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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

(57) 요약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를 개시한다. 본 발명은 패널 조립체;와, 이를 지지하는 샤시 베이스;와, 샤시 베이스의 배면에

부착되는 구동 회로부;와, 패널 조립체의 각 단자와 구동 회로부의 각 단자에 양 단부가 접속되어며, 구동 IC와, 이와 연결

된 배선부와, 배선부를 매립하는 필름을 구비한 테이퍼 캐리어 패키지;와, 샤시 베이스와, 테이퍼 캐리어 패키지 사이에 개

재되어서, 테이퍼 캐리어 패키지의 단락을 방지하는 단락 방지 수단;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샤시 베이스와 테이퍼 캐리어

패키지 사이에 절연성을 가지는 단락 방지 수단이 설치됨으로써, 조립 공정중 필름이 손상되어서 배선부가 샤시 베이스와

접촉하여 발생되는 쇼트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패널 조립체;

상기 패널 조립체를 지지하는 샤시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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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샤시 베이스의 배면에 부착되는 구동 회로부;

상기 패널 조립체의 각 단자와 구동 회로부의 각 단자에 양 단부가 접속되어며, 구동 IC와, 이와 연결된 배선부와, 상기 배

선부를 매립하는 필름을 구비한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및

상기 샤시 베이스와,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사이에 개재되어서,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의 단락을 방지하는 단락 방지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락 방지 수단은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와 대응되는 부분의 샤시 베이스의 외면을 따라 부착된 스트립형의 절연

플레이트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 플레이트에는 상기 구동 IC와 대응되는 곳에 열전도매체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

체.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도매체는 써멀 그리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도매체는 상기 절연 플레이트와 동일한 평면상에 배치되기 위하여 상기 절연 플레이트에 형성된 충진공을 통하

여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 플레이트의 하부에는 상기 샤시 베이스 단부를 양 쪽에서 감쌀 수 있도록 절곡된 삽입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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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절연 플레이트는 유연성을 가진 절연성 필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 플레이트는 상기 샤시 베이스의 길이 방향을 따라 적어도 1장 이이상이 연속적으로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의 외부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커버 플레이트가 더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

시장치 조립체.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와 커버 플레이트 사이에는 방열 쉬트가 더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

체.

청구항 11.

패널 조립체를 지지하는 샤시 베이스;

상기 샤시 베이스의 후방에 소정 간격 이격되게 배치되고, 상기 샤시 베이스의 상하단부를 감싸는 커버 플레이트;

상기 샤시 베이스와 커버 플레이트 사이에 배치되고, 구동 IC와, 이와 연결된 배선부와, 상기 배선부를 매립하는 필름을 구

비한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및

상기 샤시 베이스와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한 단락 방

지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락 방지 수단은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와 대응되는 부분의 샤시 베이스의 외면에 부착되는 스트립형의 절연 플

레이트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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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절연 플레이트에는 상기 구동 IC와 대응되는 부분에 충진공이 형성되고, 상기 충진공에는 상기 구동 IC로부터 발생되

는 열을 샤시 베이스로 전달하기 위한 열전도매체가 개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의 파손에 의한 쇼트를 방지

하기 위하여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와 샤시 베이스 사이에 단락 방지 수단이 설치된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에 관한 것이

다.

통상적으로,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는 복수개의 기판의 대향면에 각각의 방전 전극을 형성하고, 기판 사이의 방전 공간

에 방전 가스를 주입한 상태에서 소정의 전원을 인가하여 방전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외선에 의하여 발광된 빛을 이용하여

화상을 구현하는 평판 표시 장치(flat display device)를 말한다.

이러한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는 전면 및 배면 패널을 각각 제조하여 이를 결합시키고, 패널 조립체의 배면에 샤시 베

이스를 조립하고, 이 샤시 베이스에 패널 조립체와 전기적 신호를 상호 전달가능하도록 구동 회로부를 실장하고, 소정의

검사 과정을 통한 다음에 케이스에 장착함으로써 완성된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100)는 전면 패널(101)과, 이와 결합하는 배면 패널(103)을 구비하는

패널 조립체(101)와, 상기 패널 조립체(101)의 후방에 접착 부재(105)에 의하여 결합되는 샤시 베이스(104)와, 상기 샤시

베이스(104)의 상하단에 설치되는 커버 플레이트(106)와, 상기 샤시 베이스(104)와 커버 플레이트(106) 사이에 개재되는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tape carrier package, 107)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107)는 구동 IC(108)와,

상기 구동 IC(108)와 연결된 배선이 배치된 유연성을 가진 필름(109)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종래의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100)는 구동중에 발생되는 열이 패널 조립체(101)로부터 열

전도매체 역할을 공히 수행하는 접착부재(105)를 경유하여 샤시 베이스(104)를 통하여 배출하게 된다.

또한,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100)는 상기 패널 조립체(101)로부터 발생되는 열뿐만 아니라,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107)의 구동 IC(108)으로부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구동 IC(108)으로부터 발생되는 열도 상기 샤시 베이스(104)의

단부(104a)와, 커버 플레이트(106)를 통하여 외부로 방출하게 된다.

그런데, 종래의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100)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구동중, 상기 구동 IC(108)로부터 상당한 열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열을 충분하게 방출하지 않으면 구동 IC

(108)에 적정 온도 이상의 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서 구동 IC(108)의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의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108)의 일측에는 샤시 베이스(104)가 접하고, 타측에는 방

열 쉬트(110)를 매개로 하여 커버 플레이트(106)가 소정의 압력으로 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구동 IC(108)와 연결된 배선이 배치된 필름(109)까지 압력이 전달되어서, 샤시 베이스(104)의 단부(104a)와 필름

(109)이 서로 간섭하게 됨으로써, 샤시 베이스(104)의 굴곡이나 이물질등에 의하여 필름(109)의 찍힘 현상이 발생하게 된

다. 이에 따라, 배선이 배치된 필름(109)의 단선이나 쇼트의 우려가 있다.

둘째, 알루미늄으로 된 샤시 베이스(104)를 제조시에, 알루미늄 원소재를 타발하여 성형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루미늄 원

소재의 가공은 평탄화 작업과, 절단 작업을 거치게 된다. 상기 공정은 강한 압력을 가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공정

에서 알루미늄 원소재에 전도성 이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이물질이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107)의 안착면에 남아 있

게 되면, 찍힘과 이물질에 의한 쇼트를 발생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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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샤시 베이스와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사이에 단락 방지 수단을

설치하여서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에 가해지는 소정의 압력에 의하여 단락이 일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가 개

선된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샤시 베이스와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사이에 배치되는 단락 방지 수단에 열전도매체가 형성되어서

구동 IC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외부로 신속하게 방출하기 위한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는,

패널 조립체;

상기 패널 조립체를 지지하는 샤시 베이스;

상기 샤시 베이스의 배면에 부착되는 구동 회로부;

상기 패널 조립체의 각 단자와 구동 회로부의 각 단자에 양 단부가 접속되어며, 구동 IC와, 이와 연결된 배선부와, 상기 배

선부를 매립하는 필름을 구비한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및

상기 샤시 베이스와,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사이에 개재되어서,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의 단락을 방지하는 단락 방지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단락 방지 수단은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와 대응되는 부분의 샤시 베이스의 외면을 따라 부착된 스트립형

의 절연 플레이트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게다가, 상기 절연 플레이트에는 상기 구동 IC와 대응되는 곳에 열전도매체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더욱이, 상기 열전도매체는 상기 절연 플레이트와 동일한 평면상에 배치되기 위하여 상기 절연 플레이트에 형성된 충진공

을 통하여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나아가, 상기 플렉시블 프린티드 케이블의 외부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커버 플레이트가 더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아울러, 상기 플렉시블 프린티드 케이블과 커버 플레이트 사이에는 방열 쉬트가 더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는,

패널 조립체를 지지하는 샤시 베이스;

상기 샤시 베이스의 후방에 소정 간격 이격되게 배치되고, 상기 샤시 베이스의 상하단부를 감싸는 커버 플레이트;

상기 샤시 베이스와 커버 플레이트 사이에 배치되고, 구동 IC와, 이와 연결된 배선부와, 상기 배선부를 매립하는 필름을 구

비한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및

상기 샤시 베이스와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단락 방

지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단락 방지 수단은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와 대응되는 부분의 샤시 베이스의 외면에 부착되는 스트립형의

절연 플레이트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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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기 절연 플레이트에는 상기 구동 IC와 대응되는 부분에 충진공이 형성되고, 상기 충진공에는 상기 구동 IC로부

터 발생되는 열을 샤시 베이스로 전달하기 위한 열전도매체가 개재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200)를 도시한 것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상기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200)에는 전면 패널(202)과, 상기 전면 패널(202)과 대향되게 배치된

배면 패널(203)을 구비한 패널 조립체(201)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전면 패널(202)에는 방전 유지 전극쌍과, 방전 유지 전극쌍을 매립하는 전면 유전체층과, 전면 유전체층의 표면에 코

팅된 보호막층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배면 패널(203)에는 방전 유지 전극쌍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배치된 어드레스 전극

과, 어드레스 전극을 매립하는 배면 유전체층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전면 및 배면 패널(202)(203)에는 방전 공간을 한정

하고, 크로스 토크(cross talk)를 방지하는 격벽과, 격벽의 내측으로 도포되는 적,녹,청색의 형광체층이 각각 형성되어 있

다.

상기 패널 조립체(201)의 후방에는 샤시 베이스(204)가 배치되어 있다. 상기 샤시 베이스(204)는 접착 부재에 의하여 패

널 조립체(201)와 결합되어 있다. 접착 부재로는 배면 패널(203)의 외면 중앙에 개재된 방열 쉬트(205)와, 배면 패널(203)

의 외면 가장자리에 개지된 양면 테이프(206)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방열 쉬트(205)는 패널 조립체(201)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

상기 샤시 베이스(204)의 배면에는 구동 회로부(207)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구동 회로부(207)에는 다수의 전자 부품이

실장되어 있으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가 부착되어 있다.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는 패널 조립체(201)의

각 전극 단자와, 구동 회로부(207) 사이에 접속되어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고 있다.

상기 패널 조립체(201)의 전방에는 필터 조립체(212)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필터 조립체(212)는 구동중 상기 패널 조립

체(201)로부터 발생되는 전자기파나, 적외선이나, 네온 발광이나, 외광의 반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필터 조립체(212)에는 투명한 기판상에 외광의 반사에 의한 시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반사 방지 필

름이 부착되고, 팬JF 조립체(201)의 구동중에 발생되는 전자기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전자파 차폐층이 형성되

고, 네온 발광과 화면 발광시 사용되는 불활성 기체의 플라즈마에 의한 근적외선의 불필요한 발광을 차폐하기 위하여 선택

파장 흡수필름이 설치되어 있다.

상기 패널 조립체(201), 샤시 베이스(204), 필터 조립체(212)는 케이스(215)내에 수용되어 있다. 상기 케이스(215)는 상

기 필터 조립체(212)의 전방에 설치된 프론트 캐비넷(213)과, 상기 샤시 베이스(204)이 후방에 설치된 커버 백(214)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커버 백(214)의 상하단에는 다수개의 벤트 홀(214a)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상기 필터 조립체(212)의 배면에는 필터 홀더(218)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필터 홀더(218)는 상기 프론트 캐비넷

(213)에 대하여 필터 조립체(212)를 가압하는 프레스부(216)와, 상기 프레스부(216)로부터 후방으로 절곡된 고정부(217)

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고정부(217)에는 다수의 체결공(271a)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프론트 캐비넷(213)의 배면에는 필터 장착부(219)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필터 장착부(219)에는 상기 고정

부(217)가 대향되게 위치하고 있으며, 나(200) 결합에 의하여 상기 프론트 캐비넷(213)에 대하여 필터 조립체(212)를 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동중에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4)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하고, 이와 동시에 테이프 캐리

어 패키지(204)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한 단락 방지 수단이 설치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도 3은 도 2의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200)의 일부를 절제하여 도시한 것이고, 도 4는 도 3의 단락 방지 수단이 설치된

부분을 확대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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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패널 조립체(201)의 후방에는 샤시 베이스(204)가 배치되어 있다. 상기 패널 조립체(201)

와 샤시 베이스(204) 사이에는 방열 쉬트(205)와, 양면 테이프(206)가 각각 중앙과 가장자리에 개재되어 있다. 상기 샤시

베이스(204)는 상기 방열 쉬트(205)와 소정 간격 이격되게 배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샤시 베이스(204)는 열전도성이 우수한 금속, 예컨대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단부

(204a)는 상기 패널 조립체(201)가 설치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L”자형으로 절곡되어 있다. 상기 샤시 베이스(204)의

후방에는 구동 회로부(207)가 설치되어 있다.

이때, 상기 구동 회로부(207)와, 패널 조립체(201) 사이에는 패널 조립체(201)에 형성된 단자와, 구동 회로부(207)에 설치

된 커넥터(207a)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하여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

지(208)의 일단은 패널 조립체(201)내의 전극 단자에 접속되고, 타단은 커넥터(207a)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테이프 캐

리어 패키지(208)는 구동 IC(221)와, 상기 구동 IC(221)의 각 리이드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배선부(223)와, 상기 배선부

(223)를 매립하는 유연성을 가진 필름(222)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는 상기 샤시 베이스(204)의 단부(204a)와, 상기 단부(204a) 후방에 배치된 커버 플레이

트(210)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즉,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는 일단이 패널 조립체(201)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샤시

베이스(204)의 단부(204a)와 커버 플레이트(210) 사이를 통과하여서 타단이 상기 구동 회로부(207)의 커넥터(207a)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 커버 플레이트(210)는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방지함과 동시에, 방

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샤시 베이스(204)의 단부(204a)와,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 사이에는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의

파손에 의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 방지 수단(209)이 설치되어 있다.

상기 단락 방지 수단(209)은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와 대응되는 샤시 베이스(204)의 단부(204a)의 외면을 따라

부착된 스트립형의 절연 플레이트(224)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절연 플레이트(224)는 절연성을 가짐과 동시에 유연성을

가진 재질, 예컨대 필름 형태이다. 또한, 상기 절연 플레이트(224)는 상기 샤시 베이스(204)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한 장의

스트립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절연 플레이트(224)는 상기 구동 IC(221)와 대응되는 곳에 열전도매체(225)가 더 형성되어 있다. 상기 구동

IC(221)의 외면은 상기 열전도매체(225)의 표면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있다. 이때, 상기 열전도매체(225)는 상기 절연

플레이트(224)의 외면을 따라 부착될 수도 있지만, 더욱 바람직한 것은 상기 절연 플레이트(224)와 동일한 평면상에 배치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기 절연 플레이트(224)에는 상기 열전도매체(225)가 개재되는 충진공(224a)이 소정 간격 이격되게 배치

되어 있다. 상기 충진공(224a)은 상기 구동 IC(221)이 배치되는 곳을 따라 간헐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열전도매체(225)는 충진공(224a)내에 고상으로 부착시킬 수도 있으며, 상기 절연 플레이트(224)가 샤시 베이스

(204)의 단부(204a) 외면에 부착된 이후에, 상기 충진공(224a)내에 액상으로 소정량 주입하여 고상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소재로는 써멀 그리스(thermal grease)가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절연 플레이트(224)에는 상기 샤시 베이스(204)의 단부(204a)에 배치된 가이드부(41)에 끼여져서 상기 샤시

베이스(204)에 대한 절연 플레이트(224)의 위치를 정렬시켜 주기 위한 가이드공(224b)이 더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와 커버 플레이트(210) 사이에는 방열 쉬트(211)가 더 설치되어 있다. 상기 방열 쉬

트(211)는 상기 커버 플레이트(210)의 내표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구동 IC(221)의 외면이 소정 압력이 인가된 상태에서

접촉되어 있다. 상기 방열 쉬트(211)는 실리콘 쉬트등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처럼,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와 샤시 베이스(204)의 단부(204a) 사이에는 절연 플레이트(224)가 개재되어 있

으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와 커버 플레이트(210) 사이에는 방열 쉬트(211)가 개재되어 있다. 또한, 상기 테이프 캐

리어 패키지(208)의 구동 IC(221)의 일면에는 상기 절연 플레이트(224)의 충진공(224a)에 충진된 열전도매체(225)가 접

촉하고, 구동 IC(221)의 타면에는 방열 쉬트(211)가 접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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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200)는 구동중에 패널 조립체(201)로부터 발생되는 열은 방열 쉬트

(205)를 경유하여 샤시 베이스(204)를 통하여 방출된다.

또한,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의 구동 IC(221)로부터 발생된 열은 열전도매체(225)를 경유하여 샤시 베이스

(204)의 단부(204a)를 통하여 1차적으로 배출되고, 이와 동시에 방열 쉬트(211)을 경유하여 커버 플레이트(210)를 통하

여 2차적으로 배출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배출된 열은 커버 백(214)에 형성된 다수의 벤트 홀(214a)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에 의하여 냉각되면

서,대류 현상에 의하여 케이스(215)의 하단부로부터 상단부로 유동하여 외부로 배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200)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상기 샤시 베이스(204)의 단부(204a) 외면에 절연 플레

이트(224)를 부착시킨다. 상기 절연 플레이트(224)에는 가이드 공(224b)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기 샤시 베이스(204)의 단

부(204a) 외면에 돌출된 가이드부(41)에 삽입되어서 그 위치를 정하고 있다. 또한, 상기 절연 플레이트(224)에 형성된 충

진공(224a)내에는 액상의 열전도매체(225), 예컨대 써멀 그리스를 도포하여서 고상화시킨다.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는 일단이 패널 조립체(201)의 전극 단자와 연결시키고, 타단이 구동 회로부(207)의 커넥

터(207a)에 접속시킨 상태에서, 상기 구동 IC(221)의 일면을 열전도매체(225)의 외면에 접촉시킨다.

한편,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의 바깥쪽으로는 상기 샤시 베

이스(204)의 단부(204a)을 감싸도록 커버 플레이트(210)가 위치시킨다. 이에 따라,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는 상

기 샤시 베이스(204)의 단부(204a)와 커버 플레이트(210)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이어서, 상기 구동 IC(221)의 타면을 커버 플레이트(210) 내에 부착된 방열 쉬트(211)에 접속시킨 상태에서 소정의 압착

력이 가해져서 고정시키게 된다.

이때, 이러한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200)의 조립 과정에서 샤시 베이스(204)의 변형이나, 외력에 의한 휨등으로 인하

여 구동 IC(221)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도 상기 구동 IC(221)와 샤시 베이스(204)의 단부(204a) 사이에는

상기 샤시 베이스(204)의 단부(204a) 폭을 커버할 정도의 절연 쉬트(224)가 개재되어 있으므로, 필름(223)이 찢겨서 노출

되는 배선부(222)의 단락이나 쇼트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단락 방지 수단(609)이 배치된 부분을 도시한 것이다.

이하, 앞서 도시된 도면에서와 동일한 참조 번호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동일한 부재를 가리킨다.

도면을 참조하면, 샤시 베이스(204)의 단부(204a)는 후방으로 소정각도 절곡되어 있다. 이러한 단부(204a) 외면에는 단락

방지 수단(609)이 부착되어진다. 상기 단락 방지 수단(609)는 스트립 형상의 절연 플레이트(611 내지 613)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절연 플레이트(611 내지 613)는 상기 샤시 베이스(204)의 길이 방향을 따라 복수개 배치되어 있다.

즉, 제 1 절연 플레이트(611)와, 상기 제 1 절연 플레이트(611)와 분리된 제 2 절연 플레이트(612)와, 상기 제 2 절연 플레

이트(612)와 분리된 제 3 절연 플레이트(613)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절연 플레이트의 길이나 개수는 임

의적으로 설정가능하다.

또한, 제 1 절연 플레이트(611)에는 제 1 충진공(611a)이 소정 간격 이격되게 형성되어 있으며, 제 2 절연 플레이트(612)

에는 제 2 충진공(612a)이 간헐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 3 절연 플레이트(613)에는 제 3 충진공(613a)이 다수개 형성

되어 있다.

이러한 제 1 내지 제 3 충진공(611a 내지 613a)에는 써멀 그리스와 같은 열전도매체(625)가 개재되며, 상기 열전도매체

(625)가 배치되는 부분은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208, 도 3 참조)의 구동 IC(221)과 대응되는 곳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의 일부를 절제하여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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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참조하면,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는 전면 패널(602)과 이와 결합되는 배면 패널(603)을 구비한 패널 조립체

(601)와, 상기 패널 조립체(601)의 후방에 결합되는 샤시 베이스(604)와, 상기 샤시 베이스(604)의 후방에 결합되는 구동

회로부(607)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패널 조립체(601)와, 샤시 베이스(604) 사이에는 접착 부재가 개재되며, 접착 부재로는 결합되는 중앙 부분에 위치하

는 방열 쉬트(605)와, 가장자리 부분에 위치하는 양면 테이프(606)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패널 조립체(601)의 전방에는 필터 조립체(612)가 위치하고, 상기 필터 조립체(612)의 전방에는 프론트 캐비넷

(613)이 설치되고, 상기 구동 회로부(607)의 후방에는 상기 프론트 캐비넷(613)과 결합되어서 필터 조립체(612)와, 패널

조립체(601)와, 샤시 베이스(604)와, 구동 회로부(607)를 수용하는 커버 백(614)이 설치되어 있다. 상기 커버 백(614)에

는 구동중에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 및 배출되는 벤트홀(614a)이 다수개 형성되어 있다.

한편, 상기 필터 조립체(612)는 프레스부(616)에 의하여 프론트 캐비넷(613)에 대하여 가압되고, 상기 프레스부(616)로

부터 후방으로 절곡된 고정부(617)는 상기 프론트 캐비넷(613)의 배면에 설치된 필터 장착부(619)에 나사결합되어서 상

기 프론트 캐비넷(613)에 대하여 필터 조립체(612)를 고정하고 있다.

이때, 상기 샤시 베이스(604)의 단부(604a) 바깥쪽으로는 소정 간격 이격되게 상기 패널 조립체(601)의 상하단과 샤시 베

이스(604)의 상하단을 감쌀수 있도록 커버 플레이트(610)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커버 플레이트(610)의 내면에는 실리콘

쉬트와 같은 방열 쉬트(611)가 부착되어 있다. 상기 방열 쉬트(611)는 상기 커버 플레이트(610)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스

트립 형으로 부착되어진다.

그리고, 상기 샤시 베이스(604)의 단부(604a)와, 커버 플레이트(610) 사이에는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608)가 개재된다.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608)는 구동 IC(621)와, 상기 구동 IC(621)와 연결된 다수의 배선부(623)와, 상기 배선부

(623)를 매립하는 유연성을 가진 필름(622)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608)는 배선부(623)의 일단이 패널 조립체(601)의 각 전극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타단이 구동 회로부(607)의 커넥터(607a)에 접속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샤시 베이스(604)의 단부(604a)와,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608) 사이에는 단락 방지 수단(609)이 설치되어

있다. 상기 단락 방지 수단(609)은 스트립형의 절연 플레이트(604)와, 상기 절연 플레이트(604)의 형성된 충진공(604a)을

통하여 개재되는 열전도매체(625)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절연 플레이트(604)는 상기 샤시 베이스(604)의 단부(604) 외

면에 부착되며, 상기 열전도매체(625)는 구동 IC(621)와 접촉하고 있다.

이때, 상기 절연 플레이트(604)의 길이 방향의 하부는 접혀져서 삽입부(624a)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기 삽입부(624a)는

상기 샤시 베이스(604)의 단부(604a)의 양면을 수용하고 있는 형상이다. 상기 절연 플레이트(604)가 소정의 탄성을 가지

고 있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상기 삽입부(624a)는 상기 단부(604a)에 끼워지는 형상이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는 구동 IC(621)로부터 발생되는 열이 단락 방지 수단(609)에 구비

된 열전도매체(625)를 경유하여 샤시 베이스(604)의 단부(604a)를 통하여 배출됨과 동시에, 그 반대쪽으로 방열 쉬트

(611)를 경유하여 커버 플레이트(610)를 통하여 배출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샤시 베이스와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사이에 절연성을 가지는 단락 방지 수단이 설치됨으로써, 조립 공정중 필름이

손상되어서 배선부가 샤시 베이스와 접촉하여 발생되는 쇼트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둘째, 샤시 베이스의 제조 공정중 잔류하는 버어에 의하여 필름이 손상되어 발생되는 단락 현상도 방지할 수가 있다.

셋째, 구동 IC와 대응되는 부분에는 단락 방지 수단에 열전도매체를 형성시킴으로써, 구동 IC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신속하

게 샤시 베이스를 통하여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동 IC의 구동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으므

로, 구동 칩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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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단락 방지 수단의 열전도매체가 절연 플레이트에 형성된 충진공을 통하여 형성되므로, 절연 플레이트에 대하여 열전

도매체가 동일한 평면상에 놓여지므로, 조립시 외력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가 있다

다섯째, 단락 방지 수단을 샤시 베이스의 외면에 적어도 하나 이상 배치함으로써,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의 크기에 적

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여섯째, 단락 방지 수단의 절연 플레이트에 샤시 베이스의 단부를 감싸는 삽입부를 형성함으로써, 단부의 모서리로부터 발

생되는 필름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다른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

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의 일부를 절제하여 도시한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를 도시한 분리 사시도,

도 3은 도 2의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의 일부를 절제하여 도시한 단면도,

도 4는 도 3의 단락방지수단이 설치된 부분을 도시한 분리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단락방지수단이 설치된 부분을 도시한 분리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의 일부를 절제하여 도시한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간단한 설명>

200...플라즈마 표시장치 조립체 201...패널 조립체

204...샤시 베이스 207...구동 회로부

208...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209...단락 방지 수단

210...커버 플레이트 211...방열 쉬트

212...필터 조립체 213...프론트 캐비넷

214...커버 백 221...구동 IC

222...배선부 223...필름

224...절연 플레이트 225...열전도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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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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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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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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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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