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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고 계조화와 고 세밀화에 용이하게 대응 가능한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드레스전극 방향으로 배설한 복수 종류의 서브픽셀이, 복수의 어드레스전극 내의 1 개에 접속된 제 2 도전층(108)에

의해 동시에 독립되어 어드레싱 되는 고속주사수단과, 복수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단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계조표시를

행하는 계조표시수단과, 1 필드를 복수의 서브프레임으로 분할하여, 원하는 화소를 원하는 서브프레임 기간동안 점등시키

는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표시수단을 병용한 계조표시수단을 구비한 구성의 플라즈마 표시장치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PDP 동작을 나타내기 위한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개략구성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 제 1 실시예의 PDP 구성을 나타낸 확대부분 개략평면도.

  도 3의 A는 도 2의 α-α' 단면도이며, B는 도 2의 β-β'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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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본 발명 제 2 실시예의 PDP 구성을 나타낸 확대부분 개략평면도.

  도 5는 본 발명 제 3 실시예의 PDP 구성을 나타낸 확대부분 개략평면도.

  도 6은 본 발명 제 4 실시예의 PDP 구성을 나타낸 확대부분 개략평면도.

  도 7은 본 발명 제 5 실시예의 PDP 서브픽셀 구성을 나타내는 확대부분 개략평면도.

  도 8은 본 발명 제 6 실시예 PDP의 구성을 나타내는 확대부분 개략평면도.

  도 9는 종래의 PDP 구성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10의 A는 도 9의 α-α' 단면도이며, B는 도 9의 β-β' 단면도.

  도 11은 종래의 플라즈마 표시장치 개략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12는 종래의 플라즈마 표시장치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도.

  도 13은 종래의 표시데이터 프레임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종래의 플라즈마 표시장치 구성을 나타내는 구성도.

  도 15는 종래의 PDP 내부구조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16은 종래의 PDP 상세구성을 나타내는 설명도.

  도 17의 A는 종래 PDP의 각 R, G, B의 2 개 서브픽셀의 점등상태에서 2 셀을 점등시키는 경우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며,

B는 1 셀을 점등시키는 경우를 나타내는 설명도이고, C는 점등시키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는 설명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100 :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2, 110 : 제어회로, 제어기 3, 111 : 어드레스드라이버

  4, 112 : X공통드라이버 6, 113 : Y주사드라이버

  7, 114 : Y공통드라이버 11, 120 : 표시데이터 제어부

  12, 121 : 패널구동 제어부 20, 22, 122, 124 : 프레임메모리

  21 : 연산부 29, 129 : 격벽

  30, 140 : 주사드라이버 제어부 31, 141 : 공통드라이버 제어부

  40 : 전압변환부 41 : Va 전원부

  42 : VW 전원부 43 : VSC 전원부

  44 : VY 전원부 45 : VX 전원부

  46 : 전원회로 50 : EP-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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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A : 구동파형 영역 50B : 유지펄스 수 설정영역

  71, 81 : 제어회로 85 : 구동유닛

  90 : 마이크로컴퓨터 91 : 릴레이 제어부

  101, 131 : 배면 유리기판 102 : MgO막, 보호층

  103, 134 : 유전체층 104 : 버스전극

  105 : 투명전극 106 :앞면 유리기판

  107 : 절연체층 108 : 제 2 도전층

  120 : 데이터처리회로

  128R, 128G, 128B, F, F(R), F(G), F(B) : 형광체층

  132 : 바탕층 135 : 방전공간

  142 : 금속막 200, S1 : 플라즈마 표시장치

  IN : 표시데이터 입력부 INV ; 구동고압 입력부

  L, L1, L2 : 주사선 OUT : 기준전압 출력부

  DATA : 표시데이터

  DATAsf : 서브프레임을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

  A, A1, A2, A3, A4, A5, A6, A7, A8, A9, AM, AJ, M : 어드레스전극

  C, C(M, N) : 발광 셀, 화소 SPC1, SPC2 : 서브픽셀

  X1, X2, X3, X4, XN, XK, N, XK ,2N-1, XK, 2N, XK, 3N-2, XK, 3N-1,

  XK, 3N : X전극

  Y1, Y2, Y3, Y4, YN, YK, 2N-1, YK, 2N, Y2N-1, Y2N : Y전극

  SA, SYS, SYC, SX : 제어신호 PAA : 어드레스펄스

  PAY : 주사펄스 PAW, PXS : 기입펄스

  PXS, PYS : 유지펄스 CLK : 도트클록

  VSYNC : 수직 동기신호 HSYNC : 수평 동기신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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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함으로써 계조표시를 행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컴퓨터 표시장치, 텔레비젼 등에서는, 표시해야 할 정보의 다양화, 대화면화 및 고 세밀화가 현저하다. 따라서 이들

에 이용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LCD(Liquid Crystal Display), 전계발광(Electroluminescence), 형광표시관, 발광다이

오드 등의 표시장치에 있어서도, 이들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품질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상기 각 표시장치 중 플라즈마 표시장치는, 깜박임이 없고 대 화면화가 쉬우며, 휘도가 높고 장수명 등의 특징을 갖는 점

에서 최근 특히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플라즈마 표시장치에는, 크게 나누어 표시면을 구성하는 복수의 발광 셀 중, 발광시켜야 할 셀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방전

(어드레스방전) 및 선택한 발광 셀의 발광을 유지시키기 위한 유지방전을 2 개의 전극을 사용하여 실행하는 2 전극형 플라

즈마 표시장치와, 어드레스방전을 제 3 전극을 사용하여 실행하고, 유지방전은 앞의 2 개 전극을 사용하여 실행하는 3 전

극형 플라즈마 표시장치가 있다.

  한편, 컬러표시가 가능한 플라즈마 표시장치도 최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플라즈마 표시장치 중, 계조표시가

가능한 플라즈마 표시장치에서는, 상기 전극간에서 일어나는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자외선에 의하여, 각 발광 셀 내에 형

성된 빛의 3 원색 중 1 개의 색에 대응하는 발광색을 갖는 형광체를 여기시켜 발광을 얻는데, 이 형광체는 방전에 의해 자

외선과 동시에 생기는 양 전하 이온이 충돌함에 의한 충격에 약하다는 결점이 있다.

  상기 2 전극형 플라즈마 표시장치에서는 형광체에 대하여 직접 이온이 충돌하는 구조이므로, 형광체의 수명이 짧다는 결

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형광체에 대하여 방전에 의한 이온이 충돌하지 않는 구조를 갖는 면방전형 3 전극 플라즈마 표시장치가

일반화되고 있다.

  상기한 면방전형 3 전극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종류로는, 어드레스방전을 하기 위한 제 3 전극을, 유지방전을 하기 위한

제 1 및 제 2 전극이 배치된 기판의 위에 배치하는 장치와, 상기 제 3 전극을 제 1 및 제 2 전극이 배치된 기판에 대향하는

다른 기판에 배치하는 장치가 있다.

  또 동일 기판에 상기 제 1~제 3 전극을 갖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중에서도, 유지방전을 하는 2 개의 전극 위에 제 3 전극

을 배치하는 경우와, 상기 2 개 전극 밑에 제 3 전극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형광체로부터 발산되는 광(가시광)을, 그 형광체를 투과시켜 외부로 발광시키는 투과형 플라즈마 표시장치와, 상기

발광을 형광체로부터의 반사광으로서 외부로 유도하는 반사형 플라즈마 표시장치가 있다.

  여기서, 방전을 행하는 발광 셀은 격벽(리브 또는 배리어라고도 함.)에 의해, 인접하는 발광 셀과 공간적 결합이 단절된

다. 이 격벽 구조에 의해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분류하면, 상기 격벽이 발광 셀을 둘러싸도록 사방으로 배설되고, 발광 셀

내에 발광에 사용될 가스를 완전히 밀봉하도록 돼있는 경우와, 상기 격벽이 한 방향에만 배설되고, 상기 한 방향과 직교하

는 방향은 각 전극간 갭(거리)을 적성화 함으로써 인접 발광 셀간의 결합이 단절된 경우가 있다.

  여기서, 상기 3 전극형 플라즈마 표시장치 중, 종래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방전형 3 전극 AC(교류)형 플라즈마 표

시장치에 대하여, 일본 특개평 9-6283호 공보를 참조하여 도 9~도 13을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유지방전을 하는 2 개의 전극이 평행으로 배치된 기판에 대향하는 기판에, 어드레스방전을 하기 위

한 제 3 전극이 상기 2 개 전극에 수직방향으로 배치되고, 또한 상기 격벽이, 유지방전을 하는 제 1 및 제 2 전극에 수직이

고 어드레스방전을 하는 제 3 전극에 평행인 방향으로만 배치되며, 제 1 및 제 2 전극의 일부가 투명전극으로 구성된 반사

형 면방전 3 전극 AC형 플라즈마 표시장치(이하, 단순하게 PDP(Plasma Display Panel)라 함)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 9~도 11을 이용하여, 종래의 PDP에 대하여 그 개략구조를 설명한다. 도 9는 종래 PDP(100)의 평면도이다.

  도 9에서, PDP(100)는 어드레스방전을 하기 위한 어드레스전극(A1~AM)과, 유지방전을 하기 위한 X전극(X1~XN) 및

Y전극(Y1~YN)을 구비한다. 여기서 X전극(X1~XN)은 각각 공통전극에 접속되며, Y전극(Y1~YN)은 각각 독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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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발광 셀(C)에서는 빛의 3 원색에 대응하는 각각의 색(적색(이하, R로 칭함), 녹색(이하, G로 칭함) 및 청색(이하, B로

칭함)) 중 어느 한 색에 대응하는 형광체가 도포되며, Y전극(Y1~YN)이 어드레스전극 방향으로 격벽(129)에 의해 구획된

다.

  또한 인접하는 2 개의 격벽(129) 내는, 같은 색의 형광체가 도포되며, PDP(100) 전체적으로 R, G, B의 순으로 스트라이

프상 형광체를 구비한다.

  여기서, 발광 셀(C)의 어드레스전극(A1~AM)방향의 분할은, 인접하는 발광 셀(C) 사이의 X전극과 Y전극(예를 들어 X전

극(XN)과 Y전극(YN))의 갭(거리)을 적성화함으로써, 인접하는 발광 셀(C)끼리의 결합이 차단된다.

  상기한 구성을 갖는 PDP(100)에 있어서, 어드레스방전은 어드레스전극 (A1~AM)과 Y전극(Y1~YN) 사이에서 행해지

며, 유지방전은 각각 서로 대응하여 인접하는 X전극(X1~XN)과 Y전극(Y1~YN)(X전극(X1)과 Y전극(Y1), X전극(X2)과 Y

전극(Y2), 이하 마찬가지) 사이에서 행해진다.

  다음으로 도 10의 A 및 B에 기초하여 PDP(100)의 단면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도 10의 A 및 B에서는 도 10의

A가 도 9의 α-α'단면의 일부(어드레스전극(A4~A6)에 관한 부분)을 나타내며, 도 10의 B가 도 9의 β-β'단면의 일부(Y전

극(Y1), X전극(X2) 및 Y전극(Y2)에 관한 부분)를 나타낸다.

  도 1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PDP(100)는 반사형 PDP이며, 어드레스 전극(A1~AM), 유지전극으로서의 X전극(X1~XN)

및 Y전극(Y1~YN), 발광 셀(C) 및 격벽(129)이, 배면 유리기판(131)과 전면 유리기판(106) 사이에 형성되며, 도 10의 A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배면 쪽으로부터, PDP(100) 본체로서의 배면 유리기판(131)과, 어드레스전극(A1~AM)과, 각 발

광 셀(C)을 구분하는 격벽(129)과, 각 어드레스전극(A1~AM)을 피복하도록 형성됨과 동시에, 각 발광 셀(C)의 대응하는

발광색(R, G 또는 B)을 가지며 어드레스방전 및 유지방전에 의해 방출되는 자외선에 의해 여기되어 발광되는 형광체(F)

와, 방전면을 어드레스방전 및 유지방전에 의해 방출되는 양 이온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층로서의 MgO층(102)과, 각 X전

극 및 각 Y전극간을 절연함과 동시에 방전면을 형성하는 유리 등의 유전체층(103)과, X전극(X1~XN)과, Y전극(Y1~YN)

과, 표시면을 구성하는 전면 유리기판(106)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격벽(129)의 정상부와 MgO층(102)이 밀착되도록 배면 유리기판(131)과 전면 유리기판(106)이 배치된다.

  또 도 10의 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X전극(X1~XN) 및 Y전극(Y1~YN)은 각각 투명전극(105)과 버스전극(104)으로 구

성된다.

  여기서 투명전극(105)은, 형광체(F)로부터의 발광을 투과시키기 위하여 ITO(Indium Tin Oxide, 산화인듐을 주성분으로

하는 투명 도체막)로 형성되며, 버스전극(104)은 전기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저 저항의 Cu(구리)나 Cr(크

롬)으로 형성된다.

  상기한 구성에서 형광체(F)로부터의 발광은, 반사광으로서 투명전극(105) 및 전면 유리기판(106)을 투과하여 표시면으

로부터 방출된다. 여기서, 종래 기술의 PDP(100)를 이용하여 표시를 행하기 위한 표시데이터에서는, 표시해야 할 데이터

의 1 프레임이 복수의 서브프레임(화면)으로 구성되며, 상기 서브프레임은 각각 리셋기간, 어드레스기간 및 유지방전기간

으로 시분할된다.

  이 중 리셋기간은, PDP(100)의 모든 발광 셀(C)을 리셋시켜, 불필요한 대전을 제거하기 위한 기간이다. 또 어드레스기간

은, 표시해야 할 데이터에 기초하여, 발광시켜야 할 발광 셀(C)에 대응하는 어드레스전극(A1~AM) 및 Y전극(Y1~YN)에

대하여, 어드레스라인을 따라 어드레스펄스 및 주사펄스를 인가함으로써 어드레스방전(선택방전, 도 10의 B 참조)을 발생

시키는 기간이다.

  또한 유지방전기간은, X전극(X1~XN) 및 Y전극(Y1~YN)에 대하여 어드레스방전에 의해 발광시킨 발광 셀(C)을 더욱 발

광시키기 위해 유지펄스가 인가되는 기간이다. 이 때, 상기 유지펄스에 의해 유지방전이 발생하며, 상기 발광 셀(C)이 발광

되게 된다. 여기서, 유지펄스가 많을수록 상기 발광 셀에서의 휘도가 높아진다(밝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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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도 11을 이용하여 PDP(100)를 구비한 종래 기술의 플라즈마 표시장치(200)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1에

나타내는 플라즈마 표시장치(200)에서 어드레스전극(A1~AM)은 개별로 어드레스드라이버(111)에 접속되며, 그 어드레

스드라이버(111)에 의해 어드레스방전 시 어드레스펄스(PAW)가 인가된다. 또 Y전극(Y1~YN)은 개별로 Y주사드라이버

(113)에 접속된다.

  Y주사드라이버(113)는 Y공통드라이버(114)에 접속되며, 어드레스방전 시의 주사펄스(PAY)는 Y주사드라이버(113)로

부터 발생하고, 유지방전기간의 유지펄스 (PYS) 등은 Y공통드라이버(114)에서 발생하며, 각각 Y주사드라이버(113)를 경

유하여 Y전극(Y1~YN)에 인가된다. 한편, X전극(X1~XN)은 PDP(100)의 전체 표시라인에 걸쳐 공통 접속되어 외부로 연

장된다.

  X공통드라이버(112)는, 리셋기간의 기입펄스(PXW), 유지방전기간의 유지펄스 (PXS) 등을 발생시킨다. 이들 드라이버

는 제어회로(110)에 의해 제어된다.

  제어회로(110)는, 표시데이터의 1 프레임분 데이터를 기억하는 프레임 메모리(130)를 구비한 표시데이터 제어부(120)

와, 각 드라이버를 제어하는 주사드라이버 제어부(140) 및 공통드라이버 제어부(141)를 구비한 패널구동 제어부(121)로

구성되며,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도트클록(CLK), 동기신호(HSYNC, VSYNC) 및 표시데이터에 기초하여 각 드라이버를 제

어하는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다음에, 도 12에 나타내는 타이밍도 및 도 11에 기초하여, 상기 1 서브프레임에 상당하는 1 서브프레임기간의 플라즈마

표시장치(200)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도 12는, 1 서브프레임기간에 있어서 각 펄스의 발생타이밍을 나타낸

다.

  도 1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먼저 리셋기간(전면(全面)기입기간과 자기소거기간으로 구성됨)에서, 모든 Y전극(Y1~YN)

이 0V레벨로 되며, 또 모든 X전극(X1~XN)에 대하여 기입펄스(PXW)(약 330V, 10μsec)가 인가된다.

  이 기입펄스(PXW)에 동기하여, 모든 어드레스전극(A1~AM)에 기입펄스(PAW)가 인가된다. 이 기입펄스(PXW 및

PAW)에 의해 모든 X전극(X1~XN) 및 어드레스전극(A1~AM)간(모든 발광 셀(C))에서, 그 이전의 표시상태에 상관없이

방전이 행해진다. 그리고 기입펄스(PXW 및 PAW)에 의한 방전 후, 모든 X전극(X1~XN) 및 어드레스전극(A1~AM)이 0V

레벨로 되며, 모든 발광 셀(C)에서 벽 전하 자체의 전압이 방전개시전압을 넘어 방전이 개시된다. 이 방전에서는, 각 전극

간 전위차가 없으므로 벽 전하가 형성되는 일이 없으며, 공간전하가 자기중화(自己中和)시켜 종료하는, 이른바 자기소거방

전이 된다.

  이 때, X전극(X1~XN)에서의 기입펄스(PXW)의 인가종료로부터 다음 어드레스기간에서의 X전극(X1~XN)으로의 전압

인가까지의 기간을 자기소거기간(TSE)으로 한다.

  이 자기소거방전에 의해, 모든 발광 셀(C)이 벽 전하가 없는 균일한 전위상태로 되어 리셋이 실행된다. 이 리셋기간에서

는, 1 개 전의 서브프레임기간에서의 점등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발광 셀(C)이 같은 전위상태로 되므로, 리셋기간 다음의

어드레스기간에서의 어드레스방전을 안정되게 실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드레스기간에서는, 서브프레임데이터에 기초하여 발광시켜야 할 발광 셀(C)을 선택하기 위한 어드레스방전

이 실행된다. 이 어드레스방전은, 발광 셀 지정방전으로서의 프라이밍(priming) 어드레스방전과 벽 전하 축적방전으로서

의 주 어드레스방전으로 나누어진다.

  즉 프라이밍 어드레스방전은, 발광시켜야 할 발광 셀(C)에 해당하는 어드레스전극에 대하여 어드레스펄스(PAA)가 인가

되고, 이와 병행하여, 발광시켜야 할 발광 셀(C)에 해당하는 Y전극에 대하여, Y전극(Y1)으로부터 차례로 시분할적으로(어

드레스라인을 따라) 주사펄스(PAY)가 인가되며, 이 어드레스펄스(PAA)와 주사펄스(PAY)에 의해 행해진다.

  이 때 어드레스펄스(PAA)의 타이밍은, 도 12에 나타내는 타이밍도에 있어서, 서브프레임에 대하여 1 서브프레임 데이터

로 지정되는 발광 셀(C)에 대응하는 어드레스전극 모두에 어드레스펄스(PAA)가 인가된다.

  이로써 Y전극에 대응하는 발광 셀(C) 중, 필요한 발광 셀(C)에서 동시에 프라이밍 어드레스방전이 발생한다. 그 후, 이 동

작이 각 Y전극에 인가되는 주사펄스(PAY)의 타이밍으로 상기 Y전극에 대응하는 발광 셀(C)에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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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밍 어드레스방전 및 주 어드레스방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해당하는 Y전극(예를 들어 Y전극

(Y1))에 -VY레벨(약 -150V)의 주사펄스(PAY)가 인가되고, 이와 동시에 어드레스전극(A1~AM) 중, 발광시킬 발광 셀

(C)에 대응하는 어드레스전극에 전압(Va)(약 50V)의 어드레스펄스(PAA)가 인가된다. 이 때 모든 X전극(X1~XN)은 소정

의 X어드레스전압(도 12 중 VX로 나타냄.)에 유지된다. 그리고 상기 Y전극(Y1)과 어드레스전극(A1) 사이에서 프라이밍

어드레스방전이 발생하여, 이를 프라이밍(불씨)으로 하여, 대응하는 X전극(X1)과 Y전극(Y1) 사이에서 벽 전하 축적방전

으로서의 주 어드레스방전이 발생한다.

  이 프라이밍 어드레스방전 및 주 어드레스방전에 의해, 발광시켜야 할 발광 셀(C)에 대응하는 X전극과 Y전극(X전극(X1)

과 Y전극(Y1))을 피복하는 MgO막(102)(도 10 부호 102 참조) 상에 다음 유지방전기간에서의 유지방전이 가능한 량의 벽

전하가 축적된다.

  상기한 어드레스방전이 어드레스펄스(PAA)의 타이밍으로, 차례로 모든 Y전극에 대하여 발생하여, 1 서브프레임 데이터

에 대응하는 발광 셀(C)로의 데이터기입이 실행된다.

  마지막으로 유지방전기간에서는, 어드레스기간에서 지정된 발광 셀(C)을 더욱 발광시키기 위하여, 모든 X전극 및 Y전극

에 대하여 교대로 유지펄스(PXS 및 PYS)(약 180V)가 인가되고, 상기 지정된(벽 전하가 축적된) 발광 셀(C)에서 임계값을

초과하여 유지방전이 행해지며, 상기 서브프레임 데이터에 대응하는 휘도의 화상표시가 행해진다. 여기서, 상기한 바와 같

이 유지펄스(PXS 및 PYS)의 수가 많을수록 상기 서브프레임기간에서의 발광 휘도가 높아진다.

  다음으로, 상기한 PDP(100)를 포함하는 플라즈마표시장치(200)에서 다계조 표시에 대하여, 256 계조의 계조표시를 할

경우를 예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256 계조의 계조표시를 할 경우에는 도 1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표시데이터의 1 프레임은 8 개의 서브프레임

(SF1~SF8)으로 시분할된다. 여기서, 이 프레임을 시분할하는 계조 표시와 필드 내 시분할 구동법은 같은 뜻이다.

  그리고 각 서브프레임은, 각각 리셋기간과 어드레스기간 및 유지방전기간을 구비하며, 리셋기간이나 어드레스기간은 어

느 서브프레임에 있어서도 그 기간이 변화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차지한다. 또 유지방전기간의 길이는 1 : 2 : 4 : 8 : 16 :

32 : 64 : 128의 비율로 된다. 따라서 점등시킬 서브프레임을 선택함으로써, 0부터 255까지 256 계조의 휘도 차이를 표시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7/256 계조를 표시할 경우에는, 7(계조)＝1(계조)＋2(계조)＋4(계조)이므로, 서브프레임

(SF1~SF3)에 상당하는 시간만 발광되도록 설정하고, 다른 서브프레임에서는 발광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또, 예를 들어

20/256 계조를 표시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0(계조)＝16(계조)＋4(계조)이므로, 서브프레임(SF3 및 SF5)에 상당하는

시간만 발광되도록 설정한다. 그리고 각 서브프레임에서는 유지방전기간의 장단, 즉 유지펄스 수에 따라 상기 서브프레임

에 대응하는 휘도가 결정된다.

  또 1 프레임에서의 실제 시간배분의 일례는 다음과 같이 된다. 예를 들어 화면의 기입변경을 60㎐로 하면 1 프레임은

16.6ms(1/60㎐)로 된다. 1 프레임 내의 유지방전주기(sustain cycle이라고도 함.)의 회수를 510회라 하면, 각 서브프레임

의 유지방전주기 회수는 SF1이 2 주기, SF2가 4 주기, SF3이 8 주기, SF4가 16 주기, SF5가 32 주기, SF6이 64 주기,

SF7이 128 주기, SF8이 256 주기로 된다.

  유지방전주기의 시간을 8㎲로 하면, 1 프레임의 합계는 4.08ms로 된다. 나머지 약 12ms 중에 8회의 리셋기간과 어드레

스기간이 할당된다. 여기서 각 서브프레임의 리셋기간은 50㎲이다. 또한 어드레스주기(1 라인당 주사)에 필요한 시간은 3

㎲이므로, 수직방향으로 480 라인 표시라인(Y전극)을 갖는 PDP(100)의 경우에는, 1.44ms(3 ×480)의 시간을 필요로 한

다.

  따라서 256 계조를 1 프레임(서브프레임(SF1~SF8))의 표시데이터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합계 약 16ms의 리셋기간과

어드레스기간과 유지방전기간이 필요해진다.

  표시데이터에 있어서 1 프레임을, 복수의 서브프레임으로 시분할하는 계조 표시수단과, 단위화소를 복수의 화소로 구성

하는 계조 표시수단을 조합시켜 이용하는 고계조화 방법이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0-66637호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다

음에 이를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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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래 기술에서는, 1 화소를 구성하는 R, G, B의 최소 단위를, 각각 복수의 화소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단위화소를 2 화

소, 3 화소, 또는 그 이상의 다수 화소로 구성할 수 있지만, 최소 단위를 다수 화소로 구성할 경우, 화소의 축소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해상도가 저하된다. 따라서 단위화소는 2 화소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단위화소를 2 화소로 구성한 경우, 필드 내 시분할 구동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조는 "양쪽 화소를 점

등한다(명명)", "한쪽 화소만 점등한다(명)", "양쪽 화소를 소등한다(암)"의 3 계조로 할 수 있다.

  한편, 종래에 있어서는 통상 R, G, B 최소 단위는 각각 1 화소로 구성되므로, 필드내 시분할 구동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조는 "화소를 점등한다(명)", "화소를 소등한다(암)"의 2 계조밖에 취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0-66637호 공보의 기술에서는, 화소의 점등 수를 단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종래

보다 많은 계조를 표시할 수가 있다.

  상기 계조 표시방법은, 1 필드를 복수의 서브프레임으로 분할하여, 원하는 화소를 원하는 서브프레임 기간동안 점등시키

는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와 조합시켜 이용할 수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그 종래 기술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4는 이 종래 기술에 관한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구성도이다. 이 플라즈마 표시장치(100)는, 매트릭스형식의 컬러표시

장치인 AC형 PDP(100)와, 화면(SC)을 구성하는 종횡으로 나열된 발광 셀(C)을 선택적으로 점등시키기 위한 구동유닛

(85)으로 구성된다.

  PDP(100)는, 쌍을 이루는 제 1 및 제 2 주방전용 전극으로서의 X전극(X2N-1)과 Y전극(Y2N-1), X전극(X2N)과 Y전극

(Y2N)이 각 행에 2 쌍 평행 배치되고, 각 셀(C)에서 X전극(X), Y전극(Y)과 제 3 전극으로서의 어드레스전극(A)이 교차하

는 3 전극 면방전구조 PDP이며, 각 단위화소는 2 화소로 구성된다.

  X전극(X2N-1), Y전극(Y2N-1), X전극(X2N), 및 Y전극(Y2N)은 각각 화면의 행 방향(수평방향)으로 연장되며, Y전극

(Y2N-1, Y2N)은 어드레스기간일 때 행 단위로 발광 셀(C)을 선택하기 위한 주사전극으로 사용된다. 어드레스전극(A)은

열 방향(수직방향)으로 연장되며, 열 단위로 발광 셀(C)을 선택하기 위한 데이터전극으로서 사용된다. X전극 XN군, Y전극

YN군과, 어드레스전극 AM군이 교차하는 영역이 표시영역, 즉 화면(SC)이다.

  구동유닛(85)은 제어기(110), 프레임메모리(122), 데이터처리회로(120), 서브필드메모리(124), 전원회로(46), X드라이

버(112), Y드라이버(113), 및 어드레스드라이버(111)를 갖는다. 구동유닛(85)에는 TV튜너, 컴퓨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R, G, B 각 색의 휘도레벨(계조레벨)을 나타내는 화소단위의 필드데이터가 각종 동기신호와 함께 입력된다.

  필드데이터는, 프레임메모리(122)에 일단 저장된 후, 데이터처리회로(120)로 보내진다. 데이터처리회로(120)는 계조표

시를 실행하기 위해 1 필드를 소정 수의 서브프레임으로 분할하고, 그 중 점등시킬 서브프레임의 조합을 설정하는 데이터

변환수단이며, 필드데이터에 따른 서브프레임데이터(Dsf)를 출력한다. 이 서브프레임데이터(Dsf)는 서브필드메모리(124)

에 저장된다. 서브프레임데이터(Dsf)의 각 비트 값은, 서브프레임에서의 셀 점등 필요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 엄밀하게는

어드레tm방전의 필요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X드라이버(112)는 X전극 XN군에 구동전압을 인가하며, Y드라이버(113)는 Y전극 YN군에 구동전압을 인가한다. 어드레

스 드라이버(111)는, 서브프레임데이터 (Dsf)에 따라 어드레스전극 AM군에 구동전압을 인가한다. 이들 드라이버에는 전

원회로(46)로부터 소정의 전력이 공급된다.

  도 15는 상기 PDP(100)의 내부구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PDP(100)는 전면 쪽 유리기판(106)의 내면에, 행(L)마다 2

쌍씩 X전극(X2N-1), Y전극(Y2N-1)과 X전극(X2N), Y전극(Y2N)이 배열된다. 행(L)은 화면에 있어서 수평방향의 셀 열

이다. X전극(X) 및 Y전극(Y)은, 각각이 ITO로 된 투명전극(투명도전막)(105) 및 Cr-Cu-Cr으로 된 금속막(버스 도

체)(104)으로 형성되며, 저융점 유리로 된 두께 30μm 정도의 유전체층(103)으로 피복된다.

  유전체층(103) 표면에는 마그네시아(MgO)로 된 두께 수천 옹스트롬의 보호막(102)이 형성된다. 어드레스전극(A)은, 배

면 쪽 유리기판(131)의 내면을 피복하는 바탕층(132) 상에 배열되며, 두께 10μm 정도의 유전체층(134)으로 피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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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체층(134) 상에는, 평면에서 볼 때 직선 띠모양인 높이 150μm의 격벽(129)이, 각 어드레스전극(A) 사이에 1 개씩

배설된다. 이들 격벽(129)에 의해 방전공간(135)이 행 방향으로 서브픽셀(단위발광영역)별로 구획되고, 또 방전공간(135)

의 간극 치수가 규정된다.

  그리고 어드레스전극(A)의 상방 및 격벽(129)의 측면을 포함하고 배면 쪽 내면을 피복하도록, 컬러표시를 위한 R, G, B

3 색의 형광체층(128R, 128G, 128B)이 배치된다. 3 색의 배치 패턴은, 1 열의 셀 발광색이 동일하고 인접하는 열끼리의

발광색이 다른 스트라이프패턴이다.

  또 격벽 형성 시에는, 콘트라스트를 높이기 위해 정상부를 어두운 색으로 착색하고 다른 부분을 백색으로 착색하여 가시

광의 반사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착색은 재료의 유리 페이스트에 소정 색의 안료를 첨가함으로써 행한다.

  방전공간(135)에는 주성분의 네온에 크세논을 혼합한 방전가스가 충전되며(봉입압력은 500Torr), 형광체층(128R,

128G, 128B)은, 방전 시 크세논이 방출하는 자외선에 의해 국부적으로 여기되어 발광한다. 표시의 1 픽셀(화소)은, 행 방

향으로 나열된 3 개 서브픽셀의 2 행분 집합으로 구성된다. 각 서브픽셀 내의 구조체가 발광 셀(표시소자)(C)이다. 격벽

(129)의 배치패턴이 스트라이프패턴인 점에서, 각 방전공간(135)은 모든 행(L)에 걸쳐지며 열 방향으로 연속된다.

  때문에, 인접하는 행(L)끼리의 전극 틈새(역 슬릿으로 호칭됨) 치수는 각 행(L)의 면방전 갭(예를 들어 80~140μm 범위

내의 값)보다 충분히 크며, 열 방향의 방전결합을 막을 수 있는 값(예를 들어 200~500μm 범위 내의 값)으로 선정된다.

  또 역 슬릿에는 비발광의 희뿌연 형광체층을 감출 목적으로, 유리기판(106)의 외면 쪽 또는 내면 쪽에, 도시하지 않은 차

광막이 배설된다.

  도 16은 PDP의 상세 구성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이 도면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1 단위화소는, 횡방향에서는 R, G, B 3

색의 형광체층(128R, 128G, 128B)으로 구성되며, 종방향에서는 제 1 전극 쌍(X1, Y1)과, 제 2 전극 쌍(X2, Y2) 2 쌍의

전극 쌍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1 단위화소는 2 개의 R 서브픽셀, 2 개의 G 서브픽셀, 2 개의 B 서브픽셀로 이루어지는 6

개의 서브픽셀로 구성된다.

  또 여기서는 2 개 표시전극 쌍의 예를 나타내지만, 1 단위화소를 3 개, 4 개, 또는 그 이상 개수의 표시전극 쌍으로 구성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전극 배치에서는 개개의 방전을 작게 할 수 있으므로, 종래의 1 개 표시 전극 쌍으로 표시하는 구성의 PDP보다

발광효율이 높아진다.

  도 17의 A~C는, 각 R, G, B의 2 개 서브픽셀의 점등상태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이 도면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각 R,

G, B의 2 개 서브픽셀에 대해서는 2 개 셀을 점등시키는 경우(휘도레벨 2)(도 17의 A 참조), 1 개 셀을 점등시키는 경우

(휘도레벨 1)(도 17의 B 참조), 점등시키지 않는 경우(휘도레벨 0)(도 17의 C 참조)의 3 단계 휘도레벨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 단계의 휘도레벨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단위화소를 R, G, B 3 개의 서브픽셀로 구성한 PDP로 필드 내 시분

할 구동을 실행하는 경우에 비해, 많은 계조레벨로 표시할 수 있다.

  즉, 단위화소를 R, G, B 3 개의 서브픽셀로 구성한 경우의 필드 내 시분할 구동에서는, 1 필드를 복수의 서브프레임으로

분할하고 각 서브프레임에 상대 비 1:2:4:8:16ㆍㆍㆍㆍㆍㆍㆍ을 가중시키고, 이로써 서브프레임 수가 n일 때에는 2n 단계

의 계조 수를 얻도록 한다.

  한편, 이 종래 기술의 PDP의 필드 내 시분할 구동에서는, 1 필드를 복수의 서브프레임으로 분할하고 각 서브프레임에 상

대 비 1:3:9:27:81ㆍㆍㆍㆍㆍㆍㆍ을 가중시킴으로써, 서브프레임 수가 n일 때에는 3n 단계의 계조 수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 필드를 4 서브프레임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81 계조, 5 서브프레임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243 계조, 6 서브프

레임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729 계조로 각각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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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디서법을 적용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기지만, 디서법을 사용한 경우, 복수의 화소로 계조 표시하기 때

문에 화면의 해상도가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 종래 기술에서는 1 화소 내에서 계조 표시하므로 화면 해상도의 저하

가 없다.

  방전전극 수를 많게 한 경우, 단위화소를 R, G, B 3 개의 서브픽셀로 구성한 PDP와 비교하여 1 서브필드의 기입시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필드 내 시분할 구동을 행할 경우에는, 서브프레임 수를 종래보다 적게 해야 하므로 계조 수가 적게

돼버리지만, 이 종래 기술에서는 서브프레임 수를 적게 해도, 화소 내에서의 계조표시에 의해, 계조 수가 감소되는 일이 없

다. 또 점등점의 밀도가 높아지므로, 화상의 공간주파수가 증가해, 외견상 화질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설명에서는 1 화소를 2 개의 표시전극 쌍으로 구성한 예를 나타냈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1 화소를 3 개, 4 개, 또는 그

이상 개수의 표시전극 쌍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플라즈마 표시장치에는 대 화면화와 고 세밀화에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일본 특개평 9-6283호 공보에 개시된, 수직방향으로 480 라인의 표시라인(Y전극)을 갖는 VGA규격의 플라즈마

표시장치에서조차, 256 계조가 고 계조표현의 한계였다.

  일본 특개평 11-133912호 공보에, 표시화면을 위쪽 표시화면과 아래쪽 표시화면으로 분할하고, 이들 위쪽 표시화면과

아래쪽 표시화면을, 2 개의 독립된 주사펄스 발생수단을 이용하여 동시에 주사시킴으로써, 고 계조화와 고 정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플라즈마 표시장치가 개시돼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한 플라즈마 표시장치는, 표시화면을 위쪽 표시화면과 아래쪽 표시화면으로 분할하므로, 분할된 위

쪽 양극 구동부와 아래쪽 양극 구동부에 인가되는 전압에 오차가 생긴다. 따라서 위쪽 표시화면과 아래쪽 표시화면의 계조

를 표시하는 방전전류에 차가 생기므로, 표시화면의 분할부에 띠모양의 계조 불균일부분이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0-66637호에 개시된 계조 표시수단은, 열 방향으로 복수 개(k개)의 서브픽셀을 배설하므로,

열 방향의 모든 서브픽셀을 주사하는데 필요한 주사선 수가 N(개)×k(서브픽셀 수)로, k배로 증가하여 총 어드레스기간이

길어지므로, 고 정밀화와 고 계조화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화소가 수직방향으로 480 라인의 표시라인을 갖는 VGA규격의 영상신호 데이터를, 열 방향의 R, G, B 각 화소를 2 개의

서브픽셀로 구성한 3 계조의 계조 표시수단과, 1 프레임을 5 서브프레임으로 구성하고 각 서브프레임의 가중 상대 비를

1:3:9:27:81로 한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수단을 병용한 합계 243 계조로 표시할 경우를 생각한다.

  1 유지방전주기 기간 : 8㎲/1 회

  1 계조의 유지방전주기 : 2 주기

  리셋기간 : 50㎲/1 회

  어드레스주기 기간 : 3㎲/1 회

  이상의 설정 하에서 1 프레임의 VGA규격 영상신호 데이터를 8 비트 계조 표시하는 데 필요한 총기간을 구하면 다음 (4)

식으로 된다.

  리셋기간 ＝ 0.25ms ㆍㆍㆍ(1)

  어드레스주기 기간 ＝ 14.4ms ㆍㆍㆍ(2)

  유지방전주기 기간 ＝ 1.94ms ㆍㆍㆍ(3)

  243 계조 표시에 필요한 1 프레임기간 ＝ 16.59ms ㆍㆍ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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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식에서, 열 방향으로 480 개 화소가 있는 플라즈마 표시장치에서는 243 계조 표시가 한계이며, 고 세밀화, 고 계조화

를 도모할 수 없다.

  한편 화소가 수직방향으로 480 라인의 표시라인을 갖는 VGA규격의 영상신호 데이터를, 종방향의 R, G, B 각 화소가 2

개의 서브픽셀로 구성된 3 계조의 계조 표시수단과, 1 프레임을 6 서브프레임으로 구성하고 각 서브프레임의 가중 상대 비

를 1:3:9:27:81:243으로 한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수단을 병용한 합계 729 계조로 표시할 경우를 생각한다.

  리셋기간 ＝ 0.3ms ㆍㆍㆍ(5)

  어드레스주기 기간 ＝ 17.28ms ㆍㆍㆍ(6)

  유지방전주기 기간 ＝ 5.82ms ㆍㆍㆍ(7)

  729 계조 표시에 필요한 1 프레임기간 ＝ 23.40ms ㆍㆍㆍ(8)

  729 계조 표시에 필요한 1 프레임기간은 23.40ms가 되어, 영상신호 규격인 1 필드기간(약 16.6ms)을 초과해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즉,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0-66637호에 개시된 계조 표시수단은, PDP의 고 세밀화및 고 계조화에 대한 해결책이 되

지 못한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기술과 동일레벨, 또는 그 이하의 계조화와 세밀화밖에 대응할 수 없다.

  본 발명의 목적은 고 계조화 및 고 세밀화가 양립 가능한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설명에서, 화소 수가 X전극 방향으로 680 화소×3(R, G, B)이고, 어드레스전극 방향으로 480 화소이며,

계조 표시수단이 8 비트인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수단을 갖는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참고로 사용한다. 이 참고

플라즈마 표시장치는, 1 유지방전주기 기간이 8㎲/1회, 1 계조의 유지방전주기가 2 주기, 리셋기간이 50㎲/1회, 어드레스

주기 기간을 3㎲/1회로 했을 때 1 필드의 전체 화소의 계조 표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1 프레임기간당 약 16ms의 것이

다.

  고 계조화와 고 세밀화의 과제를 해결하는 본 발명은, 화소가 어드레스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같은 색이며 복수의 서브픽

셀로 구성되며, 이 복수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함으로써 계조 표시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에 있어서, 각 서브픽셀은

복수의 어드레스전극이 배설되고, 이 복수의 어드레스전극 중 어느 하나와 도통된 도전층에 의해 어드레싱 되도록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 서브픽셀이란, 일반적으로는 화소를 구성하는 요소 셀을 말하며, 종래 기술의 발광 셀에 상당한다. 본 발명에 있

어서는, 복수의 단위화소라 부르지 않고 복수의 서브픽셀이라고 호칭한다. 그런데, 각 서브픽셀은 복수의 어드레스전극 중

1 개에 접속된 도전층을 가지며, 그 각 서브픽셀을 1 화소로서 취급하고, 화소에 대응하는 X전극 방향의 위치에 대응하는

영상신호를 그 서브픽셀에 인가해도 된다.

  또 본 발명에서는 발광 셀의 집합을 다 계조화수단으로 구별하고 서브픽셀, 화소, 화소로 칭한다. 또 점등 제어되는 최소

서브픽셀 수는 1 개이며, 1 화소는 1 개의 서브픽셀로 구성돼도 된다.

  상기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복수 라인에 대하여 동시 어드레스가 가능하며, 1 주사선당 어드레스시간이 단축되어, 수

직방향 화소의 고 세밀화나 수직방향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한 고 계조 표시가 가능해진다.

  본 발명은, 화소가 어드레스전극 방향 및 X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같은 색이고 복수의 서브픽셀로 구성되며, 이 복수 서브

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함으로써 계조 표시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에 있어서, 각 서브픽셀은 복수의 어드레스전극이 배설

되고, 이 복수의 어드레스전극 중 어느 하나와 도통된 도전층에 의해 어드레싱 되도록 구성된 것이다.

  설명의 간략화를 위해, 수평방향으로 배설된 2 개의 서브픽셀로 화소가 구성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생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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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픽셀이 모두 같은 양의 계조 표시량을 갖는다고 하면, 2 개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함으로써 3 개의 계조를 표시

할 수 있다. 계조 표시수단을 7 비트의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수단과 조합시키면, 합계 384 계조를 표시할 수 있

다.

  이 계조 표시에 필요한 1 프레임기간은 13.36ms이며, 384 계조 표시를 유지하여, 수직주사선 수를 480 개의 약 1.3 배

까지 증설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수직방향뿐 아니라 수평방향에도 임의로 고 세밀화 및 고 계조화를 실현할 수 있

다.

  또 점등 수를 제어하는 최소 서브픽셀의 수는 1 개이며, 1 화소는 1 개의 서브픽셀로 구성돼도 된다.

  본 발명은, 서로 인접하여 배설된 복수의 서브픽셀을 구비한 플라즈마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픽셀은 이들

의 배설방향으로 연장되는 전극의 점유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이다.

  또 본 발명은, 서로 인접하여 배설된 복수의 서브픽셀을 구비한 플라즈마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픽셀은 이

들의 배설방향으로 연장되는 전극의 점유 길이가 서로 다른 2 종류의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점등시킬 서브픽셀의 수, 혹은 조합을 제어하여 계조 표시함으로써, 적은 어드레스전극

수로써, 또는 작은 화소 크기로써 쉽게 고 세밀화 및 다 계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복수의 서브픽셀이, 어

드레싱 후의 동일 유지방전기간에 다른 휘도레벨로 계조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조차를 둔다", "복수 종류의

가중을 행한다"라는 문언과 같은 뜻이다.

  예를 들어 1 개의 화소가 1의 웨이트를 갖는 서브픽셀(SPC1)과, 2의 웨이트를 갖는 서브픽셀(SPC2)의 2 개 서브픽셀로

구성된다고 하면, 1 개의 화소가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하여 표시되는 계조 수는 4 계조가 된다. 계조 표시수단을 7 비

트의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수단과 조합시켜 사용하면, 합계 512 계조를 표시할 수 있다.

  또 수직주사선 수를 참조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480 개의 약 1.3 배까지 증설 가능하며, 고 계조화 및 고 세밀화에 대응한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서브픽셀에의 가중수단이, 복수의 서브픽셀을 서로 다른 전극 길이를 갖는 것으로 하면, 종래 중복시켜 배설되었던

격벽을 생략할 수 있어, 화소를 작은 화소크기로써 형성 가능해진다.

  본 발명은, 화소가 어드레스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복수의 서브픽셀로 구성되며, 이 복수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함으

로써 계조 표시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에 있어서, 1 개의 X전극과 1 개의 Y전극을 갖는 서브픽셀과, 2 개의 X전극과 1 개

의 Y전극을 갖는 서브픽셀의, 2 종류의 전극구조가 다른 서브픽셀을 구비함으로써 계조차를 둘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상기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동일 계조를 얻기 위한 화소의 구성에서, 필요한 Y전극 개수(및 주사선 수)를 종래 기술보

다 저감할 수 있고, 또 주사선 수를 그리 늘리지 않고 작은 크기로 화소를 배설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쉽게 다 계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함에 따른 계조 표시가, X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서브픽셀과, 어드레스전극 방향으

로 배설된 서브픽셀과의 점등 수를 제어함으로써 실행되도록 구성된 것이라도 된다.

  상기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계조 표시수단이 수평방향으로 배설된 서브픽셀과 수직방향으로 배설된 서브픽셀과의 화

소 점등 수를 단계적으로 제어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되므로, 수평 및 수직방향 양방향의 고 계조화 및 고 세밀화를 실

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입력데이터에 관해서, 상기 복수의 서브픽셀로 구성된 화소의 서브픽셀 점등 수를 제어하는 계조 표시와, 1 필

드를 복수의 서브프레임으로 분할하고 각 서브픽셀을 각 서브프레임에서 점등시키는지 혹은 비 점등으로 하는지를 제어하

는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가 조합되어 계조 표시를 행하도록 구성된 것이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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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수단과,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하는 계조 표시수단

이 병용되므로, 행 방향(수평) 및 열 방향(수직방향) 양방향의 고 계조화 및 고 세밀화를 쉽게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각각 X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인접하는 R, G, B의 서브픽셀로 이루어지고, 서로 X전극 방향으로 인접한 제 1

및 제 2 화소에 의해 1 화소가 구성된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제 1 또는 제 2 화소를 구성하는 복수 서브

픽셀의 계조신호를, 이 제 1 화소에 대응하는 계조신호와, 이 제 2 화소에 대응하는 계조신호와의 함수로서 부여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은, 각각 X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인접하는 R, G, B의 서브픽셀로 이루어진, 서로 X전극 방향으로 인접한 제 1 및

제 2 화소로 1 화소가 구성된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제 1 화소의 R, G, B 서브픽셀에는, 이 제 1 화소의

위치에 대응한 계조신호를 인가하며, 제 2 화소의 R, G, B 서브픽셀에는, 상기 제 1 화소의 R, G, B 서브픽셀에 대응하는

계조신호와, 이 제 2 화소의 R, G, B 서브픽셀에 대응하는 계조신호 사이에서, R, G, B별로 평균을 취한 계조신호를 인가

함으로써, R, G, B 서브픽셀의 점등제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 플라즈마 표시장치에서는 X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R, G, B의 서브픽셀로 구성된 화소의 서로 인접한 한 쌍에 의해 1

화소가 구성된다. 여기서, 화소에서는, 그 화소에서의 1 서브픽셀만의 영상신호가 충실하게 계조신호로서 인가되어 계조

표시되며, 그 이외의 서브픽셀이 영상신호와는 다른 휘도레벨로 계조 표시된다. 또 1 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수는 2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하면, 수평방향 영상 표시가 부드럽게 변화하므로, 고 계조 및 고 정밀인 플라즈

마 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상기한 목적 및 기타의 목적과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은 첨부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장치구성)

  먼저, 이하의 각 실시예에 관한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구성에 대하여 도 1을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각 실시예에 관한 플라즈마 표시장치(200)는 상기한 구성을 갖는 PDP(1)와, 제어회로(2)로

부터의 제어신호(SA)에 기초하여 어드레스전극(A1, 1~AJ, M)에 어드레스펄스(PAA) 및 기입펄스(PAW)를 인가하는 어

드레스드라이버(3)와, 제어회로(2)로부터의 제어신호(SX)에 기초하여 X전극(X1, 1~X2, N)에 기입펄스 및 유지펄스를 인

가하는 구동수단으로서의 X공통 드라이버(4)와, 제어회로(2)로부터의 제어신호(SYS)에 기초하여 Y전극(Y1, 1~Y2, N)에

대하여 주사펄스를 인가하는 구동수단으로서의 Y주사 드라이버(6)와, 제어회로(2)로부터의 제어신호(SYC)에 기초하여 Y

주사 드라이버(6)를 통해 Y전극(Y1, 1~Y2, N)에 유지펄스를 인가하는 구동수단으로서의 Y공통 드라이버(7)와, 소정의

신호(도트클록, 표시데이터(DATA), 수직 동기신호 및 수평 동기신호 등) 및 마이크로컴퓨터(90)의 제어에 기초하여

PDP(1)의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으로서의 제어회로(2)와, 구동용 고압입력부(INV)로부터 입력된 고압전력을 마이크

로컴퓨터(90)의 제어 하, PDP(1)에 인가되는 각 펄스를 위해 전압 변환하는 전압 변환부(40)와, PDP(1)에 인가되는 각 펄

스의 파형을 미리 기억하고 마이크로컴퓨터(90)의 제어 하, 원하는 펄스 파형을 출력하는 구동파형 영역(50A) 및 유지펄

스 수 설정영역(50B)을 갖는 EP-ROM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50)과, 마이크로컴퓨터(90)

의 제어 하, 전압 변환부(40) 및 제어회로(2)에의 고전압 인가를 금지하는 금지수단으로서의 릴레이 제어부(91)와, 플라즈

마 표시장치(S1) 전체를 제어하는 휘도 제어수단, 전압 제어수단, 신호 제어수단으로서의 마이크로컴퓨터(90)로 구성된

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각 드라이버에는 제어신호(SA, SYS, SYC 및 SX)와 함께 각 드라이버를 구동시키기 위한 고압전력

도 인가된다. 또 표시데이터(DATA)는 표시데이터 입력부(IN)를 통해 외부로부터 입력된다.

  또한 제어회로(2)는, 도트클록(CLK) 및 표시데이터(DATA)(미리 R, G 및 B에 상당하는 데이터로 분할된다.) 및 마이크

로컴퓨터(90)의 제어에 기초하여 표시데이터(DATA)의 1 개 필드에 대응하는 필드데이터를 복수의 서브프레임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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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분할하며, 상기 서브프레임 데이터에 기초한 제어신호(SA)를 출력하는 표시데이터 제어부(11)와, 수직 동기신호

(VSYNC) 및 수평 동기신호(HSTNC), 및 마이크로 컴퓨터(90)의 제어에 기초하여 제어신호(SX, SYS, SYC)를 출력하는

패널구동 제어부(12)로 구성된다.

  여기서 표시데이터 제어부(11)와 패널구동 제어부(12)는 서로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또 표시데이터 제어부(11)는, 입력된 표시데이터(DATA)를 1 필드씩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프레임메모리(20, 22)와, 마

이크로컴퓨터(90)의 제어 하, 표시데이터간 계조의 상관을 취하고 계조 보정하는 연산부(21)로 구성된다.

  그리고 마이크로컴퓨터(90)는, 표시데이터 제어부(11)에 접속되며, 표시데이터 제어부(11)에서는 마이크로컴퓨터(90)로

부터의 연산계수에 기초하여 각 발광 셀(C)의 계조값 연산을 실행한다. 이로써 마이크로컴퓨터(90)에 의한 계조값 제어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고압계의 변경 없이 계조 제어가 가능하며, 또 예를 들어 마이크로컴퓨터 등에 의한 제어를 실행할 경우, 소프트

웨어의 변경만으로 다양한 계조 제어가 가능해진다.

  패널구동 제어부(12)는, 표시데이터 제어부(11)의 서브프레임데이터에 포함되는 주사펄스(PAY) 및 수직 동기신호 및 수

평 동기신호에 기초한 제어신호(SYS)를 출력하는 주사드라이버 제어부(30)와, 표시데이터 제어부(11)의 서브프레임데이

터에 포함되는 유지펄스 수 및 수직 동기신호 및 수평 동기신호에 기초한 제어신호(SYC 및 SX)를 출력하는 공통드라이버

제어부(31)로 구성된다.

  또 전압 변환부(40)는, 구동용 고압입력부(INV)를 통해, 도시하지 않은 외부고전압 발생장치로부터 입력된 고압전력에

기초한 기입펄스(PAW) 및 어드레스펄스(PAA)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어드레스전극(A1, 1~AJ, M)에 공급될 고압전력을

발생시키는 Va전원부(41)와, 구동용 고압입력부(INV)로부터 입력된 고압전력에 기초한, 기입펄스(PAW)를 발생시키기

위해 X전극(X1, 1~X2, N)에 공급될 고압전력을 발생시키는 VW전원부(42)와, 구동용 고압입력부(INV)로부터 입력된 고

압전력에 기초한, 어드레스기간에서의 주 어드레스방전(벽 전하 축적방전)을 위해 Y전극(Y1, 1~Y2, N)에 공급될 고압전

력을 발생시키는 VSC전원부(43)와, 구동용 고압입력부(INV)로부터 입력된 고압전력에 기초한, 마이크로컴퓨터(90)의 제

어 하, 어드레스기간의 주사펄스(PAY)를 발생시키기 위해 Y전극(Y1, 1~Y2, N)에 공급될 고압전력을 발생시키는 VY전

원부(44)와, 구동용 고압입력부(INV)로부터 입력된 고압전력에 기초한, 마이크로컴퓨터(90)의 제어 하, 어드레스기간의

주 어드레스방전(벽 전하 축적방전)을 위해 X전극(X1, 1~Xk, N)에 공급될 고압전력(X어드레스전압)을 발생시키는 VX전

원부(45)로 구성된다.

  또한 마이크로컴퓨터(90)는 유지방전전압(유지펄스 전압)의 기준전압 출력부(OUT)에 접속되며, 이로써 유지방전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한, 도시하지 않은 외부고전압 발생장치를 제어하여 구동용 고압입력부(INV)로부터 입력되는 전력의 전압

을 제어하고, 유지방전전압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마이크로컴퓨터(90)는 복수의 유지방전펄스 수를 기억한 EP-ROM(50)의 어드레스선택단자에 접속되며, 이로써 유지

방전펄스 수의 마이크로컴퓨터 제어가 가능해진다. 기준유지펄스 수에 대한 각 서브프레임의 유지방전펄스 수가 미리 설

정되며, 이에 기초하여 상기 기준유지펄스(PR)가 상기 서브프레임의 유지펄스 수로서 패널구동 제어부(12)로 출력되며,

패널구동 제어부(12)의 공통드라이버 제어부(31)에 의해, 유지펄스 수에 대응하는 유지펄스가 출력된다.

  다음으로 릴레이 제어부(91)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PDP(1)를 동작시키는 주변환경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또는 예측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에, PDP(1)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S1)의 온도가 이상 상승되고 회로소

자의 온도정격을 초과하여, 상기 회로소자가 부품파괴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PDP(1) 등의 온도가 이상모드로 이

어질 가능성이 있는 설정온도에 달했을 때, 플라즈마 표시장치(S1)에 대한 전원공급이 금지된다.

  다음에 구체적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PDP(1) 표면온도의 검출기(도시 생략), X공통 드라이버(4) 및 Y공통드라이버

(7)의 온도 검출기(도시 생략) 및, 장치내 분위기온도 검출기(도시 생략)에 의한 플라즈마 표시장치(S1)의 장치내 온도검

출을 실행한다.

  마이크로컴퓨터(90)는 각 온도검출기로부터 입력된 검출신호에 기초하여, 각 온도정보 중 어느 한 개 이상이 각각에 설

정된 임계값을 상회할 경우, 릴레이 제어부(91)를 동작시켜 구동용 고압선을 일시적으로 끊도록 한다. 이 동작은 각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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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두가 임계값을 밑돌 때까지 계속된다. 각각의 임계값으로서는, 검출신호(PDP(1)의 표면온도 검출)에 관해서는

90℃, 검출신호(X공통 드라이버(4)의 온도검출 및 Y공통 드라이버(7)의 온도검출)에 관해서는 130℃, 장치내 분위기온도

검출기(도시 생략)로부터의 검출신호에 관해서는 80℃ 정도가 적당하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구성에 의하면, PDP(1) 등의 온도가 소정 값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이들 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어, 상기 소정 값 이상의 온도상승에 의한 이상동작으로부터 상기 장치 등을 보호할 수 있다.

  이상의 구성을 갖는 각 실시예의 플라즈마 표시장치(S1)에 기초하여 이하, 본 발명 각 실시예의 PDP(1)를 상세하게 설명

하기로 한다.

  (제 1 실시예)

  제 1 실시예는, 화소가 어드레스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같은 색의 복수 서브픽셀로 구성되며, 그 복수 서브픽셀의 점등 수

를 제어함으로써 계조 표시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에 있어서, 각 서브픽셀은 복수의 어드레스전극이 형성되며, 복수의 어

드레스전극 중 어느 하나와 도통된 제 2 도전층(108)에 의해 어드레싱 되도록 구성됨으로써, 고 계조화 및 고 세밀화의 과

제를 해결한 것이다.

  제 1 실시예의 구조에 대하여 도 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는 이 PDP(1)의 화소(C1, 1~C9, 1)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확대 개략평면도이다.

  이 PDP(1)의 각 화소(CM, N)는, 어드레스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2 개의 서브픽셀로 구성된다. 여기서 M＝1~680 ×3, N

＝1~480이다. 또 각 1 서브픽셀에는 어드레스전극(AJ, M(단 J는 1 또는 2로, 합계 2 개)), Xk, N전극, Yk, N전극이 형성

된다.

  도 3의 A 및 B의 횡 단면도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서브픽셀의 영역 내에서는 제 2 도전층(108)이 어드레스전극

을 피복하도록 형성된다. 화소(C1, 1)에서 SPC1의 서브픽셀은, A1, 1과 A2, 1의 2 개 어드레스전극이 형성되며, SPC1의

제 2 도전층(108)은 A1, 1의 전극에 관통구멍을 통해 접속된다. 마찬가지로 화소(C1, 1)에서 SPC2의 서브픽셀도 A1, 1

과 A2, 1의 2 개 어드레스전극이 형성되며, SPC2 내의 제 2 도전층(108)은 A2, 1의 전극에 관통구멍을 통해 접속된다.

특정 서브픽셀을 어드레싱하는 데 필요한 전압은, 특정 서브픽셀에 형성된 제 2 도전층(108)에 의해 공급된다. 이 제 2 도

전층(108)은, 접속되지 않은 다른 한쪽 어드레스전극의 전위를 차단하는 기능도 갖는다. 본 실시예에 나타낸 2 개의 서브

픽셀(SPC1, SPC2)은 각각 균등 형상을 갖는다.

  1 화소의 계조 표시가 SPC1과 SPC2 2 개의 서브픽셀 점등 수를 제어하는 계조 표시의 경우, 0, 1, 2의 3 계조 표시가 가

능해진다. 또 종래의 플라즈마 표시장치와 비교하여, 2 라인 동시 어드레싱이 가능해지는 점에서, 1 라인당 어드레스기간

이 절반으로 단축되지만, 주사선 수가 2 배로 되므로 전체 어드레스기간은 종래의 PDP와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1 유지방전주기기간을 8㎲/1회, 1 계조의 유지방전주기가 2 주기, 리셋기간이 50㎲/1회, 어드레스주기기간을 3

㎲/1회로 한다. 필드내 시분할에 의한 각 서브프레임은 1, 2, 4, 8, 16, 32, 64, 128의 웨이트를 가지며, SPC1, SPC2와 합

해서 1 필드기간에서 384 계조를 표시할 수 있다. 또 이 384 계조 표시를 유지하여, 열 방향의 화소 수를 480 화소×1.3 배

화소 수까지 고 세밀화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는 일본 특개평 11-133912호 공보에 개시된 바와 같은, 표시화면을 상하 2 분할하는 식의 고 세밀화 수단

을 사용하지 않고, 인접한 복수 행을 동시에 어드레싱하는 고 세밀화수단을 사용하므로, 기입된 화소정보는 저주파 오차성

분을 포함하지 않고 신호성분과 고주파 오차성분으로 이루어지며, 계조의 불균일을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점도 있

다.

  따라서 상기 구성에 의하면, 총 어드레스기간이 길어지지 않고 오히려 단축할 수 있어, 용이하게 고 계조화 및 고 세밀화

를 실현할 수 있다.

  이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구조면 특징은, 도 2와 도 3의 A 및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섬모양의 제 2 도전층(108)이 서브픽

셀 내에 형성된 복수 어드레스전극(AJ, M)의 1 개에 관통구멍을 통해 접속되는 것이며, 복수의 서브픽셀을 독립시켜 동시

에 어드레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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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화소를 구성하는 복수의 서브픽셀을, 다른 웨이트를 가진 서브픽셀로 구성해도 된다. 또한 화

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 수를 3 개 이상으로 해도 된다.

  또 본 실시예에 나타낸 2 개의 서브픽셀인 SPC1과 SPC2는 각각 균등형상을 가지므로, SPC1과 SPC2를 2 개의 독립된

화소에 할당시켜 고 세밀화를 도모해도 된다.

  또한 각 어드레스전극을 투명전극과 불투명전극과의 2 층구조 전극으로서 전극의 저 저항화를 도모해도 된다.

  또 어드레스전극을 격벽의 측면에 닿도록 연장시켜도 된다. 이렇게 하면, 통과구멍을 형성하지 않고 다리형상의 도전체

층을 형성함으로써, 다리형 도전체층을 통해 어드레스전극을 제 2 도전층(108)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어느 경우든

어드레스전극의 격벽 쪽 단부를, 제 2 도전층(108)이 피복하는 구조로 하는 것이 크로스토크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절연체층(107)은 절연체재료이며 저 유전율 재료로 구성되는 쪽이 바람직하지만, 서브픽셀의 형광체재료와 같은

것을 사용해도 된다. 그 밖의 구조나 재료는 도 15에서 설명한 종래 기술의 구조나 재료와 동일한 것이라도 된다.

  또 도 2에 있어서 SPC1과 SPC2의 경계를 나타내는 2점 쇄선은 가상선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열 방향

의 인접하는 서브픽셀의 전극틈새에서의 광 누출(크로스토크)을 저감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유리기판(106)(도 3의 A 및

B)의 외면 쪽 또는 내면 쪽에, 도시하지 않은 차광막을 배설해도 된다.

  또한, 이에 X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서브픽셀 점등 수의 제어를 조합시켜도 된다.

  (제 2 실시예)

  제 2 실시예는 화소가 X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같은 색의 복수 서브픽셀로 구성되며, 이 복수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

함으로써 계조 표시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에 있어서, 각 서브픽셀은 복수의 어드레스전극이 형성되며, 이 복수의 어드레

스전극 중 어느 하나와 도통된 제 2 도전층에 의해 어드레스되도록 구성됨으로써, 고 계조화 및 고 세밀화의 과제를 해결

한 것이다.

  제 2 실시예의 구조에 대하여 도 4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PDP(1)의 화소(C1, 1~C5, 2)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확대 개략평면도이다.

  이 PDP(1)의 각 화소(CM, N)는, X전극방향으로 배설된 2 개의 서브픽셀로 구성된다. 여기서 M＝1~1280×3, N＝

1~1024이다. 또 각 1 서브픽셀에는 어드레스전극(AJ, M)이 2 개와, XK, N전극 및 YL, N전극이 각 1 개 형성된다. J, K,

L은 1 또는 2이다.

  각 서브픽셀의 영역 내에서는 제 2 도전층(108)이 어드레스전극을 피복하도록 형성된다. 화소(C1, 2)에서 SPC1 서브픽

셀은 A1, 1과 A2, 1의 2 개 어드레스전극이 형성되며, SPC1의 제 2 도전층(108)은 A2, 1의 전극에 관통구멍을 통해 접

속된다. 마찬가지로 화소(C1, 2)에서 SPC2 서브픽셀은 A1, 2와 A2, 2의 2 개 어드레스전극이 형성되며, SPC2 내의 제 2

도전층(108)은 A2, 2의 전극에 관통구멍을 통해 접속된다. 특정 서브픽셀을 어드레싱하는 데 필요한 전압은, 특정 서브픽

셀에 형성된 제 2 도전층(108)에 의해 공급된다. 본 실시예에 나타낸 2 개의 서브 픽셀(SPC1, SPC2)은 각각 균등형상을

갖는다.

  수직방향으로도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수단에 의하여, 2 종류의 서브픽셀이 배설되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이 2 종류의

서브픽셀을 2 개의 독립된 화소로서 사용한다. 따라서 주사선(라인) 수는 1024 개지만, 어드레스시간은 1024 개의 절반

주사시간이면 된다.

  1 유지방전주기기간이 8㎲/1회, 1 계조 유지방전주기가 2 주기, 리셋기간이 50㎲/1회, 어드레스주기기간이 3㎲/1회로

하며, 이 PDP(1)의 계조 표시수단을 C1, 2 화소의 계조 표시예로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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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2 화소의 행 방향으로 배설된 2 개의 서브픽셀(SPC1과 SPC2)을 최하위 계조와 다음 하위 계조의 2 계조로 할당하

여, 행 방향으로 배설된 2 개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하여, 0, 1, 2의 3 계조를 표시한다. 나머지 상위 7 비트를, 1 필드

를 복수의 서브프레임으로 분할하고, 이들 중 소정의 서브프레임 기간만 소정의 화소를 점등시키는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수단에 할당한다.

  그리고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각 서브프레임은, 1, 2, 4, 8, 16, 32, 64의 웨이트를 가지며, SPC1과 SPC2의 서브프레임

점등 수를 제어하는 계조 표시수단과 함께, 이 PDP(1)는 384 계조의 표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계조 3은 웨이트 1의 서

브프레임 시에 SPC1과 SPC2가 어드레싱되고 유지방전 됨으로써 표시된다.

  따라서 상기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수평방향으로 고 세밀화 및 고 계조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구조면에서의 특징은, 섬모양의 제 2 도전층(108)이 서브픽셀 내에 형성된 복수 어드레스전극

(AJ, M)의 1 개에 관통구멍을 통해 접속되는 것이며, 복수의 서브픽셀을 독립시켜 동시에 어드레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점에 있다.

  여기서, 1 필드의 전 화소를 384 계조로 표시하는 데 필요한 1 프레임기간이 13.15ms이므로, 고 세밀화 및 고 계조화를

실현하고, 또 고 휘도화에 시간을 할당하는 여유가 있게 된다. 따라서 384 계조를 유지하고 1 계조의 유지방전주기를 5 주

기로 변경하여, 고 휘도화를 도모해도 된다.

  또 화소를 구성하는 행 방향의 서브픽셀 수를 3 이상으로 하면, 더욱 고 계조화나 고 세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2 개의 서브픽셀(SPC2와 SPC1)을 최하위 계조와 다음 하위 계조의 2 계조로 할당해도 된다.

  또 2 개의 서브픽셀(SPC2와 SPC1) 중 한쪽을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수단의 상위 비트에 할당해도 된다.

  또한 화소를 3 개 이상의 어드레스전극 방향 서브픽셀로 구성해도 된다.

  또 본 실시예 서브픽셀의 횡단면 형상은 제 2 도전층(108)이 있는 점과, 형광체층이 열 형태로 R, R, G, G, B, B 순으로

배치되는 점 등을 제외하면, 도 15에 나타낸 종래 기술과 동일 단면형상이어도 된다. 또한 같은 색의 서브픽셀이 복수 개

인접하여 배설되는 점을 제외하면, 도 15의 각 서브픽셀 횡단면 형상과 동일형상이어도 된다.

  (제 3 실시예)

  제 3 실시예는, 서로 인접하여 배설된 복수의 서브픽셀을 구비한 플라즈마 표시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서브픽셀이 이들

배설방향으로 연장되는 전극의 점유 길이가 서로 다른 2 종류의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점등시킬 서브픽셀의

조합을 제어하여 계조 표시함으로써, 고 계조화 및 고 세밀화의 과제를 해결한 것이다.

  도 3의 실시예의 구조에 대하여 도 5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5는 본 PDP(1)의 화소(C1, 1~C3, 2)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확대 개략평면도이다.

  이 PDP(1)의 각 화소(CM, N)는, 행 방향으로 배설된 2 개의 서브픽셀로 구성된다. 여기서 M＝1~680 ×3, N＝1~480이

다. 또 각 1 서브픽셀에는, 어드레스전극(AJ, M), XN전극, YN전극이 각 1 개 형성된다. J는 1 또는 2이다.

  각 화소를 구성하는 2 개의 서브픽셀인 SPC1과 SPC2는, 각각 1, 2 계조의 웨이트를 갖는다. 이 가중은 서브픽셀을 사이

에 두고 한쪽 격벽으로부터 다른 쪽 격벽까지의 폭(격벽간격), 즉 서브픽셀의 X전극 점유 길이가 다른 서브픽셀을 배설하

는 것과, 각 서브픽셀의 방전전류와 형광체의 발광효율(형광체로 피복된 영역)의 최적화에 의해 실현된다. 주사선(라인)

수는 480 개다.

  1 유지방전주기기간이 8㎲/1회, 1 계조의 유지방전주기가 2 주기, 리셋기간이 50㎲/1회, 어드레스주기기간을 3㎲/1회

로 하여, PDP(1)의 계조 표시수단을 C1, 2 화소의 계조 표시예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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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2 화소의 행 방향으로 배설된 2 개의 서브픽셀(SPC1과 SPC2)을 최하위 계조와 다음 하위 계조의 2 계조로 할당하

여, 2 개의 웨이트를 가진 서브픽셀(SPC1과 SPC2)의 점등 수를 단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0, 1, 2, 3의 4 계조 표시가 가

능하다. 나머지 상위 7 비트를, 1 필드를 복수의 서브프레임으로 분할하고, 이들 중 소정의 서브프레임 기간에 소정의 화소

를 점등시키는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수단에 할당한다.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각 서브프레임은, 1, 2, 4, 8, 16, 32, 64의 웨이트를 가지며, SPC1과 SPC2로 이루어지는 서브프

레임 점등 수를 제어하여 계조를 표시하는 수단과 함께, 이 PDP(1)는 512 계조의 표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계조 4는 웨

이트 1의 서브프레임 시에 SPC1과 SPC2가 어드레싱되고 유지방전 됨으로써 표시된다.

  1 필드의 전 화소를 512 계조로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13.36ms로 된다. 따라서 512 계조를 유지하여 480 ×1.3

배까지의 화소를 열 방향으로 형성할 수 있어, 고 세밀화가 고 계조화와 동시에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구성에 의하면 용이하게 고 세밀화 및 고 계조화의 양립을 도모할 수가 있다.

  더욱이 복수의 서브픽셀이 서로 다른 X전극 길이를 가짐으로써 각각에 다른 웨이트가 부여되므로, 적은 어드레스전극 수

로써, 또 작은 화소 크기로써 용이하게 고 세밀화 및 다 계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2 개의 서브픽셀인 SPC2와 SPC1 양쪽을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수단으로 상위 비트에 할당해도 된다.

  또 화소를 3 개 이상의 서브픽셀(1, 2, 4 계조의 가중을 갖는 서브픽셀)로 구성하고, 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점등 수

를 제어하여 8 계조의 계조 표시를 해도 된다.

  또한 서브픽셀에 가중하는 수단이, 복수의 서브픽셀을 서로 다른 X전극 길이를 갖는 것으로 함으로써 구성되므로, 종래

중복 배설되었던 격벽을 생략하도록 해도 되며, 결과적으로 화소를 작은 크기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상기 구성에 어드레스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서브픽셀의 점등 수 제어를 조합시켜도 된다.

  (제 4 실시예)

  제 4 실시예는, 서로 인접하여 배설된 복수의 서브픽셀을 구비한 플라즈마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 서브픽셀의 배

설방향으로 연장되는 전극의 점유 길이를 모두 같게 하고, 점등시킬 서브픽셀 수를 제어하여 계조 표시함으로써, 고 계조

화 및 고 세밀화의 과제를 해결한 것이다.

  2 종류의 계조 웨이트를 갖는 서브픽셀의 구조를 도 6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6은, 본 PDP(1)의 화소(C1, 1~C3, 2)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확대 평면도이다.

  이 PDP(1)의 각 화소(CM, N)는, 행 방향으로 배설된 동일 크기의 3 개 서브픽셀로 구성된다. 따라서 3 개의 서브픽셀은,

행 방향으로 연장된 X전극의 점유 길이가 모두 같다. 여기서 M＝1~680 ×3, N＝1~480이다. 또 각 1 서브픽셀에는 어드

레스전극(AJ, M), XN전극, YN전극이 1 개 형성된다. J는 1 또는 2이다.

  3 개의 서브픽셀 중 가운데의 것이 SPC1이며, 그 양쪽에 있는 것이 SPC2이다. 양쪽의 SPC2 서브픽셀에는 공통 어드레

스신호(PAA)가 인가되도록 구성된다. 이로써, 화소를 구성하는 2 개의 서브픽셀인 SPC1과 SPC2는 각각 1, 2의 계조 웨

이트를 갖도록 된다.

  다음으로 제 4 실시예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예는 도 6을 이용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행 방향으로 2 종류의 계조 웨이트를 갖는 서브픽셀을 형성한다. 또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수단에 의하여, 수직방향으로도 2 종류의 서브픽셀이 배설돼도 되며, 그 경우 PDP(1)의 각 화소(CM,

N)는, 행 방향으로 배설된 3 개의 서브픽셀과 수직방향으로 형성된 2 종류의 서브픽셀과의 합계 6 개로 구성되게 되고,

PDP(1)는 M＝680 ×3, N＝480의 화소를 갖는다. 또 주사선(라인) 수는 960 개로 된다. 이하에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형

태의 것이다.

등록특허 10-0511522

- 18 -



  1 유지방전주기기간이 8㎲/1회, 1 계조의 유지방전주기가 2 주기, 리셋기간이 50㎲/1회, 어드레스주기기간을 3㎲/1회

로 하여, PDP(1)의 계조 표시수단을 설명한다.

  화소의 행 방향으로 배설된 2 종류의 서브픽셀인 SPC1과 SPC2를, 최하위 계조와 다음 하위 계조의 2 계조에 할당하여,

2 개의 서브픽셀(SPC1과 SPC2) 점등 수를 제어함으로써, 4 계조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 수직방향의 2 개 서브픽셀 점등

수를 제어함으로써, 3 계조 표시가 가능해진다. 나머지 상위 7 비트를, 1 필드를 복수의 서브프레임으로 분할하고, 원하는

화소를 원하는 서브프레임기간동안 점등시키는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수단에 할당한다.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각 서브프레임은, 1, 2, 4, 8, 16, 32, 64의 웨이트를 가지며, 복수의 서브픽셀인 SPC1과 SPC2의

점등 수를 제어하는 계조 표시수단과 함께, 이 PDP(1)는 768 계조의 표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계조 4는 웨이트 1의 서

브프레임 시에 XN전극과 YN전극이 형성된 행의 SPC1과 SPC2가 어드레싱되고 유지방전 됨으로써 표시된다. 여기서, 모

든 서브픽셀이 어드레싱되지 않을 때를 계조 1로 한다.

  1 필드의 전 화소를 768 계조로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13.36ms이다.

  따라서 상기 구성에 의하면, 쉽게 고 계조화 및 고 세밀화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계조 웨이트 2의 서브픽셀인 SPC2는, 동일 행의 인접하는 계조 웨이트 1의 2 개 서브픽셀로 구성해도 된다.

  또 2 개의 A2, M전극(도 6에 나타낸 어드레스전극)은 공통 어드레스드라이버로 구동시켜도 된다.

  또한 열방향으로 배설된 복수의 서브픽셀이 다른 웨이트를 가져도 된다.

  (제 5 실시예)

  제 5 실시예는, 각각 X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인접하는 R, G, B의 서브픽셀로 이루어진, 서로 X전극 방향으로 인접한 제

1 및 제 2 화소에 의하여 1 화소가 구성된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제 1 화소의 R, G, B 서브픽셀에는 이

제 1 화소의 위치에 대응한 계조신호를 부여하는 한편, 제 2 화소의 R, G, B 서브픽셀에는 상기 제 1 화소의 R, G, B 서브

픽셀에 대응하는 계조신호와, 이 제 2 화소에 인접하는 화소의 제 1 화소의 R, G, B 서브픽셀에 대응하는 계조신호 사이에

서, R, G, B별로 평균을 취한 계조신호를 부여하여 R, G, B 서브픽셀의 점등제어를 함으로써, 즉 제 1 화소를 구성하는 복

수의 서브픽셀에는, 이 제 1 화소에 대응하는 계조신호를 부여하는 한편, 제 2 화소를 구성하는 복수의 서브픽셀에는 상기

제 1 화소에 대응하는 계조신호와, 이 제 2 화소에 인접하는 화소의 제 1 화소에 대응하는 계조신호와의 함수인 계조신호

를 부여함으로써, 고 계조화 및 고 세밀화의 과제를 용이하게 해결한 것이다.

  제 5 실시예의 구조에 대하여 도 7을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7은 PDP(1) 화소(C1, 1~C2, 2)의 절반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확대 개략평면도이다.

  이 PDP(1)의 각 화소(CM, N)는, 행 방향으로 배설된 제 1 및 제 2 화소로 구성되며, 각 화소는 R, G, B의 3 개 서브픽셀

로 구성된다. PDP(1)는, 행 방향으로 M 개 및 열 방향으로 N개의 화소를 갖는다. 각 화소의 6 개 서브픽셀에는, 독립된 어

드레스전극(AJ, M)과, 공통으로 접속된 XN전극, YN전극이 배치된다. J는 1~6이다. 각 서브픽셀을 구성하는 SPC1R,

SPC1G, SPC1B, SPC2R, SPC2G, SPC2B는 균등한 크기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고 계조화를 실현하는 본 실시예의 구동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화소(C1, 2) 제 1 화소의 SPC1R, SPC1G, SPC1B에는 표시데이터(D(1, 2)R, D(1, 2)G, D(1, 2)B)가 기입된다. 또 화소

(C2, 2) 제 1 화소의 서브픽셀에는, 표시데이터(D(2, 2)R, D(2, 2)G, D(2, 2)B)가 기입된다.

  화소(C1, 2) 제 2 화소의 SPC2R, SPC2G, SPC2B에는 표시데이터{(D(1, 2)R＋D(2, 2)R}/2, {D(1, 2)G＋D(2, 2)G}/2,

{(D(1, 2)B＋D(2, 2)B}/2가 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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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데이터인 D(1, 2)R, D(1, 2)G, D(1, 2)B, {(D(1, 2)R＋D(2, 2)R}/2, {(D(1, 2)G＋D(2, 2)G}/2, {(D(1, 2)B＋D(2,

2)B}/2, D(2, 2)R, D(2, 2)G, D(2, 2)B는, 7 비트의 서브프레임으로 구성된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수단으로써,

어드레스전극과 X전극과 Y전극으로부터 PDP(1)의 각 서브픽셀에 기입된다.

  이와 같이, 서브픽셀에 기입할 신호와 화소에 대응하는 표시데이터와의 상관을 취하는 방법으로서, 어느 화소의 제 1 화

소에, 그 화소에 대응한 표시데이터(계조신호)를 기입신호로서 부여하는 한편, 그 화소의 제 2 화소에, 제 1 화소에 대응하

는 표시데이터(계조신호)와 제 2 화소에 인접한 화소의 제 1 화소에 대응한 표시데이터(계조신호)와의 일정 규칙에 따른

함수의 표시데이터를 기입신호로서 부여함으로써, 용이하게 고 계조화 및 세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또, 이하에 제 5 실시예의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설명에 사용한 문언을 보충 설명하기로 한다.

  영상신호는 TV규격 등, 일정 규격에 기초한 신호이며, 표시데이터와 일치해도 되고, 표시데이터보다 정보량(데이터량)

이 적어도 된다.

  표시데이터는 본 발명의 장치구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시데이터 제어부(11)의 프레임메모리(20)에 기억되는 데이

터이다.

  계조신호는, 본 발명의 다 계조화처리 후 신호이며, 프레임메모리(22)에 기억될 데이터와, 서브프레임 데이터에 기초한

제어신호(SA)와, 실제로 서브픽셀을 구동시키는 신호의 총칭이다.

  여기서, 화소는 3의 배수 혹은 6의 배수 개의 서브픽셀로 구성되며, 형광체가 R, G, B의 스트라이프형으로 배열된 것이

라면 된다.

  (제 6 실시예)

  제 6 실시예는, 화소가 어드레스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복수의 서브픽셀로 구성되며, 이 복수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

함으로써 계조 표시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에 있어서, 1 개의 X전극과 1 개의 Y전극을 갖는 서브픽셀과, 2 개의 X전극과

1 개의 Y전극을 갖는 서브픽셀의, 전극구조가 다른 2 종류의 서브픽셀을 구비함으로써 계조차를 둘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

써, 용이하게 고 계조화를 도모한 것이다.

  제 6 실시예의 구조에 대하여 도 8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8은 PDP(1)의 확대 개략평면도이다.

  이 PDP(1)의 각 화소(CM, N)는, 열 방향으로 배설된 2 개의 서브픽셀인 SPC1과 SPC2로 구성된다. PDP(1)는, 행 방향

으로 M 개 및 열 방향으로 N 개의 화소를 갖는다. 서브픽셀인 SPC1과 SPC2에는 열 형상의 공통 어드레스전극인 AM이

배설된다.

  X전극과 Y전극은, 서브픽셀(SPC1)에 Xk, 3N－2전극(k＝1), Yk, 2N－1전극(k＝1)이 행 형상으로 형성되며, 서브픽셀

(SPC2)에 Xk, 3N－1전극(k＝2), Yk, 2N전극(k＝2), Xk, 3N전극(k＝2)이 행 형상으로 형성된다. Xk, 3N－1전극(k＝2)

과, Xk, 3N전극(k＝2)과는, 상기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 1에 나타낸 X공통 드라이버(4)에 공통 접속된다. 따라서

주사선 수는 SPC1용과 SPC2용으로 1 화소당 2 개 필요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서브픽셀(SPC2)의 Y전극이 사이에 오도

록 2 개의 X전극이 형성되며, SPC2의 총 방전전극 길이가 SPC1 방전전극 길이의 2 배로 된다. 이에 따라 SPC2의 X전극

길이가 SPC1 X전극 길이의 2 배로 되며, SPC2의 방전전류가 SPC1 방전전류의 2 배로 되도록, SPC1과 SPC2로의 1:2

계조의 가중이 실시된다. 따라서 SPC1과 SPC2의 서브픽셀을 사용하여 2 개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함으로써, 1 화소

당 4 계조를 표시할 수 있다.

  종래의 기술에서는, 열 방향으로 배설된 서브픽셀로 4 계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 개의 주사선을 필요로 하므로 고 계

조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기 구성에 의하면, 2 개의 주사선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함으로써 4 계조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열 방향으로 웨이트를 가진 복수의 서브픽셀을 구비한 구성에 의하면, 적은 주사선 수로 열 방향으로 서브픽셀

을 배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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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열 방향으로 계조 웨이트가 다른 복수의 서브픽셀을 배설하여 고 계조화를 도모하는 수단을 사용한 본 실시예의

경우에도, 이 열 방향의 복수 서브픽셀 점등 수를 제어하는 계조 표시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주사선 수가 많아

진다. 따라서 제 1~제 5 실시예에 나타낸 고 계조화, 고 세밀화 수단이 병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 상기 구성에 X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서브픽셀의 점등 수 제어를 조합시켜도 된다.

  이상 설명한 실시예에 있어서, 순차주사의 주사방법을 이용하여 본 발명을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비월주사에도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단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계조 표시를 행하며, 화소가 어드레스

전극 방향으로 배설된 복수의 서브픽셀로 구성된 플라즈마 표시장치에 있어서, 각 서브픽셀 내에 복수의 어드레스전극을

배설하고, 복수 종류의 서브픽셀이 복수 어드레스전극 내의 1 개와 접속된 제 2 도전층(108)에 의해 어드레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구비하는 구성이므로, 계조 표시에 필요한 어드레스기간이 단축되어, 용이하게 열 방향

의 고 세밀화에 대응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서브픽셀 내에 복수의 어드레스전극을 배설하고, 서브픽셀이 복수 개의 어드레스전극 중 1 개와 접속되며, 어

느 1 개의 어드레스전극과 도통된 제 2 도전층에 의해 어드레싱되며, 또한 1 화소를 구성하는 R, G, B의 최소 단위를 수평

방향으로 배설한 복수 개의 같은 색 서브픽셀로 구성하고, 이들 복수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단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계조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구비하여 구성되므로, 용이하게 고 세밀화와 다 계조화에 대응하는 플

라즈마 표시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단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계조 표시를 행하는 플라즈마 표지장치에 있어서, 서브픽셀

이 웨이트를 가진 복수 종류의 서브픽셀로 구성되며, 서브픽셀에 가중하는 수단이, 서브픽셀 중의 X전극 길이가 다른 복수

의 서브픽셀을 배설한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구비하여 구성되므로, 적은 어드레스전극 수로, 또 작은 화소크기로 쉽게, 고

세밀화와 다 계조화에 대응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수평방향으로 배설한 인접하는 R, G, B의 1 조를 서브픽셀로 하여 복수 조의 서브픽셀로 1 화소를 구성하며,

이들 화소의 점등방법을 제어함으로써 계조 표시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구비하는 구성이므

로, 용이하게 고 미세화와 다 계조화에 대응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수평방향으로 배설한 인접하는 R, G, B의 1 조를 서브픽셀로 하여 복수 조의 서브픽셀로 1 화소가 구성되며,

복수 서브픽셀의 점등 수 제어방법이, 각 화소의 첫째 서브픽셀에는 화소에 대응하는 위치의 영상신호에 대응하는 신호가

인가되고, 둘째 이후의 서브픽셀에는 첫째 서브픽셀에 대응하는 영상신호와, 다음 화소에 대응하는 영상신호를, 서브픽셀

이 배설된 위치를 가미한, R, G, B의 독립된 상관을 취한 신호가 부여되는 점등 수 제어방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

마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을 구비하여 구성되므로, 용이하게 다 계조화에 대응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단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계조 표시를 행하며, 화소가 열 방향으로 배설된 복수의 서브

픽셀로 이루어지는 플라즈마 표시장치에 있어서, 화소가, 웨이트를 가진 복수 종류의 서브픽셀로 구성되고, 웨이트를 가진

복수 종류의 서브픽셀 구성수단이, 서브픽셀 내에 1 개의 X전극과 1 개의 Y전극을 배치한 서브픽셀과, 서브픽셀 내에 2 개

의 X전극과 1 개의 Y전극을 배치한 서브픽셀과의 복수 종류 서브픽셀을 배설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구비하여 구성되므로, 주사선 수를 별로 늘리지 않고 작은 화소크기로써 용이하게 다 계조화에 대응하는 플라즈마 표시장

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계조 표시수단이, 수평방향으로 배설된 서브픽셀과 수직방향으로 배설된 서브픽셀과의 복수 종류 서브픽셀의

점등 수를 제어함으로써 구성되므로, 용이하게 고 미세화와 다 계조화에 대응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계조 표시수단이 1 필드를 복수의 서브프레임으로 분할하여 원하는 화소를 원하는 서브프레임기간동안 점등

시키는 필드 내 시분할에 의한 계조 표시수단과, 복수 개의 서브픽셀로 구성한 화소의 서브픽셀 점등 수 제어방법에 의한

계조 표시수단과 병용함으로써 구성되므로, 용이하게 고 미세화와 다 계조화에 대응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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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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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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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방향 및 열방향으로 각각 배열되도록 제공된 복수의 화소를 구비하고, 상기 각 화소는 R, G, B 3개의 서브픽셀로 이루

어지고 또한 행방향으로 순차 인접하여 배열된 제1 및 제2 화소로 구성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제1 화소의 R, G, B의 서브픽셀에는, 상기 제1 화소의 위치에 대응하는 표시데이터에 기초하여 표시하고,

  제2 화소의 R, G, B의 서브픽셀에는, 상기 제1 화소의 R, G, B의 서브픽셀의 표시데이터와, 상기 제2 화소로부터 행방향

으로 인접한 화소의 제1 화소의 R, G, B의 서브픽셀의 표시데이터 사이에서, R, G, B 마다 평균을 구한 표시데이터에 기초

하여 표시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제16 항에 있어서,

  1필드를 복수의 서브프레임으로 분할한 것 중 소정의 서브프레임 기간만 점등시키는 필드내 시분할에 의해 계조표시하

는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20.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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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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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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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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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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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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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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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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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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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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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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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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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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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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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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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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