 주사전극(2)상에 형성되고 음의 벽전하가 유지전극(3)상에 형성된다. 도 21(b)는 디스플레

이 셀(12d1)이 on이고 디스플레이 셀(12d2)이 off인 경우를 나타낸다.

  다음, 제2 예비방전기간C에는, 음의 예비방전펄스(Vp2)가 유지전극군(103e)에 인가된다. 이 때, 유지전극군(103d)과

주사전극(2)에는 펄스가 인가되지 않고 서로 동일한 전위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

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1 및 12e2)에서 방전이 발생된다. 그리고, 도 21(c)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예비방전기간A

에 형성된 벽전하는 반전되고, 음의 벽전하가 주사전극(2)상에 형성되고, 양의 벽전하가 유지전극(3)상에 형성된다.

  다음, 제2 선택동작기간D에는, 음의 제2 주사펄스(Vw2)가 주사전극(2)에 순차적으로 인가되고, 유지전극군(103e)에 속

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1 및 12e2)의 영상데이터에 따라 데이터전극(5)에 양의 제2 데이터펄스

(Vd2)가 인가된다. 이 때, 벽전하가 주사전극(2) 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2 주사펄스(Vw2)와 제2 데이터펄스(Vd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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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크기는 방전이 발생되지 않는 전압으로 설정되지만, 제2 예비방전기간C에 형성된 음의 벽전하가 주사전극(2)상에 존

재하는 경우에 대향방전은 발생되도록 설정된다. 또한, 제2 주사펄스(Vw2)의 펄스폭은 충분히 짧게, 예를 들면, 1.5㎲로

설정된다. 따라서, 대향방전에 연이어 발생하는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의 면방전(面放電)에 의하여, 주사전극(2)

과 유지전극(3) 상의 벽전하는 반전되는 경우가 없고 벽전하는 소멸해버린다.

  따라서, 영상데이터가 off인 디스플레이 셀(12e1)에 제2 데이터펄스(Vd2)를 인가하여 off의 디스플레이 셀(12e1)에서

만 벽전하가 사라질 수 있다. 이 때,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1 및 12d2)의 주

사전극(2)상에는, 선택이 on상태(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셀(12d1))에 있다면 양의 벽전하가 형성되고, 선택이 off상태(예

를 들면, 디스플레이 셀(12d2))에 있다면 벽전하가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2 선택동작기간D에는 어떤 방전도 발생되

지 않는다.

  그 후, 유지방전기간E에는,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에 서로 반전된 극성을 가진 유지방전펄스(Vs)가 인가된다. 그 결

과, 벽전하가 형성된 디스플레이 셀(12)에는 방전이 발생되고, 디스플레이를 위한 발광이 일어난다. 또한, 유지방전기간E

의 최초 유지방전펄스(Vs1)가 인가된 때에 주사전극은 양극이 된다. 이것은, 도 21(a)의 a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 선택

동작기간D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셀(12d1)과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셀(12d2) 사이에

서 벽전하의 극성은 반전되고, 제2 예비방전기간C에 있어서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에서 이미 한번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즉, 양쪽의 디스플레이 셀들 사이에서 방전횟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유지방

전기간E에 있어서 최초 방전은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에서 발생되도록 제1

유지방전펄스(Vs1)의 극성이 결정된다.

  유지방전이 종료된 후, 유지소거기간F에는, 무딘 파형을 가진 유지소거펄스(Ve)를 주사전극(2)에 인가함으로써 벽전하

가 소거되고, 그와 동시에, 방전이 정지되고 다음의 서브 필드로 이행된다.

  전술한 동작에 의하여, 디스플레이에 대한 on/off의 제어는 하나의 서브 필드 내에서 모든 디스플레이 셀(12)에 대하여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제6 실시예에 의하면, 어드레스(address)에 의하여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디스플레이 셀의 발광이 감소되어 콘트

래스트가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발광의 회수는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각 디스플레이 셀

(12) 사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영상데이터가 on인 경우,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

(12)에는 예비방전소거펄스(Vpe)와 제1 주사펄스(Vw1)에 의한 발광이 있지만,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

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에는 그와 같은 방전이 없다. 또한, 영상데이터가 off인 경우,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

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에는 예비방전소거펄스(Vpe)에 의한 약한 발광이 있다. 한편, 유지전극군(103e)에 속

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에는 그와 같은 발광이 없는 반면, 예비방전펄스(Vp2)와 제2 주사펄스(Vw2)

에 의한 발광이 있다. 따라서, 발광의 휘도는 모든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변하여 해상도와 같은 화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제5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필드마다 또는 서브 필드마다 어드레스의 순서를 변경하여 휘도를 평균화시킴

으로써 화질의 저하를 피할 수 있다.

  다음, 본 발명의 제7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22는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따른 구동방법에 이용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

이 패널의 전극배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7 실시예에 있어서, 서로 동일한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이 교대로 위치한다. 또한, 주사

전극(2)과 유지전극(3)에 수직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터전극(5)이 위치된다. 그리고, 하나의 디스플레이 셀(12)이 서로

평행한 한 쌍의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3)과 이들의 전극에 수직한 하나의 데이터전극의 교점에 제공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주사전극(2)은 3개마다 전기적으로 공통접속되고, 공통접속점은 도시되지 않은 주사드라이버IC의

출력핀에 접속된다. 따라서, 주사드라이버IC의 출력수(出力數)는 디스플레이 라인 수의 1/3이 된다. 또한, 유지전극(3)은

2개씩 걸러서 디스플레이영역의 외측에 전기적으로 공통접속되어, 3개의 유지전극군(103a 내지 103c)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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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술한 구조의 제7 실시예에 대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동작, 즉, 그의 구동방법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도

23은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차트이다. 또한, 도 24

는 도 22의 A-A선에 대한 단면상의 디스플레이 셀 내에 있는 벽전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도 24(a) 내지 24(f)는

도 23의 기간A 내지 F가 끝나는 시간에서 벽전하의 상태를 각각 나타내는 도면이다.

  먼저, 제1 예비방전기간A에는, 양극성의 톱니파형을 가진 제1 예비방전펄스(Vpc)가 유지전극군(103a 내지 103c)에 인

가되고, 음극성의 구형파형(rectangular waveform)을 가진 예비방전펄스(Vps)가 주사전극(2)에 인가된다. 따라서, 주사

전극(2)을 음극으로 하여 방전이 발생되고, 음의 벽전하가 각 유지전극(3)상에 형성된다. 다음, 음의 톱니파형을 가진 예비

방전소거펄스(Vpe)가 유지전극군(103a)에 인가된다. 한편,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군(103b 및 103c)에는 펄스가 인가되

지 않고 서로 동일한 전위로 고정된다. 그 결과, 유지전극군(103a)과 주사전극(2) 사이에 약방전이 발생되지만, 결과적으

로 얻어진 전위차는 낮기 때문에, 새로운 벽전하가 형성되지 않고, 도 2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지전극군(103a)에 속하

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a)에는 벽전하가 소멸된다. 유지전극군(103b 또는 103c)에 속하는 유지전극(3)

을 가진 각 디스플레이 셀(12b 및 12c)에는 변화가 없다.

  다음, 제1 선택동작기간B에는, 유지전극군(103a)에 양의 보조주사펄스(Vsw)를 인가하고, 각 주사전극(2)에 음의 주사

펄스(Vw1)를 순차적으로 인가한다. 펄스(Vw1)의 전압은 예비방전에 의하여 벽전하가 소거되는 디스플레이 셀(12a)에서

도 단독으로 방전이 발생되지 않는 전압으로 설정된다. 또한, 데이터전극(5)에 대해서는, 영상데이터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수행하는 on의 디스플레이 셀에만 주사펄스(Vw)에 동기된 데이터펄스(Vd1)를 인가한다. 양의 벽전하가 주사전극(2)상에

형성된 디스플레이 셀(12b 및 12c)과 같은 디스플레이 셀들에 있어서 데이터펄스(Vd1)와 주사펄스(Vw1) 사이의 전위차

는 주사전극(2)과 데이터전극(5) 사이의 방전개시전압을 초과하지 않고 주사전극(2)상에 벽전하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만 방전개시전압을 초과하도록 설정된다. 따라서, 데이터펄스(Vd1)가 인가된 디스플레이 셀(12a)에는, 주사펄스(Vw1)와

데이터펄스(Vd1)를 인가함으로써, 주사전극(2)과 데이터전극(5) 사이에서 방전이 발생되고, 이 방전을 트리거로 이용하

여 주사전극(2)을 음극으로 하는 방전이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 발생된다. 그리고, 도 24(b)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주사펄스(Vw1)와 보조주사펄스(Vsw) 사이의 전위차에 의하여, 양의 벽전하가 주사전극(2)상에 형성되고 강한 음의

벽전하가 유지전극(3)상에 형성된다. 그 후, 최초 유지펄스(Vs111)가 유지전극군(103a)에 인가되고, 다시 제2 유지펄스

(Vs112)가 주사전극(2)에 인가된다.

  한편, 영상데이터가 off인 디스플레이 셀(12a)에는 데이터펄스가 인가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전도 발생되지 않는다. 또

한, 유지전극군(103b 및 103c)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b 및 12c)에는, 제1 예비방전기간A에 양의

벽전하가 주사전극(2)상에 형성되어 주사펄스(Vw1)에 의한 전위차는 보상된다. 따라서, 주사전극(2)과 데이터전극(5) 사

이에서는 데이터펄스(Vd1)가 인가되는 경우에도 방전이 발생되는 경우가 없다. 또한, 상기 전위차는 제2 유지펄스

(Vs112)에 있어서도 보상되기 때문에, 방전이 발생되는 경우가 없다.

  그 결과, 영상데이터가 on인 디스플레이 셀(12a)에는, 도 2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진 벽전하가 주

사전극(2)과 유지전극(3)상에 각각 형성된다. 도 24(b)는 디스플레이 셀(12a)이 on인 경우를 나타낸다.

  다음, 제2 예비방전기간C에는, 음의 예비방전펄스(Vp21)가 유지전극군(103b)에 인가된다. 이 때, 유지전극군(103a 및

103c)과 주사전극(2)에는 펄스가 인가되지 않고 서로 동일한 전위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유지전극군(103b)에 속하는 유

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b)에는 방전이 발생된다. 그리고, 도 24(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예비방전기간A에

형성된 벽전하는 반전되고, 음의 벽전하가 주사전극(2)상에 형성되고, 양의 벽전하가 유지전극(3)상에 형성된다. 한편, 유

지전극군(103a 또는 103c)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a 및 12c)에는 이전의 상태가 유지된다.

  다음, 제2 선택동작기간D에는, 음의 제2 주사펄스(Vw2)가 주사전극(2)에 순차적으로 인가되고, 양의 제2 데이터펄스

(Vd2)는 유지전극군(103b)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b)의 영상데이터에 따라 데이터전극(5)에 인

가된다. 이 때, 제2 주사펄스(Vw2)와 제2 데이터펄스(Vd2)의 전압 크기는 벽전하가 주사전극(2)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나 양의 벽전하가 존재하는 경우에 방전이 발생되지 않지만, 제2 예비방전기간C에 형성된 음의 벽전하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향방전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전압으로 설정된다. 또한, 제2 주사펄스(Vw2)의 펄스폭은 충분히 짧도록, 예를 들면, 1.5

㎲로 설정된다. 따라서, 대향방전 후에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 발생된 면방전에 의하여 주사전극(2)과 유지전

극(3)상의 벽전하는 반전되고 벽전하가 소멸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영상데이터가 off인 디스플레이 셀(12b)에 제2 데이터펄스(Vd2)를 인가함으로써 off인 디스플레이 셀(12b)에만

벽전하가 소멸될 수 있다. 이 때, 유지전극군(103a)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a)의 주사전극(2)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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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택이 on인 상태인 경우 양의 벽전하가 형성되고, 선택이 off인 상태인 경우 벽전하가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유지전

극군(103c)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c)의 주사전극(2)상에는, 양의 벽전하가 형성된다. 따라서, 제

2 선택동작기간에는, 어떤 방전도 이런 유지전극군들(103a 및 103c) 내에서 발생되지 않는다.

  모든 주사전극(2)에 순차적으로 주사펄스(Vw2)가 인가된 후, 제1 유지방전펄스(Vs12)를 주사전극(2)에 인가함으로써,

유지전극군(103b)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on의 디스플레이 셀 내에서 유지방전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반전된 극성

을 가진 벽전하가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상에 형성된다. 도 24(d)는 디스플레이 셀(12b)이 off인 경우를 설명한다.

  제3 예비방전기간E 및 제3 선택동작기간F에는, 제2 예비방전기간C 및 제2 선택동작기간D와 마찬가지로, 도 24(e) 및

도 24(f)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지전극군(103c)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c)에만 선택동작이 수행

된다. 따라서, 유지전극군(103a 또는 103b)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a 및 12b)에는 변화가 없다.

도 24(f)는 디스플레이 셀(12c)인 on인 경우를 나타낸다.

  그 후, 유지방전기간G에는, 모든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에 서로 반전된 극성을 가진 유지방전펄스(Vs)를 인가하여,

벽전하가 선택동작기간 B, D 및 F에서 소거되지 않은 디스플레이 셀(12)에서만 방전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디스플레이를

위한 발광이 얻어진다. 또한, 유지방전기간G의 최초 유지방전펄스(Vs13)를 인가할 때, 주사전극(2)은 음극이 된다. 이것

은, 유지전극군(103c)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c)에는 제3 예비방전기간E에서 방전이 한번만 발생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유지전극군(103a)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a)에는, 제1 유지방전펄스

(Vs111)와 제2 유지방전펄스(Vs112)를 인가함으로써 두 번의 방전이 발생된다. 유지전극군(103b)에 속하는 유지전극(3)

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b)에는, 예비방전펄스(Vp21)와 제1 유지방전펄스(Vs12)를 인가함으로써 두 번의 방전이 발생

된다. 그러므로, 디스플레이 셀들(12a 내지 12c) 사이에서 방전의 회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유지방전기간G에 있어서 유

지전극군(103c)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c)에서 최초의 방전이 발생되도록 제1 유지방전펄스

(Vs13)의 극성이 결정된다.

  유지소거기간H에는, 톱니파형을 가진 유지소거펄스(Ve)를 주사전극(2)에 인가함으로써 벽전하가 소거되고, 그와 동시

에, 방전이 정지되고 다음의 서브 필드로 이행된다.

  전술한 동작에 의하여, 디스플레이에 대한 on/off의 제어는 하나의 서브 필드 내에서 모든 디스플레이 셀(12)에 대하여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주사드라이버IC의 출력수(出力數)는 디스플레이 라인수의 1/3이 된다. 한편, 유지방전기간

은 모든 디스플레이 라인과 공유되어 유지방전만이 수행되기 때문에, 유지방전펄스의 주파수를 증가시켜 높은 휘도를 쉽

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주사전극에 순차적으로 인가된 전압 펄스는 한 종류이기 때문에, 주사회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없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발광의 회수는 유지전극군(103a 내지 103c)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각 디스플레이 셀

들(12a 내지 12c) 사이에서 각각 일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광의 휘도는 디스플레이 라인마다 변하게 되어 해상도와 같

은 화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제5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필드마다 또는 서브 필드마다 어드레스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휘도는 평균화되어 화질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다음, 본 발명의 제8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8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은 제1 실시예의 동일하지만, 그

의 구동방법이 다르다. 제8 실시예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제1 및 제2의 선택동작기간 사이에 제2 예비방전기간C가 제공되

지 않고, 그 대신에 조정기간G가 제공된다. 조정기간G는 제1 내지 제3 기간(G1 내지 G3)으로 구성된다. 도 25는 본 발명

의 제8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이다. 또한, 도 26은 도 6의 B-B선에

대한 단면상에서 디스플레이 셀 내의 벽전하의 상태를 나타내며, 도 26(a) 내지 26(d)는, 도 25에 있는 기간 B, G1, G3 및

D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벽전하의 상태를 순차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3)

을 구성하는 면전극(面電極)의 기준전위를 유지기간에서 방전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전압(Vsus)으로 한다. 따라서, 주사전

극(2) 및 유지전극(3)에 있어서는, 유지전압(Vsus)보다 높은 전위를 양의 전위로 표현하고, 유지전압(Vsus)보다 낮은 전

위를 음의 전위로 표현한다. 또한, 데이터전극(5)의 전위는 0V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예비방전기간A에서, 주사전극(2)에 톱니파형의 예비방전펄스(Vps)를 인가함과 동시에,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에 구형파인 음의 예비방전펄스(Vpc)를 인가한다. 그러므로, 주사전극(2)을 양극으로 하는 방전이 발생하고, 각 주

사전극(2) 상에 음의 벽전하가 형성되고, 각 유지전극(3) 상에 양의 벽전하가 형성된다. 이어서, 주사전극(2)에 톱니파형을

가진 음의 예비방전소거펄스(Vpe)를 인가한다. 한편, 유지전극군(103d) 및 유지전극군(103e)에는 펄스를 인가하지 않고

등록특허 10-0508985

- 19 -



유지전압(Vsus)으로 고정된다. 그 결과, 유지전극군(103d 및 103e)과 주사전극(2) 사이에 약한 방전이 발생하지만, 그 결

과로 도달하는 전위차는 낮기 때문에, 새로운 벽전하는 형성되지 않고, 모든 디스플레이 셀(12)에서, 예비방전펄스(Vps 및

Vpc)에 의하여 형성된 벽전하가 소멸되는 것만으로 방전이 종료된다.

  다음, 제1 선택동작기간B에서, 주사전극(2)에 음의 주사펄스(Vw)를 순차적으로 인가하고, 데이터전극(5)에는 유지전극

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1 및 12d2)의 영상데이터에 따라 양의 데이터펄스(Vd)를 인가

한다.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의 전위는 유지전압(Vsus)으로 고정된다.

  그러므로, 영상데이터가 on인 디스플레이 셀(12d1)에 주사펄스(Vw) 및 데이터펄스(Vd)를 인가하여, 주사전극(2)과 데

이터전극(5) 사이에 방전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 방전을 트리거로 하여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서 주사전극(2)

을 음극으로 하는 방전이 발생된다. 그리고, 주사펄스(Vw)와 유지전압(Vsus) 사이의 전위차에 의하여 주사전극(2) 상에

양의 벽전하가 형성되고, 유지전극(3) 상에 강한 음의 벽전하가 형성된다. 디스플레이 셀(12d1)과 주사전극(2)을 공유하

는 디스플레이 셀(12e1)에 있어서, 동일한 방전이 발생되고, 주사전극(2) 상에 양의 벽전하가 형성되고, 유지전극(3) 상에

음의 벽전하가 형성된다.

  한편, 영상데이터가 off인 디스플레이 셀(12d2)에는 데이터펄스가 인가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전도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디스플레이 셀(12d2)과 주사전극(2)을 공유하는 디스플레이 셀(12e2)에서도 방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결과, 도 26(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지며 영상데이터가 on인 디스플레

이 셀(12d1), 및 디스플레이 셀(12d1)과 주사전극(2)을 공유하는 디스플레이 셀(12e1)에서만 주사전극(2) 상에 양의 벽

전하가 형성되고, 유지전극(3) 상에 음의 벽전하가 형성된다. 도 26(a)는 디스플레이 셀(12d1)이 on이고, 디스플레이 셀

(12d2)이 off인 경우를 나타낸다.

  다음, 조정기간G의 제1 기간G1에서,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에 제1 전하반전펄스(Vr1)를 인가한다. 이 때, 주사전극

(2)에는 펄스가 인가되지 않아 유지전압(Vsus)으로 고정된다. 따라서, 도 26(b)에 표시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셀(12d1

및 12e1)에는 제1 선택동작기간B에 형성된 벽전하의 극성이 반전된다.

  또한, 조정기간G의 제2 기간G2에서, 주사전극(2)에 음극으로 된 톱니파형인 중간소거펄스(Vie)를 인가한다. 이 때, 제1

기간G1부터 제1 전하반전펄스(Vr1)를 유지전극군(103d)에 연속적으로 인가한다. 한편, 유지전극군(103e)의 전위는 유

지전압(Vsus)으로 고정된다. 따라서,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지며 제1 선택동작기간B에서 방전이

발생되는 디스플레이 셀(12e1)에서만,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서 약한 방전이 발생한다. 그 결과, 제1 전하반

전펄스(Vr1)의 인가에 의하여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3) 상에 형성된 벽전하가 소거된다.

  다음, 조정기간G의 제3 기간G3에서, 주사전극(2)에 제2 전하반전펄스(Vr2)를 인가한다. 이 때,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의 전위는 유지전압(Vsus)으로 고정된다. 따라서, 도 26(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

전극(3)을 가지며 제1 선택동작기간B에서 방전이 발생되는 디스플레이 셀(12d1)에서만, 방전이 발생하고,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3) 상의 벽전하의 극성이 반전된다.

  그 후, 제2 선택동작기간D에서, 주사전극(2)에 음의 주사펄스(Vw)를 순차적으로 인가하고, 데이터전극(5)에는 유지전극

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1 및 12e2)의 영상데이터에 따라 양의 데이터펄스(Vd)를 인가

한다. 유지전극군(103e)의 전위는 유지전압(Vsus)으로 고정되고, 유지전극군(103d)에는 음의 주사소거펄스(Vwe)를 인

가한다. 따라서, 도 26(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영상데이터가 on인 디스플레이 셀(12e2)에서만, 주사전극(2) 상에 양의 벽

전하가 형성되고, 유지전극(3) 상에 음의 벽전하가 형성된다. 도 26(d)는 디스플레이 셀(12e1)이 off이고 디스플레이 셀

(12e2)이 on인 경우를 나타낸다.

  다음, 제2 선택주사기간D 동안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1 및 12d2)의 동작을

설명한다.

  영상데이터가 on인 디스플레이 셀(12d1)에는, 제3 기간G3에서 주사전극(2) 상에 양의 벽전하가 형성되기 때문에, 주사

펄스(Vw)에 의한 전위차가 보상되어 방전은 발생되지 않는다. 한편, 영상데이터가 off인 디스플레이 셀(12d2)에는, 벽전

하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펄스(Vd)가 인가되는 경우 주사전극(2)과 데이터전극(5) 사이에 방전이 발생한다. 그

러나, 이 때, 유지전극군(103d)에 주사소거펄스(Vwe)가 인가되기 때문에,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 강한 방전

이 발생되지 않으며, 도 26(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지방전에 의한 충분한 벽전하가 형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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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유지방전기간E에서,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에 서로 극성이 반전된 유지방전펄스(Vs)를 인가한다. 그 결과, 선

택주사기간B 및 D중에 강한 벽전하가 형성된 디스플레이 셀(12)에서만, 방전이 발생하고, 디스플레이를 위한 발광을 얻을

수 있다.

  다음, 유지소거기간F에서, 감쇠 파형을 가진 유지소거펄스(Ve)를 주사전극(2)에 인가함으로써, 벽전하를 소거함과 동시

에 방전을 정지시키고, 다음의 서브 필드로 이행된다.

  이상의 동작에 의하여, 1개의 서브 필드 내에서 모든 디스플레이 셀(12)에 대한 디스플레이의 on/off를 제어가 가능하다.

  제8 실시예에 의하면, 톱니파형의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는 주사전극(2)측에서만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5 실시예

와 같이,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에 개별적으로 톱니파형의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필요가 없다. 그 결과, 구동회로

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다음, 본 실시예의 입력계조에 대한 서브 필드의 선택방법을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서브 필드의 수는 예를 들면

10이고, 디스플레이 계조 레벨의 수는 예를 들면 256이다. 각 서브 필드의 휘도의 가중치(weighting)를 표1 에 나타낸다.

가중치의 수치값은, 제1 선택동작기간B에 선택된 셀의 디스플레이 휘도에서 조정기간G의 디스플레이 휘도를 뺀 값이다.

또한, 각 서브 필드 중에서 제일 작은 휘도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서브 필드(SF1)에는, 조정기간G 및 제2 선택동작기간D

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 선택동작기간B 직후의 기간은 서브 필드(SF1)의 유지기간E이다. 또한, SF2 내지 SF10

의 서브 필드마다, 유지전극군(103d)에 인가된 파형과 유지전극군(103e)에 인가된 파형을 교환한 후, 선택동작의 순서를

변경한다. 또한, SF2 내지 SF10에는, 필드마다 인가되는 파형을 변경한다. 또한, 각 서브 필드의 가중치의 총합은 255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혼선발광에 의하여 휘도가 변화되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표 1.

  도 27은 제8 실시예에 따른 입력계조와 서브 필드 선택의 관계를 나타내는 LUT의 일부를 표시한 도면이다. 도 27에서,

좌단의 제목부는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에 대한 입력계조레벨을 나타내며,

상단의 제목부는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에 대한 입력계조레벨을 나타낸다.

또한, 각 부분의 윗 열은 디스플레이 셀(12d)의 서브 필드선택상태를 나타내고, 아래의 열은 디스플레이 셀(12e)의 서브

필드선택상태를 나타낸다. '0'은 비선택을 나타내고, '1'은 선택을 나타낸다. 각 열에는, 10개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고, 우

단의 숫자는 SF1에서 선택/비선택을 나타내고, 좌단의 숫자는 SF10에서 선택/비선택을 나타낸다. 도 27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각 디스플레이(12)의 입력계조레벨에 대한 서브 필드의 선택은 주사전극들(2) 중의 하나를 공유하는 2개의 디스플레

이 셀(12d 및 12e)의 양 입력계조레벨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결정된다.

  다음, LUT의 내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8 실시예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유지전극군

(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에는, 그의 영상데이터가 off이지만, 주사전극(2)을 공유하는 디

스플레이 셀(12d)이 on인 경우 제1 선택동작기간B, 제1 기간G1 및 제2 기간G2에서 방전이 발생한다.

  또한,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에는, 그의 영상데이터가 off이지만, 제2 선택

동작기간D에서 대향방전이 발생한다. 이런 방전은 디스플레이에 대하여 불필요한 발광(혼선)을 초래한다. 그리고, 유지전

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 및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

레이 셀(12e)의 모두가 on으로 되는 경우, 조정기간G에 있는 방전형태의 차이 및 제2 선택주사기간D에 있는 방전의 유무

에 의하여, 디스플레이 휘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즉, 디스플레이 셀(12d)에서 동일한 SF의 선택을 수행하여도, 디스플레이

셀(12e)의 선택상태에 따라 디스플레이 셀(12d)의 출력휘도가 변화된다.

  그러므로, 본 실시예에 있는 LUT의 내용은, 주사전극(2)을 공유하는 2개의 디스플레이 셀(12)의 입력계조의 각 조합에

있어서, 출력레벨의 차이가 제일 작은 서브 필드 선택의 조합을 구함으로써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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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8은 디스플레이 셀(12d)의 입력계조가 127이고, 디스플레이 셀(12e)의 입력계조가 100 내지 150으로 변화된 경우

디스플레이 셀(12d)의 출력레벨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9는 디스플레이 셀(12d)의 입력계조가 127이고, 디

스플레이 셀(12e)의 입력계조가 100 내지 150으로 변화된 경우 디스플레이 셀(12e)의 출력레벨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

프이다. 도면 중의 실선은 제8 실시예에서 LUT를 이용한 경우의 변화를 나타내고, 파선은 종래의 LUT를 이용한 경우의

변화를 나타낸다. 도 28 및 도 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8 실시예의 서브 필드 선택법을 채용함으로써, 입력계조레벨과 출

력휘도레벨 사이의 편차는 1계조레벨 이하로 억제된다. 따라서, 계조레벨의 역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의 구동방법과 서브 필드의 선택방법을 조합함으로써, 높은 개구율을 가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

널의 개선된 구동이 자연스러운 계조표시를 유지하면서 이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5 실시예에 있어서도, 작지만 혼선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본 실시예에서 나타낸 서브 필드 선택방법을 채용함

으로써 보다 정밀한 계조표현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9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은 제1 실시예와 동일하

지만, 그의 구동방법은 다르다. 도 30은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대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이다. 또한, 도 31은 도 6의 B-B선에 대한 단면상의 디스플레이 셀 내에 있는 벽전하의 상태를 나타내며, 도

31(a) 내지 31(c)는 도 30의 각 기간B1, D1 및 D3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벽전하의 상태를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을 구성하는 면전하의 기준전위를 유지기간E에서 방전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전압(Vsus)으로 한다. 따라서,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3)에 대하여, 유지전압(Vsus) 보다 높은 전위를 양의 전위로

표현하고, 유지전압(Vsus)보다 낮은 전위를 음의 전위로 표현한다. 또한, 데이터전극(5)의 전위는 0V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예비방전기간A에서, 주사전극(2)에 톱니파형의 제1 예비방전펄스(Vps1)를 인가함과 동시에,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에 음의 구형파의 제1 예비방전펄스(Vpc)를 인가한다. 따라서, 주사전극(2)을 양극으로 하는 방전이 발생하고, 각

주사전극(2) 상에 음의 벽전하가 형성되고, 각 유지전극(3) 상에 양의 벽전하가 형성된다. 다음, 주사전극(2)에 음의 제2

예비방전펄스(Vps2)를 인가한다. 한편,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에는 펄스를 인가하지 않고 유지전압(Vsus)으로 고정

된다. 그 결과, 방전에 의하여 유지전극(3) 및 주사전극(2) 상에 벽전하의 극성이 반전하고, 주사전극(2)상에는 양의 벽전

하가 발생되고, 유지전극(3) 상에 음의 벽전하가 발생된다.

  다음, 제1 선택동작기간B의 제1 기간B1에서, 유지전극군(103d)에 음극성의 제1 전하반전펄스(Vr1)를 인가한다. 이 때,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군(103e)에는 펄스를 인가하지 않고 유지전압(Vsus)으로 고정된다. 따라서, 도 3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에서만 방전이 발생한다. 그 결과, 주사전

극(2) 및 유지전극(3) 상의 벽전하의 극성이 반전되고, 주사전극(2) 상에 음의 벽전하가 형성되고, 유지전극(3) 사에 양의

벽전하가 형성된다.

  그 후, 제2 기간B2에서, 주사전극(2)에 음의 주사펄스(Vw)를 순차적으로 인가하고, 데이터전극(5)에는 유지전극군

(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1 및 12d2)의 영상데이터에 따라 양의 데이터펄스(Vd)를 인가한

다. 한편, 유지전극군(103d)에는 주사소거펄스(Vwe)를 인가하고, 유지전극군(103e)의 전위는 유지전압(Vsus)으로 고정

된다.

  따라서, 영상데이터가 off인 디스플레이 셀(12d1)에 주사펄스(Vw) 및 데이터펄스(Vd)가 인가되어, 주사전극(2)과 데이

터전극(5) 사이에서 방전이 발생된다. 또한, 이 방전을 트리거로 하여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에서 주사전극(2)을

음극으로 하는 방전이 발생된다. 주사펄스(Vw)의 인가시간은, 예를 들면, 1.5㎲정도로 짧게 설정된다. 또한, 유지전극군

(103d)에는 주사소거펄스(Vwe)가 인가되고,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 사이의 전위차는 작기 때문에, 주사전극(2)과 유

지전극(3) 사이에서 발생된 방전에 의하여 새로운 벽전하가 형성되는 경우가 없다. 한편, 영상데이터가 on인 디스플레이

셀(12d2)에는 데이터펄스(Vd)가 인가되지 않기 때문에, 방전이 발생되지 않고, 벽전하가 유지된다. 또한, 유지전극군

(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에는 주사전극(2) 상에 양의 벽전하가 형성되어 주사펄스(Vw)

에 의한 전압이 보상된다. 따라서, 데이터펄스(Vd)가 인가된 경우에도 방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후, 제3 기간B3에서 유지전극군(103e)에 제2 전하반전펄스(Vr2)를 인가한다. 이 때,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군

(103d)의 전위는 유지전압(Vsus)으로 고정된다. 따라서,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

(12e)에서 방전이 발생하고,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3) 상에 있는 벽전하의 극성이 반전된다. 그 결과, 주사전극(2) 상에

음의 벽전하가 형성되고, 유지전극(3) 상에 양의 벽전하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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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제2 선택동작기간D의 제1 기간D1에서 주사전극(2)에 음극성의 제3 전하반전펄스(Vr3)를 인가한다. 이 때, 유지전

극군(103d)에는 펄스를 인가하지 않고, 유지전압(Vsus)으로 고정된다. 유지전극군(103e)에는, 제3 기간B부터 제2 반전

펄스(Vr2)를 연속적으로 인가한다. 따라서, 도 3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

진 디스플레이 셀(12d) 중에서 제1 선택동작기간B 동안 방전이 발생하지 않은 디스플레이 셀(12d2)에서만 방전이 발생하

고,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3) 상에 벽전하의 극성이 반전한다. 그 결과, 주사전극(2) 상에 양의 벽전하가 형성되고, 유지

전극(3) 상에 음의 벽전하가 형성된다. 도 31(b)는 디스플레이 셀(12d1)이 off로 선택되고, 디스플레이 셀(12d2)이 on으

로 선택된 경우를 나타낸다.

  다음, 제2 선택주사기간D에서, 주사전극(2)에 음의 주사펄스(Vw)를 순차적으로 인가하고, 데이터전극(5)에는 유지전극

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1 및 12d2)의 영상데이터에 따라 양의 데이터펄스(Vd)를 인가

한다. 한편, 유지전극군(103e)에는 주사소거펄스(Vwe)를 인가하고, 유지전극군(103d)의 전위는 유지전압(Vsus)으로 고

정된다. 따라서, 영상데이터가 off이며 데이터펄스(Vd)가 인가된 디스플레이 셀(12e2)에서만 방전이 발생하고 벽전하가

소거된다.

  그 후, 제3 기간D3에서, 주사전극(2)에 제4 전하반전펄스(Vr4)를 인가한다. 이 때, 유지전극군(103d 및 103e)의 전위는

모두 유지전압(Vsus)으로 고정된다. 따라서, 유지전극군(103e)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e) 중에서

제2 기간D2 동안 방전이 발생하지 않은 디스플레이 셀(12e1)에서만 방전이 발생한다. 그 결과, 주사전극(2) 및 유지전극

(3) 상에 벽전하의 극성이 반전되고, 주사전극(2) 상에 양의 벽전하가 형성되고, 유지전극(3) 상에 음의 벽전하가 형성된

다. 이 때, 유지전극군(103d)에 속하는 유지전극(3)을 가진 디스플레이 셀(12d)에는 제4 전하반전펄스(Vr4)의 극성이 제

3 전하반전펄스(Vr3)와 같기 때문에, 방전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정에 의하여, 도 31(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디스

플레이를 수행하는 모든 디스플레이 셀(12)에는 주사전극(2) 상에 양의 벽전하가 형성되고, 유지전극(3) 상에 음의 벽전하

가 형성된다. 도 31(c)에는, 디스플레이 셀(12e1)이 on으로 선택되고, 디스플레이 셀(12e2)이 off로 선택된 경우를 나타

낸다.

  그 후, 유지방전기간E에서 주사전극(2)과 유지전극(3)에 서로 극성이 반전된 유지방전펄스(Vs)를 인가한다. 그 결과, 선

택동작기간B 및 D 동안 벽전하가 소거되지 않은 디스플레이 셀(12)에서만 방전이 발생하고 디스플레이를 위한 발광이 얻

어진다. 유지기간E는 주사전극(2)을 음극으로 하는 방전에 의하여 종료되고, 다음의 서브 필드에 있는 제1 선택동작기간

B'으로 이어진다.

  유지방전은 최종의 서브 필드에서만 주사전극(2)을 양극으로 하는 방전에 의하여 종료된다. 그 후, 유지소거기간(도시되

어 있지 않음)에 의하여, 감쇠 파형을 가진 유지소거펄스(도시되어 있지 않음)를 주사전극(2)에 인가함으로써, 벽전하를

소거됨과 동시에, 방전이 정지되고 다음의 필드로 이행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인접하는 디스플레이 셀(12)을 주사전극(2)에 공유시킴으로써, 높은 개

구율을 얻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셀에 대한 개선된 구동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한 구동방법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셀(12)에 대하여 벽전하를 형성하는 예비방전

기간A는 각 필드의 선두에 위치하는 서브 필드에서만 제공된다. 따라서, 어드레스방전은 모든 디스플레이 셀(12)에서 어

느 한 서브 필드 동안 한번만 수행되고, 이후의 서브 필드에서는 모두 비선택상태로 된다. 따라서, 표현될 수 있는 휘도레

벨은 선두부터 서브 필드의 각 휘도를 순차적으로 더한 값으로 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계조 레벨의 수는 서브

필드의 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된다.

  또한, 상기 실시예들은 전극의 배열의 조합예 및 구동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에 따른 전극배열

의 조합 및 구동방법에 한정되지 않고 그의 가능한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제8 또는 제9 실시예를 도 10 및 도

11에 나타낸 구조를 가지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적용할 수 도 있다.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첨부된 도면 및 도면에 따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개시되어 있지만, 본 명세서의 설

명은 설명을 위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당해 기술에 숙련된 사람들은 본 발명의 범위와 사상을 일탈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변경, 부가 및 치환이 가능하다

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 및 그와 동등한 것에 제한되고, 전술한 변경, 부가 및 치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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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여 높은 콘트래스트를 얻을 수 있고, 휘도의 감소를 가지지 않으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개선된 구동이 가능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및 그의 구동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로 대향하도록 위치된 제1 기판과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1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제1 방향으

로 평행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으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상기 복수개의 주사전극; 상

기 주사전극들 중에서 인접한 두 개의 주사전극들 사이에 하나씩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으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

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홀수번째의 상기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짝수번째의 상기 유지전극들이 공통

접속된 제2 유지전극군으로 분리되는 상기 복수개의 유지전극;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2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

어 상기 제1 방향에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터전극; 상기 주사전극들과 상기 유지전극들을 피복하는

유전체층; 및 상기 주사전극들 및 상기 유지전극들을 각각 상기 제2 방향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구획하는 격벽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들 사이에서 제1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단계;

  상기 제1 예비방전을 발생시킨 디스플레이 라인들에서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제2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들 사이에서 제2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제2 예비방전을 발생시킨 디스플레이 라인들에서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

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상기 단계들 중 최소한 하나의 단계는, 상기 주사전극 및 상기 유지전극 상에 서로 반대극성

을 가진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벽전하를 형성하는 상기 단계 직후에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주

사전극과 상기 데이터전극 사이에 대향방전을 발생시킴으로써 디스플레이를 수행하지 않는 디스플레이 셀의 벽전하를 소

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벽전하를 소거한 후, 벽전하가 소거되지 않은 디스플레이 셀 내에서 방전을 발생시켜 벽전하의 극성을 반전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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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상기 단계들 중 최소한 하나의 단계는, 디스플레이를 수행하는 디스플레이 셀 내에서 상기 주

사전극과 상기 데이터전극 사이에 대향방전을 발생시킴으로써, 상기 주사전극과 상기 유지전극상에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단계는, 상기 선택동작을 수행할 때 상기 주사전극에 인가된 전압펄스에 대하여 반대극

성을 가진 벽전하를 예비방전에 의하여 모든 상기 주사전극 상에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

사이에 소거펄스를 인가함으로써 예비방전에 의하여 벽전하를 소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상기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유지전극군의 전압

을 상기 주사전극들 사이에 유지방전을 발생시키는 전압으로 유지시키는 단계; 및 상기 예비방전에 의하여 벽전하의 소거

가 수행된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디스플레이를 수행하는 디스플레이 셀 내의 상기 주사전극과 상기 데이터전극 사이에 대

향방전을 발생시킴으로써,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2 예비방전을 발생시키는 단계는, 상기 제2 유지전극군과 상기 주사전극 사이에 소거펄스를 인가함으로써, 예비

방전에 의하여 상기 벽전하를 소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2 예비방전을 발생시킨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상기 선택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유지전극군의 전압을

상기 주사전극들 사이에 유지방전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압으로 유지시키는 단계; 및 상기 예비방전에 의하여 벽전하의 소

거가 수행되는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디스플레이를 수행하는 디스플레이 셀 내의 상기 주사전극과 상기 데이터전극 사이에

대향방전을 발생시킴으로써,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

법.

청구항 6.

  서로 대향하도록 위치된 제1 기판과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1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제1 방향으

로 평행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으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상기 복수개의 주사전극; 상

기 주사전극들 중에서 인접한 두 개의 주사전극들 사이에 하나씩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으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

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홀수번째의 상기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짝수번째의 상기 유지전극들이 공통

접속된 제2 유지전극군으로 분리되는 상기 복수개의 유지전극;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2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

어 상기 제1 방향에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터전극; 상기 주사전극들과 상기 유지전극들을 피복하는

유전체층; 및 상기 주사전극들 및 상기 유지전극들을 각각 상기 제2 방향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구획하는 격벽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갖는 디스플레이 셀에 벽전하를 형성함으로써,

상기 디스플레이 셀과 주사전극 및 데이터전극을 공유하며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갖는 디스플레

이 셀에 동일 극성의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갖는 디스플레이 셀에 형성된 벽전하를 소거하는 단계; 및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갖는 디스플레이 셀에 벽전하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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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대향하도록 위치된 제1 기판과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1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제1 방향으

로 평행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으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상기 복수개의 주사전극; 상

기 주사전극들 중에서 인접한 두 개의 주사전극들 사이에 하나씩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으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

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홀수번째의 상기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짝수번째의 상기 유지전극들이 공통

접속된 제2 유지전극군으로 분리되는 상기 복수개의 유지전극;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2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

어 상기 제1 방향에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터전극; 상기 주사전극들과 상기 유지전극들을 피복하는

유전체층; 및 상기 주사전극들 및 상기 유지전극들을 각각 상기 제2 방향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구획하는 격벽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갖는 디스플레이 셀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갖는 디스플레이 셀 사이에서 상이한 극성을 갖는 벽전하를 상기 주사전극 및 상기 유지전극 상에 형성하는 단계;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갖는 디스플레이 셀에서 상기 벽전하를 소거하

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갖는 디스플레이 셀 내에서 상기 벽전하들의 극성을 각각 반전시

키는 단계; 및

  영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갖는 디스플레이 셀에서 상기 벽전하를 소거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1화면을 구성하는 필드마다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9.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1화면을 구성하는 필드마다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0.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1화면을 구성하는 필드마다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1.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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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1화면을 구성하는 필드마다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2.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1화면을 구성하는 필드마다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3.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1화면을 구성하는 필드마다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 기간(addressing period)마다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 기간마다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 기간마다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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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 기간마다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 기간마다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1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 기간마다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20.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 기간마다 변경하는 단계; 및

  상기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한 화면을 구성하는 필드마다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21.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 기간마다 변경하는 단계; 및

  상기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한 화면을 구성하는 필드마다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22.

  제 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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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 기간마다 변경하는 단계; 및

  상기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한 화면을 구성하는 필드마다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23.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 기간마다 변경하는 단계; 및

  상기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한 화면을 구성하는 필드마다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24.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 기간마다 변경하는 단계; 및

  상기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한 화면을 구성하는 필드마다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25.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과 상기 제2 유지전극군에 속하는 상기 유지

전극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라인 사이에서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하나 이상의 어드레스 기간마다 변경하는 단계; 및

  상기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한 화면을 구성하는 필드마다 상기 선택동작의 순서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26.

  서로 대향하도록 위치된 제1 기판과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1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제1 방향으

로 평행하게 연장된 복수개의 주사전극으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상기 복수개의 주사전극; 상

기 주사전극들 중에서 인접한 두 개의 주사전극 사이에 하나씩 위치된 복수개의 유지전극으로서, 인접한 디스플레이 라인

들 사이에 공유되고, 홀수번째의 상기 유지전극들이 공통접속된 제1 유지전극군과 짝수번째의 상기 유지전극들이 공통접

속된 제2 유지전극군으로 분리되는 복수개의 유지전극;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제2 기판의 면상에 제공되어 상기

제1 방향에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개의 데이터전극; 상기 주사전극들과 상기 유지전극들을 피복하는 유전체층;

및 상기 주사전극들 및 상기 유지전극들을 상기 제2 방향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구획하는 격벽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

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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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주사전극을 공유하는 2개의 디스플레이 셀의 서브필드 선택의 조합을, 각 디스플레이 셀의 입력계조레벨과 출력계

조레벨 사이의 차가 저감하도록, 상기 2개의 디스플레이 셀의 입력계조레벨의 조합에 의해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서브필드선택의 조합에 기초하여, 상기 주사전극을 공유하는 상기 2개의 디스플레이 셀에 대한 디스플레이

를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필드선택의 조합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2개의 디스플레이 셀의 입력계조레벨과 상기 2개의 디스플레이 셀

의 간섭에 의한 발광량과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

동방법.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필드선택의 조합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2개의 디스플레이 셀의 간섭에 의한 발광량을 포함하는 출력계조레

벨과 상기 입력계조레벨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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