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G09G 3/28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11월15일

10-0528017

2005년11월04일

(21) 출원번호 10-2000-0003202 (65) 공개번호 10-2000-0062497

(22) 출원일자 2000년01월24일 (43) 공개일자 2000년10월25일

(30) 우선권주장 99-074478 1999년03월18일 일본(JP)

(73) 특허권자 후지쯔 가부시끼가이샤

일본국 가나가와켄 가와사키시 나카하라꾸 가미고다나카 4초메 1-1

(72) 발명자 다까모리다까히로

일본국가나가와켄가와사키시나가하라구가미고다나카4-1-1후지쯔가부

시끼가이샤내

히로세다다쓰구

일본국가나가와켄가와사키시나가하라구가미고다나카4-1-1후지쯔가부

시끼가이샤내

가메야마시게끼

일본국가나가와켄가와사키시나가하라구가미고다나카4-1-1후지쯔가부

시끼가이샤내

기시도모까쓰

일본국가나가와켄가와사키시나가하라구가미고다나카4-1-1후지쯔가부

시끼가이샤내

(74) 대리인 문두현

문기상

심사관 : 정재헌

(54)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요약

  본 발명은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컬러 표시용 플라즈

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

되는 방전 셀(cell)부의 상기 표시 전극쌍의 전극 면적이, 상기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와는 다른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상기 표시 전극쌍의 전극 면적에 비해서, 크게 하도록 구

성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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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색인어

전극, 형광체, 장벽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3전극·면방전·AC형 PDP의 개략적인 평면도.

  도 2는 종래의 3전극·면방전·AC형 PDP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3은 종래의 3전극·면방전·AC형 PDP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4는 종래의 각색 형광체 셀의 표시 전극에 관한 평면도.

  도 5는 표시 전극 면적과 방전 전류와 휘도의 관계도.

  도 6은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

  도 15는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

  도 16은 본 발명의 제 1O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

  도 17은 본 발명의 제 11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

  도 18은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

  도 19는 본 발명의 제 13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

  [부호의 설명]

  702, 704, 706, 802, 804, 806, 902, 904, 906, 1002, 1004, 1006, 1102, 1104, 1106, 1202, 1204, 1206, 1302,

1304, 1306, 1402, 1404, 1406, 1502, 1504, 1506, 1602, 1604, 1606, 1702, 1704, 1706, 1802, 1804, 1806 투명 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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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712, 809~812, 909~912, 1009~1012, 1109~1112, 1209~1212, 1309~1312, 1409~1412, 1509~1512,

1609~1612, 1709~1712, 1809~1812 장벽

  713, 813, 913, 1113, 1213, 1313, 1413, 1613, 1713 정슬릿

  714, 814, 914, 1114, 1214, 1314, 1414, 1614, 1714 역슬릿

  1013~1015, 1513~1515, 1813~1815, 1913~1915 슬릿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각종 방식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하 PDP라 칭함)에 관한 것이고, 특히, 컬러 표시용 PDP의 표시 전극

의 개량에 의해 백색의 색온도를 향상을 하는데 적합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 각종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는, 표시해야 할 정보나 설치 조건의 다양화, 대화면화 및 고정밀화가 현저하다.

따라서 이것들에 이용되는 PDP의 표시 품질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상기의 표시 장치 중 PDP는 화면의 플리커(flicker)가 없고, 대화면화가 용이하며, 고휘도 및 긴 수명 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최근 활발하게 개발이 행해지고 있다. PDP에는, 2개의 전극에서 선택 방전(어드레스 방전) 및 유지 방전을

하는 2전극형과, 제 3 전극을 이용해 어드레스 방전을 하는 3전극형이 있다. 계조 표시를 하는 컬러 PDP에서는, 방전에 의

해 발생하는 자외선에 의해 방전 셀내에 형성된 형광체를 여기시키고 있지만, 이 형광체는 방전에 의해 동시에 발생하는

정전하인 이온의 충격에 약하다는 결점이 있다. 상기의 2전극형에서는, 형광체에 이온이 직접 부딪히는 것 같은 구성이 되

어 있기 때문에, 형광체의 수명 저하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컬러 PDP에서는, 면방전을 이용한 3

전극 구조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더우기, 이 3전극형 구조에 있어서도 제 3 전극을 유지 방전을 하는 제 1과 제 2

전극이 배치되어 있는 기판에 형성하는 경우와, 상기 기판에 대향하는 또 하나의 기판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동일

기판에 상기 3종류의 전극을 형성하는 경우라도, 유지 방전을 하는 2개의 전극상에 제 3의 전극을 배치하는 경우와, 그 전

극의 밑에 제 3 전극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더우기, 형광체로부터 발광된 가시광을, 그 형광체를 투과해 보는 경우(투과

형)와 형광체로부터의 반사광을 보는 경우(반사형)가 있다. 또한, 방전을 하는 셀은 장벽(리브, 배리어)에 의해서, 인접 셀

과의 공간적인 결합이 단절되어 있다. 이 장벽은 방전 셀을 둘러싸도록 사방으로 설치되어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는 경우

와, 한 방향에만 설치되고, 다른 쪽은 전극간의 갭(거리)의 적정화에 의해 결합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도 1은, 종래의 PDP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도면의 PDP는 유지 방전을 하는 제 1 전극인 X 전극(101)과 제 2 전극인

Y 전극(102~106)이 배치된 기판과, 그 기판과는 다른 대향하는 기판에 제 3 전극인 어드레스 전극(107~116)을 배치한

것이다. 또한, 장벽(117~127)은 X 전극(101)과 Y 전극(102~106)에 직교하고, 또한 어드레스 전극(107~116)과 평행한

방향을 따라 기판의 면과 수직의 방향에 형성되어 있다. 더우기, 유지 전극인 X 전극(101)과 Y 전극(102~106)의 일부는

투명 전극이고, 형광체로부터의 반사광을 보는 반사형의 PDP이다.

  도 2는 도 1의 PDP의 어드레스 전극(107~116)과 평행한 방향을 따른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PDP는 전면(前面) 유리 기

판(201)과 배면(背面) 유리 기판(202)의 2매의 유리 기판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전면 유리 기판(201)에는, 유지 전극인 X

전극과 Y 전극을 갖추고 있다. X 전극은 투명 전극(203)과 버스 전극(204)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또한, Y 전극도 동일하

게, 투명 전극(205)과 버스 전극(206)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투명 전극(203, 205)은 형광체로부터의 반사광을 투과시키

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IT0(산화인듐을 주성분으로 하는 투명의 도체막) 등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버스 전극(204, 206,

208)은 전극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를 막기 위해서 낮은 저항으로 할 필요가 있고, 크롬(Cr)이나 동(Cu)에 의해 형성된다.

이와 같이 형성된 X 전극과 Y 전극을 유전체층(209)으로 피복하고, 더욱, 방전면에는 보호막(210)으로서 산화마그네슘

(MgO)막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전면 유리기판(201)과 대향하는 배면 유리 기판(202)에는, 어드레스 전극(211)을 유지

전극인 X 전극 및 Y 전극과 직행하도록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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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 3은 도 1의 PDP의 X 전극(101)과 평행한 방향을 따른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어드레스 전극(307, 308, 309)간

에는, 장벽(310, 311, 312, 313)을 형성하고, 그 장벽 사이에는, 적, 녹, 청의 발광 특성을 가지는 형광체(212)를 형성하고,

어드레스 전극을 덮는다.

  전면 유리 기판(301)과 배면 유리 기판(302)은 장벽(310으로부터 313)의 선단과 산화마그네슘(MgO)막(306)이 밀착하

도록 조립된다.

  도 4는 종래의 각색 형광체 셀의 표시 전극에 관한 평면도이다. X 전극(1) 및 Y 전극(1)은 표시 전극쌍을 구성하고, X 전

극(1)은 버스 전극(401)과 투명 전극(402)으로, Y 전극(1)은 버스 전극(403)과 투명 전극(404)으로 구성된다. X 전극(1)

과 Y 전극(1) 사이에 두어진 부분의 슬릿(413)에 있어서, 유지 방전이 행해지고, 이 유지 방전이 행해지는 슬릿을 정 슬릿

이라 부른다. X 전극(2), Y 전극(2)에 대해서도 같다. 한편, Y 전극(1)과 X 전극(2) 사이에 두어진 부분의 슬릿(414)은 유

지 방전을 하지 않는다. 이 유지 방전을 하지 않는 슬릿을 역 슬릿이라 부른다. 각 표시 전극과 교차하는 장벽(409, 410) 사

이에 두어진 부분에는, 적색(R)의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고, 이 부분의 상기 정 슬릿에 유지 방전이 일어나면 적색이 발광한

다. 장벽(410, 411)에 의해 사이에 두어진 부분은 녹색(G)의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녹색이 발색하고, 장벽

(411, 412)에 의해 사이에 두어진 부분은 청색(B)의 형광체가 배치되어 마찬가지로 청색이 발색한다. 어드레스 전극은 본

실시예에서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각 장벽에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도 5는 표시 전극 면적과 방전 전류와 휘도의 관

계도이다. 도 5a는 표시 전극 면적과 방전 전류의 관계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적색, 녹색, 청색의 각 형광체 셀의 표시

전극의 폭이 같은 폭인 경우는 실선(501)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표시 전극 면적에 의하지 않고 적색, 녹색, 청색의 각 형광

체 셀부의 방전 전류는 같은 값이 된다. 이 결과, 각색의 형광체를 같은 강도의 방전으로 생기는 등량의 자외선으로 여기시

키는 것이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렇지만, 상술한 종래 기술의 PDP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종래 기술의 컬러 표시용 PDP의 기술 과제의 1개로

서 휘도의 향상이 있다. 또한, 적, 록, 청의 각 형광체의 발광 효율과 최고 휘도는 실제로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강도

의 방전으로 생기는 등량의 자외선으로 여기시킨 경우, 특정의 색의 휘도가 낮아지고, 백색의 색온도가 낮아져 표시 품질

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도 5b는 표시 전극 면적과 휘도의 관계도이다. 적색, 녹색, 청색의 각 형광체 셀의 표시 전극의 폭이 같은 폭인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각색의 형광체를 같은 강도의 방전으로 생기는 등량의 자외선으로 여기시키는 것이 되고, 이

때의 휘도는 청색의 경우는 실선(511), 적색의 경우는 실선(512), 녹색의 경우는 실선(513)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각색에

의해 다르고, 청색의 경우가 가장 낮게 된다. 이 결과, 종래 기술의 PDP에서, 백색의 색온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의 점을 감안하여 된 것이고, 상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

레이 패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형광체의 발광색의 휘도에 따라서, 상기 형광체가 배치

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상기 표시 전극쌍의 유지 방전을 하는 방전 전류값

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면, 형광체의 발광색의 휘도에 따라서, 상기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휘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형광체의 발광색의 휘도에 따라서, 상기 형광체가 배치

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상기 표시 전극쌍의 전극 면적을 바꾸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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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의하면, 형광체의 발광색의 휘도에 따라서, 상기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휘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형광체 중,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상기 표시 전극쌍의 전극 면적이, 상기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와는 다른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상기 표시 전

극쌍의 전극 면적에 비해서, 크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면,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

의 휘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는 청색을 발광하는 형광

체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면, 발광색의 휘도가 청색을 발광하는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

는 방전 셀부의 휘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

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표시 전극을 구성하는 제 1 및 제 2 전극은 투명 전극을

포함하고, 상기 투명 전극을 방전을 하지 않는 인접하는 표시 전극쌍인 역 슬릿측으로 연재시켜 상기 전극 면적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면,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

의 휘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표시 전극을 구성하는 제 1 및 제 2 전극은 투명 전극을

포함하고, 상기 투명 전극을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측으로 연재시켜 상기 전극 면적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면,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

의 휘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표시 전극을 구성하는 제 1 및 제 2 전극은 투명 전극을

포함하고, 상기 투명 전극을 방전을 하지 않는 표시 전극쌍인 역 슬릿측 및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측의 양방향

으로 연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면,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

의 휘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표시 전극을 구성하는 제 1 및 제 2 전극은 투명 전극을

포함하고, 상기 투명 전극은 좁은 폭의 돌출부와 그 선단에 넓은 폭의 돌출부를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측에 가

지고, 상기 투명 전극을 방전을 하지 않는 표시 전극쌍인 역 슬릿측으로 연재시켜 상기 전극 면적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좁은 폭의 돌출부와 그 선단에 넓은 폭의 돌출부와 같은 형상의 투명 전극을 가진 PDP에 있

어서도,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휘도

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

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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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표시 전극을 구성하는 제 1 및 제 2 전극은 투명 전극을

포함하고, 상기 투명 전극은 좁은 폭의 돌출부와 그 선단에 넓은 폭의 돌출부를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측에 가

지고, 상기 투명 전극을, 상기 좁은 폭의 돌출부의 폭을 일정하게 하여,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측으로 연재시

켜 상기 전극 면적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좁은 폭의 돌출부와 그 선단에 넓은 폭의 돌출부와 같은 형상의 투명 전극을 가진 PDP에 있

어서도,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휘도

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

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표시 전극을 구성하는 제 1 및 제 2 전극은 투명 전극을

포함하고, 상기 투명 전극은 좁은 폭의 돌출부와 그 선단에 넓은 폭의 돌출부를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측에 가

지고, 상기 투명 전극의 상기 돌출부를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과 평행하게 연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좁은 폭의 돌출부와 그 선단에 넓은 폭의 돌출부와 같은 형상의 투명 전극을 가진 PDP에 있

어서도,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휘도

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

레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표시 전극을 구성하는 제 1 및 제 2 전극은 투명 전극을

포함하고, 상기 투명 전극은 좁은 폭의 돌출부와 그 선단에 넓은 폭의 돌출부를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의 각각의 양측에 가

지고, 상기 양 투명 전극을 양측으로 연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좁은 폭의 돌출부와 그 선단에 넓은 폭의 돌출부와 같은 형상의 투명 전극을 가진 PDP에 있

어서도,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휘도

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

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표시 전극을 구성하는 제 1 및 제 2 전극은 투명 전극을

포함하고, 상기 투명 전극은 좁은 폭의 돌출부와 그 선단에 넓은 폭의 돌출부를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의 각각의 양측에 가

지고, 상기 투명 전극의 상기 돌출부를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과 평행하게 크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좁은 폭의 돌출부와 그 선단에 넓은 폭의 돌출부와 같은 형상의 투명 전극을 가진 PDP에 있

어서도,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휘도

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

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표시 전극을 구성하는 제 1 및 제 2 전극은 투명 전극을

포함하고, 상기 투명 전극은 구형(矩形) 돌출부를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측에 가지고, 상기 투명 전극을 방전

을 하지 않는 표시 전극쌍인 역 슬릿측으로 연재시켜 상기 전극 면적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면, 상기의 구형 돌출부와 같은 형상의 투명 전극을 가진 PDP에 있어서도,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휘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

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표시 전극을 구성하는 제 1 및 제 2 전극은 투명 전극을

포함하고, 상기 투명 전극은 구형 돌출부를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측에 가지고, 상기 투명 전극을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측으로 연재시켜 상기 전극 면적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면, 상기의 구형 돌출부와 같은 형상의 투명 전극을 가진 PDP에 있어서도,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휘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

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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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컬러 표시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표시 전극을 구성하는 제 1 및 제 2 전극은 투명 전극을

포함하고, 상기 투명 전극은 구형 돌출부를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의 각각의 양측에 가지고, 상기 양 투명 전극을 양측으로

연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하면, 상기의 구형 돌출부와 같은 형상의 투명 전극을 가진 PDP에 있어서도,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휘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삼원색의 발광 휘도

를 종래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얻을 수 있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도면에 기초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a는 PDP의 단면도, b는 각색 전극의 방전 전류를 나타내는 도면, c는 색도도이다.

도 6a는 도 1의 PDP의 X 전극(1O1)과 평행한 방향을 따른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어드레스 전극(607, 608, 609)간에는,

장벽(610, 611, 612, 613)을 형성하고, 그 장벽 사이에는, 적, 녹, 청의 발광 특성을 가지는 형광체(614, 615, 616)를 형성

하고, 어드레스 전극을 덮는다. 전면 유리 기판(601)과 배면 유리 기판(602)은 장벽(610으로부터 613)의 선단과, 산화마

그네슘(MgO)막(306)이 밀착되도록 조립된다. 도 6a에서, 방전 공간에 가리키는 화살표의 굵기는 유지 방전 전류의 크기

를 나타내고, 화살표의 굵기가 클수록 전류값은 크다. 종래는 적색 전극, 녹색 전극, 청색 전극의 방전 전류값을 동일하게

하여 방전을 하고 있었지만, 본 발명에 의해서, 적색 전극, 녹색 전극, 청색 전극의 각색의 방전 전류값을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색은 종래보다 작고, 녹색은 동일하고, 청색은 종래보다 크게하는 식으로 각색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것에 의

해서,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백색의 색온도가 6200K인 것에 대해서, 백색의 색온도를 900OK가 되도록 했다. 이상,

본 발명에 의해서, 각색 형광체가 배치된 전극의 방전 전류값을 바꾸는 것에 의해서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1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의 PDP의 평면도이다. 본 발명에서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 슬릿(713, 715)측의 투명 전극(702, 704)과 투명 전극(706, 708)사이의 이간거리를 일정하게

한 상태로, 투명 전극(702, 704, 706, 708)의 청색의 형광체 셀 부분(이후 청색 전극이라 함)의 면적을, 역 슬릿(714)측에,

투명 전극(702, 704, 706, 708)의 적색 및 녹색의 형광체 셀 부분(이후 적색 전극, 녹색 전극이라 함)의 면적의 2배로 했

다. 이 경우에는, 도 5a의 청색 전극을 2배로 한 경우의 실선(503)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방전 전류가 크게 되고, 도 5b의

청색 전극을 2배로 한 경우의 실선(515)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청색의 휘도를 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색의 휘도를 적

색과 녹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올릴 수 있으므로,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청색 전극

의 면적을 적색 전극 및 녹색 전극의 면적의 2배로 한 예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2배에는 한정하지 않고 다른 크기로 확대해

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2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PDP의 전극 형상과 그 방

전 전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정 슬릿(813, 815)에서 방전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각색의 형광체 셀 부분

에서 정 슬릿(813, 815)측의 투명 전극(802, 804 및 806, 808)사이의 이간거리를 일정하게 한 채로, 각색의 형광체 셀마

다에 역 슬릿(814)측에, 투명 전극(802, 804, 806, 808)의 청색 전극, 녹색 전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

는 특히, 녹색 전극보다도 더욱 청색 전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역 슬릿(814)의 거리가 지나치게 협소하면, 역

슬릿(814)을 끼운 인접 셀의 방전에 영향을 주므로, 정 슬릿(813, 815)의 방전이 안정하게 동작하는 범위에서, 역 슬릿

(814)측으로 연재하는 거리를 결정한다. 도 8b는 각색 전극의 방전 전류 파형이다. 종래는, 적색 전극, 녹색 전극, 청색 전

극의 방전 전류값을 동일하게 하여 방전을 하고 있었지만, 본 발명에 의해서, 각색의 전극 면적을 상기와 같이 바꾸어 적색

전극, 녹색 전극, 청색 전극의 각색의 방전 전류값을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색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와 같이, 각색의

형광체 셀의 투명 전극의 면적을 바꿈으로써, 각색의 형광체 셀의 방전 전류값이 바뀌고 각색의 형광체 셀의 휘도를 상대

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이다. 각색의 형

광체 셀 부분에서 역 슬릿(914)의 이간거리를 일정하게 한 채로, 각색의 형광체 셀마다에 정 슬릿(913, 915)측에 투명 전

극(902, 904, 906, 908)을 연재시킨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특히, 녹색 전극보다도 더욱 청색 전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

이다. 이 경우, 투명 전극(902, 904, 906, 908)의 적색 전극 및 녹색 전극 및 청색 전극(이하 각색 전극으로 함)의 정 슬릿

(913, 915)의 이간거리에 차가 있으면 각색 전극의 정 슬릿(913, 915)의 방전 개시 전압에 차가 생기기 때문에, 각색 전극

의 정 슬릿(913, 915)의 방전이 안정하게 동작하는 범위에서, 정 슬릿(913, 915)측으로 연재하는 거리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각색의 형광체 셀의 투명 전극(902, 904, 906, 908)의 면적을 바꿈으로써, 각색의 형광체 셀의 휘도를 상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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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이다. 본 실시

예에서는, 인접하는 슬릿(1013, 1014, 1015)에서 교호로 방전을 하는 것이다. 즉, X 전극(1)을 구성하는 투명 전극(1002)

과 Y 전극(1)을 구성하는 투명 전극(1004)사이의 슬릿(1013)과, X 전극(2)을 구성하는 투명 전극(1006)과 Y 전극(2)을

구성하는 투명 전극(1008) 사이의 슬릿(1015)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동시에 방전을 하고, 다음에 다른 시점에서 Y 전극

(1)을 구성하는 투명 전극(1004)과 X 전극(2)을 구성하는 투명 전극(1006)사이의 슬릿(1014)에서 방전을 한다. 이 2개의

방전을 시간적으로 교호로 하는 것이다. 본 실시예는 각색의 형광체 셀 부분에서, 각색의 형광체 셀마다에 상기의 시간적

으로 교호로 방전을 하는 쌍방의 슬릿측에 투명 전극(1002, 1004, 1006, 1008)을 연재시킨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특

히, 녹색 전극보다도 더욱 청색 전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투명 전극(1002, 1004, 1006, 1008)의 각색의 슬

릿(1013, 1014, 1015)의 이간거리에 차가 있으면 투명 전극(1002, 1004, 1006, 1008)의 각색 전극의 슬릿(1013, 1014,

1015)의 방전 개시 전압에 차가 생기기 때문에, 투명 전극(1002, 1004, 1006, 1008)의 각색 전극의 슬릿(1013, 1014,

1015)의 방전이 안정하게 동작하는 범위에서 쌍방의 슬릿측으로 연재하는 거리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각색의 형광체 셀

의 투명 전극(1002, 1004, 1006, 1008)의 면적을 바꿈으로써, 상기와 같은 쌍방의 슬릿에서 방전을 하는 PDP에서도, 각

색의 형광체 셀의 휘도를 상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이다. 본 실시

예에서는, 투명 전극(1102, 1104, 1106, 1108)은 좁은 폭의 돌출부와 그 선단에 넓은 폭의 돌출부로 이루어지는 T자부를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1113, 1115)측에 가지는 것이다. 각색의 형광체 셀 부분에서 상기 T자부가 대향하는

정 슬릿(1113, 1115)의 이간거리를 일정하게 한 채로, 각색의 형광체 셀마다에 역 슬릿(1114)측에, 투명 전극(1102,

1104, 1106, 1108)의 청색 전극, 녹색 전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특히, 녹색 전극보다도 더욱 청색

전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역 슬릿(1114)의 거리가 너무 협소하면, 역 슬릿(1114)을 끼운 인접 셀의 방전에

영향을 주므로, 정 슬릿(1113, 1115)의 방전이 안정하게 동작하는 범위에서, 역 슬릿(1114)측으로 연재하는 거리를 결정

한다. 이와 같이, 각색의 형광체 셀의 투명 전극(1102, 1104, 1106, 1108)의 면적을 바꿈으로써, 상기와 같은 T자부의 정

슬릿(1113, 1115)에서 방전을 하는 PDP에서도, 각색의 형광체 셀의 휘도를 상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백색의 색온

도를 올릴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이다. 본 실시

예에서는, 투명 전극(1202, 1204, 1206, 1208)에 T자부를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1213, 1215)측에 가지는

것이다. 각색의 형광체 셀 부분에서 역 슬릿(1214)의 이간거리를 일정하게 한 채로, 각색의 형광체 셀마다에 정 슬릿

(1213, 1215)측에, T자부의 형상을 바꾸지 않고, 투명 전극(1202, 1204, 1206, 1208)을 연재시킨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

는 특히, 녹색 전극보다도 더욱 청색 전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투명 전극(1202, 1204, 1206, 1208)의 각색

전극의 정 슬릿(1213, 1215)의 이간거리에 차가 있으면 투명 전극(1202, 1204, 1206, 1208)의 각색 전극의 정 슬릿

(1213, 1215)의 방전 개시전압에 차가 생기기 때문에, 각색의 투명 전극(1202, 1204, 1206, 1208)의 정 슬릿(1213,

1215)의 방전이 안정하게 동작하는 범위에서, 정 슬릿(1213, 1215)측으로 연재하는 거리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각색의

형광체 셀의 투명 전극(1202, 1204, 1206, 1208)의 면적을 바꿈으로써, 상기와 같은 T자부의 슬릿에서 방전을 하는 PDP

에서도, 각색의 형광체 셀의 휘도를 상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적색, 녹색, 청색의 T자부의 이간거리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방전 개시 전압이 바뀌지만,

T자부의 이간거리를 일정하게 하여 방전 개시 전압을 동일하게 되도록 구성해도 좋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이다. 본 실시

예에 있어서는, 투명 전극(1302, 1304, 1306, 1308)에 T자부를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1313, 1315)측에 가

지는 것이다. 각색의 형광체 셀 부분에서 역 슬릿(1314)의 이간거리를 일정하게 한 채로, 각색의 형광체 셀마다에 정 슬릿

(1313, 1315)측에, 좁은 폭의 돌출부를 연장해 T자부의 형상만을 연재시킴으로써, 투명 전극(1302, 1304, 1306, 1308)

의 면적을 변화시킨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특히, 녹색 전극보다도 더욱 청색 전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투

명 전극(1302, 1304, 1306, 1308)의 각색 전극의 정 슬릿의 이간거리에 차가 있으면 각색의 투명 전극(1302, 1304,

1306, 1308)의 정 슬릿의 방전 개시 전압에 차가 생기기 때문에, 투명 전극의 정 슬릿(1302, 1304, 1306, 1308)의 각색

전극의 방전이 안정하게 동작하는 범위에서, 정 슬릿(1302, 1304, 1306, 1308)측으로 연재하는 거리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각색의 형광체 셀의 투명 전극(1302, 1304, 1306, 1308)의 면적을 바꿈으로써, 상기와 같은 T자부의 슬릿에서 방

전을 하는 PDP에서도, 각색의 형광체 셀의 휘도를 상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이다. 본 실시

예에 있어서는, 투명 전극(1402, 1404, 1406, 1408)에 T자부를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1413, 1415)측에 가

지는 것이다. 각색의 형광체 셀 부분에서 역 슬릿(1414) 및 정 슬릿(1413)의 이간거리를 일정하게 한 상태로, 각색의 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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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셀마다에, 넓은 폭의 돌출부의 형상의 폭을 넓힘으로써, 투명 전극(1402, 1404, 1406, 1408)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특히, 녹색 전극보다도 더욱 청색 전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색의 형광체 셀의 투명 전

극(1402, 1404, 1406, 1408)의 면적을 바꿈으로써, 상기와 같은 T자부의 슬릿에서 방전을 하는 PDP에서도, 각색의 형광

체 셀의 휘도를 상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이다. 본 실시

예에 있어서는, 인접하는 슬릿(1513, 1514, 1515)에서 교호로 방전을 하는 것으로, 방전을 하는 투명 전극(1502, 1504,

1506, 1508)의 각색 셀에 2개의 T자부를 가지는 것이다. 즉, X 전극(1)을 구성하는 T자부의 투명 전극(1502)과 Y 전극

(1)을 구성하는 T자부의 투명 전극(1504) 사이의 슬릿(1513)과, X 전극(2)을 구성하는 T자부의 투명 전극(1506)과 Y 전

극(2)을 구성하는 T자부의 투명 전극(1508) 사이의 슬릿(1515)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동시에 방전을 하고, 다음에 다

른 시점에서 Y 전극(1)을 구성하는 T자부의 투명 전극(1504)과 X 전극(2)을 구성하는 T자부의 투명 전극(1506)사이의

슬릿(1514)에서 방전을 한다. 이 2개의 방전을 시간적으로 교호로 하는 것이다. 각색의 형광체 셀 부분에서, 각색의 형광

체 셀마다에 2개의 슬릿의 쌍방향에, 좁은 폭의 돌출부를 연장하여 T자부의 형상만을 연재시킴으로써, 투명 전극(1502,

1504, 1506, 1508)을 연재시킨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특히, 녹색 전극보다도 더욱 청색 전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투명 전극(1502, 1504, 1506, 1508)의 슬릿(1513, 1514, 1515)의 각색의 T자부의 이간거리에 차가 있으면 각

색의 T자부의 투명 전극(1502, 1504, 1506, 1508)의 슬릿(1513, 1514, 1515)의 방전 개시 전압에 차가 생기기 때문에,

투명 전극(1502, 1504, 1506, 1508)의 각색의 T자부의 슬릿(1513, 1514, 1515)의 방전이 안정하게 동작하는 범위에서

쌍방의 슬릿측으로 연재하는 거리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각색의 형광체 셀의 T자부의 투명 전극(1502, 1504, 1506,

1508)의 면적을 바꿈으로써, 상기와 같은 T자부의 쌍방의 슬릿에서 방전을 하는 PDP에서도, 각색의 형광체 셀의 휘도를

상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이다. 본 실

시예에 있어서는, 투명 전극(1602, 1604, 1606, 1608)에, 구형 돌출부의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1613,

1615)측에 가지는 것이다. 각색의 형광체 셀 부분에서 상기 구형 돌출부가 대향하는 정 슬릿(1613, 1615)의 이문거리를

일정하게 한 상태로, 구형 돌출부의 형상을 바꾸지 않고, 각색의 형광체 셀마다에 역 슬릿(1614)측에, 투명 전극(1602,

1604, 1606, 1608)의 청색 전극, 녹색 전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특히, 녹색 전극보다도 더욱 청색

전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역 슬릿(1614)의 거리가 너무 협소하면, 역 슬릿(1614)을 끼운 인접 셀의 방전에

영향을 주므로, 정 슬릿(1613, 1615)의 방전이 안정하게 동작하는 범위에서 역 슬릿(1614)측으로 신장하는 거리를 결정

한다. 이와 같이, 각색의 형광체 셀의 투명 전극의 면적을 바꿈으로써, 상기와 같은 구형 돌출부의 정 슬릿(1613, 1615)에

서 방전을 하는 PDP에서도, 각색의 형광체 셀의 휘도를 상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11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 11 실시예에 PDP의 평면도이다. 본 실시예

에 있어서는, 투명 전극(1702, 1704, 1706, 1708)에, 구형 돌출부를 방전을 하는 표시 전극쌍인 정 슬릿(1713, 1715)측

에 가지는 것이다. 각색의 형광체 셀 부분에서 상기 구형 돌출부가 대향하는 정 슬릿(1713, 1715)의 이간거리를 일정하게

한 상태로, 각색의 형광체 셀마다에 정 슬릿(1713, 1715)측에, 투명 전극(1702, 1704, 1706, 1708)의 청색 전극, 녹색 전

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특히, 녹색 전극보다도 더욱 청색 전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색의 형광체 셀의 투명 전극(1702, 1704, 1706, 1708)의 면적을 바꿈으로써, 상기와 같은 구형 돌출부의 정 슬릿

(1713, 1715)에서 방전을 하는 PDP에서도, 각색의 형광체 셀의 휘도를 상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 12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이다. 본 실

시예에 있어서는, 인접하는 슬릿(1813, 1814, 1815)에서 교호로 방전을 하는 것으로, 방전을 하는 투명 전극(1802,

1804, 1806, 1808)에 2개의 T자부를 가지는 것이다. 즉, X 전극(1)을 구성하는 T자부의 투명 전극(1802)과 Y 전극(1)을

구성하는 T자부의 투명 전극(1804) 사이의 슬릿(1813)과, X 전극(2)을 구성하는 T자부의 투명 전극(1806)과 Y 전극(2)

을 구성하는 T자부의 투명 전극(1808) 사이의 슬릿(1815)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동시에 방전을 하고, 다음에 다른 시점

에서 Y 전극(1)을 구성하는 T자부의 투명 전극(1804)과 X 전극(2)을 구성하는 T자부의 투명 전극(1506) 사이의 슬릿

(1814)에서 방전을 한다. 이 2개의 방전을 시간적으로 교호로 행하는 것이다. 각색의 형광체 셀 부분에서, 슬릿(1813,

1815) 및 슬릿(1814)의 이간거리를 일정하게 한 상태로, 각색의 형광체 셀마다에 T자부의 형상의 폭을 넓힘으로써, 투명

전극(1802, 1804, 1806, 1808)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특히, 녹색 전극보다도 더욱 청색 전극의 면적

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색의 형광체 셀의 투명 전극(1802, 1804, 1806, 1808)의 면적을 바꿈으로써, 상기와 같은

T자부의 슬릿에서 방전을 하는 PDP에서도, 각색의 형광체 셀의 휘도를 상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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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13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 13 실시예에서의 PDP의 평면도이다. 본 실

시예에 있어서는, 인접하는 슬릿(1913, 1914, 1915)에서 교호로 방전을 하는 것으로, 방전을 하는 투명 전극(1902,

1904, 1906, 1908)에 2개의 구형 돌출부를 가지는 것이다. 즉, X 전극(1)을 구성하는 구형 돌출부의 투명 전극(1902)과

Y 전극(1)을 구성하는 구형 돌출부의 투명 전극(1904) 사이의 슬릿(1913)과, X 전극(2)을 구성하는 구형 돌출부의 투명

전극(1906)과 Y 전극(2)을 구성하는 구형 돌출부의 투명 전극(1908) 사이의 슬릿(1915)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동시에

방전을 하고, 다음에 다른 시점에서 Y 전극(1)을 구성하는 구형 돌출부의 투명 전극(1904)과 X 전극(2)을 구성하는 구형

돌출부의 투명 전극(1906) 사이의 슬릿(1914)에서 방전을 한다. 이 2개의 방전을 시간적으로 교호로 하는 것이다.

  각색의 형광체 셀 부분에서, 슬릿(1913, 1915) 및 슬릿(1914)의 이간거리를 일정하게 한 상태로, 각색의 형광체 셀마다

에 2개의 슬릿의 쌍방향에 투명 전극(1902, 1904, 1906, 1908)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특히, 녹색 전

극보다도 더욱 청색 전극의 면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색의 형광체 셀의 구형 돌출부의 투명 전극(1902, 1904,

1906, 1908)의 면적을 바꿈으로써, 상기와 같은 구형 돌출부의 쌍방의 슬릿에서 방전을 하는 PDP에서도, 각색의 형광체

셀의 휘도를 상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청색 또는 청색과 녹색의 형광체의 발광 휘도 향상을 위해서 청색 또는 청색과 녹색

의 형광체의 셀의 표시 전극을 상대적으로 확대했지만, 특정의 백색의 색온도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한정하지 않고 각색의 셀의 표시 전극 면적을 변화시켜도 좋다. 또한, 이상에서 설명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PDP로서, 컬러

표시용의 AC 구동형 PDP를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컬러 표시용이면, 모든 형식

의 PDP에 적용할 수 있다. 더우기, 본 발명에 의한 표시 전극은 종래의 PDP의 제조 공정에서,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

크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형성할 수 있고, 특별한 공정의 부가는 필요하지 않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휘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백색의 색온도를 올릴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

널을 얻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PDP의 제조 공정에 있어서,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를 변경함으로써, 발광색의 휘

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휘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제조가 용이하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이한 발광색에 대응한 3 종류의 형광체와 상기 3 종류의 형광체를 분리하는 장벽과 상기 각 형광체를 발색시키기 위해

서 면방전을 행하는 표시 전극쌍을 배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상기 표시 전극쌍을 구성하는 제 1 및 제 2 전극은 좁은 폭의 돌출부와 그 선단에 넓은 폭의 돌출부를 구비하고,

  상기 형광체의 종류에 따라서, 상기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

(cell)부의 상기 표시 전극쌍의 이간 거리 및 전극 면적이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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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체 중 발색광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

의 상기 표시 전극쌍의 전극 면적이 상기 발광색의 휘도가 낮은 형광체와는 다른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공간을 사

이에 두는 장벽에 의해 규정되는 방전 셀부의 상기 표시 전극쌍의 전극 면적에 비해서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적색을 발광하는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셀부에서의 상기 표시 전극쌍의 전극 면적과 녹색을 발광하는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셀부에서의 상기 표시 전극쌍의 전극 면적이 같고, 청색을 발광하는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셀

부에서의 상기 표시 전극쌍의 전극 면적이 다른 것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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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적색을 발광하는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셀부에서의 상기 표시 전극쌍의 전극 면적보다 녹색을 발광하는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셀부에서의 상기 표시 전극쌍의 전극 면적이 크고, 녹색을 발광하는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셀

부에서의 상기 표시 전극쌍의 전극 면적보다 청색을 발광하는 형광체가 배치되어 있는 방전 셀부에서의 상기 표시 전극쌍

의 전극 면적이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좁은 폭의 돌출부와 넓은 폭의 돌출부가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 각각의 양측에 설치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전극의 상기 좁은 폭의 돌출부와 그 선단의 넓은 폭의 돌출부를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과 평행하게 크게 해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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