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1433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6

G09G 3/28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1년12월28일
10-0314331
2001년10월29일

(21) 출원번호 10-1997-0000931 (65) 공개번호 특1998-0004289
(22) 출원일자 1997년01월15일 (43) 공개일자 1998년03월30일

(30) 우선권주장 96-157013 1996년06월18일 일본(JP)

(73) 특허권자 미쓰비시덴키 가부시키가이샤
다니구찌 이찌로오, 기타오카 다카시
일본국 도쿄도 지요다쿠 마루노우치 2쵸메 2반 3고

(72) 발명자 마쓰모토 사다요키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2-2-3 미쓰비시 덴키가부시키가이샤 내
하시모토 타카시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2-2-3 미쓰비시 덴키가부시키가이샤 내
우라카베 타카히로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2-2-3 미쓰비시 덴키가부시키가이샤 내
하라다 시게키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2-2-3 미쓰비시 덴키가부시키가이샤 내
카리노 마사오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2-2-3 미쓰비시 덴키가부시키가이샤 내

(74) 대리인 이병호

심사관 : 이상목

(54)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의구동방법

요약

    
흑 표시에서의 발광 휘도를 낮게 펄스를 낮게 억제하고, 양호한 표시 화면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상 표시를 위
한 1 필드를, 행전극 X-Y 간에, 전 화소에 대하여 방전을 행하는 전압값과 펄스 폭을 가진 프라이밍 펄스(Pp)를 인가
하여, 전 화소를 방전시킨 후, 양 행전극간의 인가 전압을 0으로서 벽전하를 소거하는 리세트 기간을 행한 제 1 종류째
의 서브필드(서브필드(A))와, 앞의 서브필드에 방전하고 있는 화소만 방전하는 전압값과 펄스폭을 갖는 소거펄스(Ep)
를 인가하여, 앞의 서브필드에서 방전하고 있던 화소만 방전시킨 후, 행전극 X-Y 간의 인가 전압을 0으로서 벽전하를 
소멸시키는 리세트 기간을 행한 제 2 종류째의 서브필드(서브필드(B))의, 2 종류 이상의 서브필드를 포함하는 복수의 
서브필드로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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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이 적용되는 면 방전형 교류형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 패널의 셀의 일부 단면도를 나타내는 도면.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전압 파형(타이밍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소거 펄스(Ep)가 소거 펄스로서 작용하는펄스 폭과 전압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도면.

제4도는 본 발명의 소거 펄스(Ep)에 의한 리세트와 프라이밍 펄스(Pp)에 의한 레세트 후의 어드레스 마진을 비교하는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전압 파형.

제6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이 적용되는 면 방전형 교류형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 패널로서 주변 회로를 포함한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7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전압 파형.

제8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구동 방법이 적용되는 면 방전형 교류형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 패널로서, 주변 회로를 포함하는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제9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전압 파형.

제10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이 적용되는 면 방전형 교류형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 패널로서, 주변 회로를 포함하는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1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의한 다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전압 파형.

제1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의한 다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이 적용되는 면 방전형 교류형 플라즈
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주변 회로를 포함하는 도면.

제1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5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사용한 1 필드 내의 서브필드의 구성을 나타
내는 도면.

제14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7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사용한 1 필드 내의 서브필드의 구성을 나타
내는 도면.

제15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8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사용한 필드 내의 서브필드의 구성을 나타내
는 도면.

제16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9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사용한 1 필드 내의 서브필드 한 구성을 나
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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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도는 프라이밍에서 어드레스까지 시간과 어드레스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제18도는 종래의 면 방전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나타내는 일부 사시도.

제19도는 종래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계조 표시 방법을 나타내는 1 필드 내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제20도는 제 1 종래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전압 파형.

제21도는 제 2 종래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서 1 필드 내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제22도는 제 2 종래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전압 파형.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셀 2 : 전면 글라스 기판

3 : 배면글라스 기판 4 : 제 1 행전극(X 전극)

4a : 제 1 행 리세트 전극 5 : 제 2 행전극(Y 전극)

5a : 제 2 행 리세트 전극 6 : 유전체층

8 : 열전극(W 전극) 9 : 형광체층

11 : X측 구동 회로 11a : X측 구동 회로(기수행용)

11b : X측 구동 회로(우수행용) 12 : Y측 구동 회로

13 : W측 구동 회로 14 : 리세트 전극용 구동 회로

Pp : 프라이밍 펄스(전면 기록 펄스) Ep : 소거 펄스

Ap : 어드레스 펄스 Sp : 유지 펄스

Scp : 스캔 펄스 V1 : 기록 유지 전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교류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중, 특히 면 방전형의 교류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 및 그 구동 
방법을 실현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디스플레이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1 행전극(104)과 제 2 행전극(105)의 사이에 교대로 전압 펄스를 
인가하여, 유전체마다 극성이 반전하는 방전을 일으켜서, 셀을 발광시킨다. 컬러 표시로서는, 각 셀에 형성된 형광체층
(109)이 방전으로부터의 자외선에 따라 여기되어 발광한다. 표시용의 방전을 행하는 제 1 행전극(104)과 제 2 행전극
(105)이 유전체층(106)으로 피복되어 있으므로, 각 셀의 전극간에서 한번 방전이 발생하면 방전 공간 속에서 생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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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라든지 이온은 인가 전압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유전체층(106)의 위에 축적된다. 이 유전체층(106)상에 축적된 
전자라든지 이온 등의 전하를 벽전하라고 부른다. 이 벽전하가 형성하는 전계가, 인가 전계를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
용하므로, 벽전하의 형성과 함께, 방전은 급속히 소멸한다. 방전이 소멸한 후, 앞의 방전과 극성이 반전한 전계가 인가
되면, 벽전하를 형성하는 전계와 인가 전계가 중첩하기 때문에, 앞의 방전과 비교하여 낮은 인가 전압으로 방전 가능하
게 된다. 그 이후는 이 낮은 전압을 반주기마다 반전시킴에 따라, 방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메모리 기능이
라고 부른다. 이 메모리 기능을 이용하여 낮은 인가 전압으로 유지하는 방전을 유지 방전이라고 부르고, 반주기마다 제 
1 행전극 및 제 2 행전극에 인가되는 전압 펄스를 유지 펄스라고 부른다. 이 유지 방전은 벽전하가 소멸될 때까지, 유지 
펄스가 인가되는 한 지속된다. 벽전하를 소멸시키는 것을 소거라고 부르고, 한편, 최초에 벽전하를 유전체 상에 형성하
는 것을 기록이라고 부른다.
    

    
다음에, 교류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계조(contrast, gradation) 표시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도 19는 예
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평7-160218호 공보에 나타난 계조 표시를 행하는 경우의 1필드의 구성도이다. 1필드는 화면
에 1매의 그림을 출력하기 위한 시간으로, NTSC의 경우 약 16.7msec(60Hz)이다. 도 19에서 표시 라인이란 교류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제 1 및 제 2 행전극으로 이루어지는 행방향의 라인이고, 도면의 가로 방향은 시간의 흐름을 나
타낸다. 1필드는 몇 개의 서브필드로 분할되고 각 서브필드는 각각, 리세트 기간·어드레스 기간·유지 방전 기간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256계조(28 계조) 표시를 행하는 경우, 1필드 내의 서브필드는 8개가 되며, 각각의 서브필드의 
유지방전 기간의 시간을 2n(n=0∼7)의 비율로 한다.
    

    
도 20은,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평7-160218호 공보에 개시된 종래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의 1
서브필드 내의 전압 파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종래 예에서, 제 1 행전극(X)은 공통으로 접속되어, 모든 제 1 행전
극(X)에 대하여 동일한 전압이 인가된다. 한편, 제 2 행전극(Y) 및 열전극(W)은 각 라인마다 별개의 전압을 인가할 
수 있다. 도면의 전압 파형은 위로부터 순서대로 열전극(Wj), 제 1 행전극(X), 제 2 행전극(Y1, Y2, Yn)의 인가 전압 
파형이다.
    

    
우선, 리세트 기간은 교류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전 셀을 같은 상태로 하는 기간으로서, 리세트 기간의 처음의 도 2
0 중 a에서 전 화면에 공통으로 접속된 제 1 행전극(X)에 전면(全面) 기록 펄스(Pp)(프라이밍 펄스)가 인가된다. 이 
전면 기록 펄스(Pp)는 제 1 행전극(X)과 제 2 행전극(Y)간의 방전 개시 전압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앞의 서브
필드의 발광·비발광에 관계 없이 전 셀이 방전 발광한다. 이 때 열전극(W)에도 전압 펄스가 인가되지만, 이것은 제 1 
행전극(X)과 열전극(W)의 사이에서 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X-Y 전극간의 전위차를 작게 하기 위한 것으로, X-Y 
전극간 전압의 대략 1/2의 값으로 설정된다. 전면 기록 펄스(Pp)가 인가되면 X-Y 전극간에서 강한 방전이 발생하여, 
X-Y 전극간에 다량의 벽전하가 축적되어 방전이 종료한다. 다음에 도면 중 b에서 전면 기록 펄스(Pp)가 하강하여, 제 
1 행전극(X) 및 제 2 행 전극(와)의 인가 전압이 없어지면, X-Y 전극간에는 앞의 전면 기록 펄스(Pp)에서 축적한 벽
전하에 의한 전계가 남는다. 이 전계는 크고, 그 자체로 다시 방전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다시 X-Y 전극간에서 방전이 
발생한다. 그러나, 외부 인가 전압은 없으므로, 이 방전에서 생긴 전자라든지 이온은 행전극(X, Y)에 끌리지 않고, 중
화되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앞의 서브필드에서의 벽전하의 " 있음" " 없음" 에 관계없이, 전 셀을 기록하고 그리고 소
거함에 의해 전 화면의 셀의 벽전하를 " 없음" 의 상태로 할 수 있고, 리세트가 행해진다. 이 외부 인가 전압이 없더라
도 축적한 벽전하만으로 방전하여, 벽전하의 소거가 행해지는 방전을 자기 소거방전이라고 한다.
    

리세트 기간이 종료하는 도면 중 c 일 때에는 제 1 행전극 및 제 2 행전극에는 벽전하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 한편, 
방전 셀 내에는 앞의 전면 기록 펄스(Pp)에 의한 방전에서 생긴 하전 입자가 미량 남아 있다. 이 하전 입자는 다음 기
록에서의 방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록 방전의 불씨를 역할을 하여, 프라이밍(불씨) 효과와 소거의 효과를 
하나의 펄스로 겸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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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스 기간이란 화면의 임의의 셀을 행전극과 열전극의 매트릭스 선택에 의해, 각 셀의 벽전하의 " 있음" 과 " 없음" 
을 제어하는 기간으로서, 상기의 기록도 이 어드레스 기간에서 행해진다. 이 어드레스 기간이 되면 각각의 제 2 행전극
(Y1-Yn)에 차례로 음의 스캔 펄스(Scp)가 인가되어, 주사가 행해진다. 한편, 열 전극(W)에는 화상 데이터 내용에 따
라서 양의 어드레스 펄스(Ap)가 인가된다. 이 제 2 행전극(Y)에 인가되는 스캔 펄스(Scp)와, 열전극(W)에 인가되는 
어드레스 펄스(Ap)에 의해서, 화면의 임의의 셀을 매트릭스 선택할 수 있다. 스캔 펄스(Scp)와 어드레스 펄스(Ap)의 
합계 전압값은, 셀의 Y-W 전극간의 방전 개시 전압 이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스캔 펄스(Scp)와 어드레스 펄스(Ap)
가 동시에 인가된 셀은 Y-W 전극간에서 방전이 발생한다. 또한 어드레스 기간 중, 공통의 제 1 행전극(X)은 양의 전
압값으로 유지된다. 이 전압값은 스캔 펄스(Scp)의 전압값과 합하더라도 X-Y 전극간에서 방전하지 않는다. Y-W 전
극간에서 방전이 발생할 때, 이 방전을 트리거로 하여, 동시에 X-Y 전극간에서도 방전이 발생하는 전압값에 설정된다. 
이 Y-W 전극간의 방전을 트리거로 하여 발생하는 X-Y 전극간의 방전은 기록 유지 방전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다. 
이 기록 유지 방전에 의해서 제 1 및 제 2 행전극 상에는 벽전하가 축적된다.
    

    
그리고, 전 화면의 주사가 끝난 후, 유지 방전 기간이 된다. 이 유지 방전 기간에는 어드레스 기간 후에 벽전하 " 있음" 
으로 된 셀만 유지 방전된다. 이 유지 방전에 의한 발광이 표시에 이용되며, 1 필드 내에 유지 방전으로 발광으로 시간
이 긴 셀 일수록 밝게 빛난다. 이렇게 각 셀에 대하여 발광 시간을 제어함으로써 계조 표시를 행할 수 있다. 우선, 전 화
면 일제히 유지 펄스(Sp)가 인가되고, 어드레스 기간에서 어드레스되어 벽전하를 축적한 셀만 유지 방전한다. 그리고, 
다시 다음의 서브필드가 되어 리세트 기가너에서 전 셀에 전면 기록 펄스(Pp)가 인가되어 리세트가 행해진다. 이와 같
이 각 서브필드 앞에서 전 셀을 방전시켜 전 셀에 벽전하를 축적시킨 후, 자기소거 방전에 의해 전 셀의 벽전하를 " 없
음" 으로 하는 리세트를 행하므로, 항상 같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행할 수 있는 반면, 매 서브필드에서 발광시키기 위
해, 예를 들면 256 계조 표시인 경우, 전면 기록 펄스의 상승과 하강으로 방전이 발생하므로, 2×8=16으로 1 필드에 
최저 16회는 발광하여, 흑 표시의 휘도가 높게 되어, 콘트라스트가 낮은 화면으로 되어 버린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교류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화면 전체에서 어드레스 기가니과 유지방전 기간을 분리하는 구동 방
법은 「어드레스·표시(유지) 분리법」이라고 불린다.

    
상기의 전면 기록에 의한 불씨 효과는 비교적 장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 서브필드에서 행할 필요는 없다. 전면 
기록에 의한 흑 표시의 휘도의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1 필드 당 전면 점등의 회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도 21 
및 도 22는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평5-313598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7-49663호 공보에 나타낸, 1 필드 당 
전면 기록의 회수를 감소시킨, 종래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예에서는 1 필
드에 1회만 전면 기록을 행하지만, 1 필드에 수회, 예를 들면 전부 8 서브필드 중 4 서브필드에 전면 기록을 행해도 된
다.
    

    
도 22는, 전면 기록을 행한 서브필드(제 1 서브필드)와 전면 기록을 행하지 않은 서브필드(제 2 서브필드)의 전압 파
형을 나타낼 것이다. 전면 기록을 행한 서브필드도, 행하지 않은 서브필드도 전면 소거에는 동일한 소거 펄스(Ep)가 인
가된다. 또한, 전면 기록하는 펄스(Pp) 후에는 1회 유지 방전을 행하는 펄스(Sp)가 인가된다. 이것은, 전면 기록 방전
과 유지 방전은 방전의 강도가 다르므로, 전면 기록을 행한 서브필드와, 전면 기록을 행하지 않은 서브필드로, 같은 소
거 펄스(Ep)에 의한 소거를 행하기 위해서, 방전에 의해 축적되는 벽전하를 같게 하기 때문이다. 소거 펄스에는 소폭 
소거 펄스(유지 펄스와 같은 정도의 전압값으로 펄스 폭이 0.5μsec정도의 펄스)와 큰 폭(대폭) 소거 펄스(유지 펄스
와 같은 정도의 펄스 폭으로 전압값이 낮은 펄스)의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되지만, 실제 소폭 소거 펄스와 큰 폭 소거 펄
스의 양쪽을 인가하는 것이 많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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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종래의 구동 방법에서는 리세트 기간의 소거에 자기소거를 사용하므로, 소거 마진을 넓고 확실하게 리세트할 
수 있지만, 전 서브필드가 발광하여 흑 표시의 휘도가 상승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상기 제 2 종래의 구동 방법에서는 종래 알려져 있는 소폭 소거라든지 큰 폭 소거에는 실용적인 소거 마진은 좁고, 
리세트가 불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전면 기록 펄스를 행한 서브필드도 소거 펄스에서의 소거 조
건을 같게 하기 위해서, 수회 유지 방전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때문에 흑 표시의 휘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전면 기록 펄스를 행하는 서브필드에는 자기소거에 의한 소거법을 사용하고, 다른 서브필
드에 큰 폭·소폭 소거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되지만, 소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브필드에 따라 리세트 후(소거 후)
의 상태도 다르고, 즉 벽전하의 소멸 형편이 다르며, 그것에 의해 다음 서브필드의 기록 전압이 다르고, 어드레스 마진
이 변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프라이밍 펄스(전면 기록펄스)의 역할을, 프
라이밍 효과의 담당인 미량의 하전 입자를 공급하는 역할과, 벽전전하를 소거하여 리세트를 행하는 역할로 분리하여, 
흑 표시에서의 발광 휘도를 낮게 억제할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및 그 패널의 구동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즉, 프라이밍 펄스에 의해 전면 기록을 행하는 서브필드 수를 감소시켜, 흑 표시에서의 발광 휘도를 낮게 억제하고, 또
한, 프라이밍 펄스에 의한 자기소거를 이용한 서브필드와, 소거 펄스를 인가하여 전면 기록을 행하지 않는 서브필드의 
양자의 리세트 후의 상태를 같게 하여, 소거·어드레스·유지의 각 동작을 안정하게 행하여, 양호한 표시 화면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프라이밍 펄스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1행마다 혹은 수행마다 실행하며, 프라이밍 펄스에 의한 방전으로 
발생한 하전 입자가 부근의 행에도 확장되는 것을 이용하여, 전 화면에 프라이밍 효과를 갖게 하면서, 프라이밍 펄스에 
의한 흑 표시의 휘도를 반분 혹은 수분의 1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프라이밍 펄스를 인가하여, 프라이밍 펄
스에 의한 자기 소거에 의하여 리세트를 행하는 행과, 프라이밍 펄스를 인가하지 않고 소거 펄스를 인가하여 리세트를 
행하는 행의, 양자의 리세트 후의 상태를 같게 하고, 소거·어드레스·유지의 각 동작을 안정하게 행하여, 양호한 표시 
화면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본 발명의 양상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은, 유전체
로 덮힌 복수의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과,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 중 적어도 한쪽과 직교하여 셀을 형성하도록 
복수 설치된 제 3 전극을 구비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으로서, 화상 표시를 위한 필드가, 상기 제 1 전
극 및 상기 제 2 전극간에서 전 셀에 대하여 방전시키는 전압값과 펄스 폭을 가진 프라이밍 펄스를 인가하여, 전 셀을 
방전시킨 후, 상기 제1 및 제 2 전극간의 인가 전압을 0으로 하여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전하를 소거하는 제 1 
리세트 기간, 상기 제 1 전극 혹은 제 2 전극과 상기 제 3 전극간에서 방전시켜, 상기 유전체 상에 벽전전하를 축적하고, 
기록을 행하는 어드레스 기간 및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간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
전전하를 이용하여 유지 방전을 행하는 유지 방전 기간을 구비하는 제 1 서브필드와, 앞의 서브필드에서 방전한 셀만 
방전시키는 전압값과 펄스 폭을 가진 소거 펄스를 인가하여, 앞의 서브필드에서 방전하고 있는 셀만 방전시킨 후,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간의 인가 전압을 0으로 하여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전하를 소거시키는 제 2 리세트 기간, 상
기 제 1 전극 혹은 제 2 전극과 상기 제 3 전극과의 사이에서 방전시켜, 상기 유전체 상에 벽전전하를 축적하고, 기록을 
행하는 어드레스 기간 및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간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전하를 
이용하여 유지 방전을 행하는 유지 방전 기간을 갖춘 제 2 서브필드의 적어도 2종류의 서브필드를 구비한 필드로서 구
성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양상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양호한 모드에서, 제 1 서브필드의 플
라이밍 펄스 및 제 2 서브필드의 소거 펄스는 각각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 셀에 동시에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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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양상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또다른 양호한 모드에서, 제 1 서브필
드의 프라이밍 펄스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퍼널의 행 방향의 선 순차 주사(line sequential scanning)로 인가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은 유전체로 덮힌 복수의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과,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 중 적어도 한쪽과 직교하여 셀을 형성하도록 복수 설치된 제 3 전극을 구비한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으로서, 화상 표시를 위한 필드가 적어도, 상기 제 1 전극 및 상기 제 2 전극간에서 전 셀에 
대하여 방전시키는 전압값과 펄스 폭을 가진 프라이밍 펄스를 인가하여, 전 셀을 방전시킨 후,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전하를 소거하는 제 1 리세트 기간, 상기 제 1 전극 혹은 제 2 전극과 상기 제 3 전극의 사이에서 방전시켜, 상기 
유전체 상에 벽전전하를 축적하고, 기록을 행하는 어드레스 기간 및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간에 교류 전압을 인가
하고,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전하를 이용하여 유지 방전을 행하는 유지 방전 기간을 갖추는 제 1 서브필드를 구
비하고, 상기 제 1 서브필드가,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1행 걸려서 혹은 수행 걸려서 실행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또 다른 양호한 모드에서, 제 1 서브필드의 제 1 리
세트 기간을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간에서 전 셀에 대하여 방전시키는 전압값과 펄스 폭을 가진 프라이밍 펄스를 인가
하여, 모든 셀을 방전시킨 후,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간의 인가 전압을 0으로 하여,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
전전하를 소거하는 리세트 기간이고, 화상 표시를 위한 필드가 또한, 앞의 서브필드에서 방전한 셀만 방전시키는 전압
값과 펄스 폭을 가진 소거 펄스를 인가하여, 앞의 서브필드로 방전한 셀만 방전시킨 후,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간의 인
가 전압을 0으로 하여 상기 유전체 사어에 축적한 벽전전하를 소거시키는 제 2 리세트 기간, 상기 제 1 전극 혹은 제 2 
전극과 상기 제 3 전극간에서 방전시키고, 상기 유전체 상에 벽전전하를 축적하고, 기록을 행하는 어드레스 기간 및 상
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간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전하를 이용하여 유지 방전을 행하
는 유지 방전 기간을 구비한 제 2 서브필드를 구비하고, 제 1 서브필드가 실행되어 있지 않는 셀에는 제 2 서브필드를 
실행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또다른 양호한 모드에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의 제 1 전극 혹은 제 2 전극은, 기수행끼리, 우수행끼리 공통으로 접속되어, 상기 기수행 혹은 상기 우수행 중 한쪽은, 
상기 프라이밍 펄스를 가지는 제 1 서브필드가 적어도 1회 이상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은 실행하기 위한 또다른 양호한 모드에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의 제 1 전극 혹은 제 2 전극은, 기수행끼리, 우수행끼리 공통으로 접속되어, 상기 프라이밍 펄스를 가지는 제 1 서브필
드가 상기 기수행끼리, 우수행끼리 교대로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또다른 양호한 모드에서, 프라이밍 펄스 폭이 2μs
ec 이상 전압 펄스이고 소거 펄스는 펄스 폭이 1.5μsec 이하의 전압 펄스이고, 상기 소거 펄스의 전압값은 프라이밍 
펄스의 전압값 이하이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또다른 양호한 모드에서, 소거 펄스의 전압값은 유
지 기간에서 유지 방전을 행하기 위한 유지 펄스의 전압값 이상이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또다른 양호한 모드에서, 소거 펄스 전압값은 자기
소거 방전이 발생하는 전압값 이상이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으로서, 소거 펄스와 프라이밍 펄스는 동일한 스위칭 소자에 의한 펄
스 발생 수단으로 만들어지고, 같은 전압값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으로서, 1 필드는 상호 유지 방전 기간이 다른 복수의 서브필드로 구
성되며, 상기 복수의 서브필드 중,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와 그 다음에 실행되는 서브필드를, 제 1 및 제 
2 서브필드 중 다른 서브필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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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으로서,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와 2번째로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의 사이에 1개 이상의 서브필드를 준비하여, 상기 2번째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와 그 다
음에 실행되는 서브필드를, 제 1 및 제 2 서브필드 중 다른 서브필드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으로서, 1 필드는 서로 유지 방전 기간이 다른 복수의 서브필드로 구
성되고, 상기 복수의 서브필드 중,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긴 서브필드를 프라이밍 펄스를 가지는 제 1 서브필드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조 방법으로서, 또한 2번째로 유지 방전 기간이 긴 서브필드를 프라이밍 펄스
를 가지는 제 1 서브필드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으로서, 1 필드는 반복 연속하여 실행되어, 상기 1 필드를 구성하는 
상기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긴 서브필드와, 2번째로 유지방전 기간이 긴 서브필드간의 상호 시간 간격이 최대가 되도
록 매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유전체로 덮힌 복수의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과,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 중 
적어도 한쪽과 직교하여 셀을 형성하도록 복수 설치된 제 3 전극을 구비한 패널로서,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의 0
행째에 각각 설치된 리세트 전극을 구비한 패널과,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의 0행째에 각각 설치된 리세트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는 리세트 작동 구동 회로와, 상기 제 1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는 제 1 전극용 구동 회로와, 상기 제 2 전
극에 전압을 인가하는 제 2 전극용 구동 회로와, 상기 제 3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는 제 3 전극용 구동 회로를 구비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1의 형태를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의 구동 방법이 적용되는 먼 방전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셀의 일부 단면도이다. 도면과 같이, 면 방전형 플라즈
마 디스플레이 패널 셀(1)은 이하와 같이 구성된다. 표시면인 전면 글라스 기판(2)과 방전 공간을 사이에 두고 배면 글
라스 기판(3)이 대향 배치되며, 상기 전면 글라스 기판(2) 상에 제 1 행 전극(4)(Xi) 및 제 2 행 전극(Yi)(5)이 배치
된다. 이 들 행전극(4, 5) 상에는 유전체층(6), 또한 그 위에는 MgO(7)이 형성된다. 배면 글라스기판(3) 상에 행전극
(4, 5)(Xi, Yi)과 직교하도록 열전극(8)(Wj)이 설치되고, 그 위에 형광체층(9)이 형성된다. 전면 글라스 기판(2)과 
배면 글라스 기판(3)의사이의 방전 공간에는 Ne-Xe 혼합 가스 혹은 He-Xe 혼합 가스 등의 방전용 가스가 봉입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전압 파형(타이밍차트)으로, 도면에
서 전압 파형은 위에서 차례로, 열전극(Wj), 제 1 행전극(Xi), 제 2 행전극(Yi)에 인가되는 전압 파형이다. 또한 서브
필드(A)는 프라이밍 펄스(Pp)가 인가되는 서브필드, 서브필드(B)는 소거펄스(Ep)가 인가되는 서브필드이다. Pp는전
면 기록 및 자기소거를 행하는 프라이밍 펄스(전면 기록 펄스), Ep는 벽전전하를 소거하는 소거 펄스, Sp는 유지 방전
을 행하는 유지 펄스, Scp는 주사용의 스캔 펄스, Ap는 표시 데이터 내용에 따라서 인가되는 어드레스 펄스이다. 본 실
시예에서는, 예를 들면, 프라이밍 펄스(Pp)는 펄스폭 3μsec, 전압 290V, 소거 펄스(Ep)는 펄스 폭 1 μsec, 전압 2
90V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유지 펄스(Sp)는 약 180V, 스캔 펄스(Scp)는 약 180V, 어드레스 펄스(Ap)는 약 60V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프라이밍 펄스(Pp)와 소거 펄스(Ep)가 같은 전압값으로서, 구동 회로의 동일
한 MOSFET 스위칭 신호를 제어함으로서, 양자를 출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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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동작을 설명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1 필드는 상기 프라이밍 펄스(Pp)를 가지는 제 1 종류의 서브필드(이하, 
서브필드(A)라고 부른다)와, 상기 소거 펄스(Ep)를 가지는 제 2 종류의 서브필드(이하, 서브필드(B)라고 부른다)로 
구성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다. 서브필드(A)와 서브필드(B)는 서로 순서대로 실행될 필요는 없고, 임의의 순서로 실
행되어도 된다. 예를 들면, 서브필드(B)를 2회 실행한 후, 서브필드(A)를 2회 실행하여, 그 후 다시 서브필드(B)를 3
회 실행하고, 다시 서브필드(A)를 1회 실행하고, 1 필드의 합계 서브필드 수를 8회로 하여도 좋다. 또한, 1 필드의 서
브필드 수는 8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64 계조(2 6 계조)이면 6회, 512 계조(2 9 )이면 9회로서 가능하다. 즉, 본 발
명은 프라이밍 펄스(Pp)가 인가되어 전면 기록이 행해지는 서브필드(A)와, 소거 펄스(Ep)가 인가되어 전면 기록이 행
해지지 않는 서브필드(B)에서, 벽전전하를 소거한 리세트 상태를 같게 하는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서브필드(A)의 
뒤에 서브필드(B)가 있는 경우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서브필드(A)에서 제 1 행전극(Xi)에 프라이밍 펄스(Pp)가 인가되면, 앞의 서브필드의 점등·비점등에 관계되지 않고 
제 1 행전극(Xi)과 제 2 행전극(Yi)간에서 방전이 발생한다. 이 때 양 행 전극간에는 다량의 벽전전하가 축적하여 방
전이 정지한다. 또한, 열전극(Wj)에도 전압펄스가 인가되지만, 이것은 제 1 행전극과 열전극의 사이의 방전을 방지하
고, 셀의 방광을 작게 억제하도록 작용한다. 그러나, 이 전압펄스는 없어도 된다.

    
다음에, 프라이밍 펄스(Pp)가 하강하여, 모든 전극이 0V가 되면, 양 행전극간에 축적한 벽전하만으로 자기소거 방전이 
발생하고, 벽전하가 소멸된다. 다음에 어드레스 기간이 되어 스캔 펄스(Scp) 및 어드레스 펄스(Ap)가 제 1 행전극(X
i) 및 열전극(Wj)에 인가되어, 매트릭스 상으로 배치된 셀 중 선택된 설은, 제 1 행전극(Xi)과 열전극(Wj)의 사이에서 
방전이 발생하는 동시에, 제 1 행전극(Xi)과 제 2 행전극(Yi)간에서 기록 유지 방전도 발생하여, 제 1 및 제 2 행전극 
상에 벽전하를 형성한다. 또한, 스캔 펄스(Scp)와 어드레스 펄스(Ap)에 의해 선택되지 않았던 셀은 벽전하를 형성하
지 않는다. 어드레스 기간에서 전 셀을 스캔하고, 임의의 셀로 벽전하를 축적한 후, 유지 방전 기간이 되면 전 셀 일제히 
유지 펄스(Sp)가 인가된다. 이 때 벽전하를 형성한 셀은 유지 방전을 행하며, 벽전하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 셀은 유지 
방전을 행하지 않는다.
    

    
서브필드(A)는 유지 기간이 종료하고, 서브필드(B)의 리세트 기간이 되면, 소거 펄스(Ep)가 인가된다. 이 소거 펄스
(Ep)는 프라이밍 펄스(Pp)와 같은 전압값이지만, 펄스 폭이 1μsec로 좁기 때문에, 앞의 서브필드에서 발광하고 있는 
셀만 방전하여, 벽전하를 소거한다. 한편, 앞의 서브필드에서 발광하고 있지 않는 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으로
서, 다시 전 셀의 벽전하가 없는 상태에, 리세트가 행해진다. 계속해서, 어드레스 기간 및 유지 기간은 서브필드(A)와 
같은 동작이 행해진다.
    

    
다음에, 본 발명의 상기 소거 펄스의 작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주된 특징은 프라이밍 펄스(Pp)의 자
기소거에 의한 소거후의 벽전하의 리세트 상태와, 같은 벽전하의 리세트 상태를 실현하는 소거 펄스(Ep)를 얻는 것이
다. 도 3은 도 2와 같은 전압 파형으로 소거 펄스(Ep)의 펄스 폭과 전압값을 바꾸고, 앞의 서브필드가 발광하고 있을 
때, 그 벽전하를 소거할 수 있는 소거 펄스(Ep)의 펄스 폭과 전압값의 범위와, 앞의 서브필드가 소거될 때 발광하는, 즉 
프라이밍 펄스와 같고, 전면 기록이 일어나는 소거 펄스(Ep)의 펄스 폭과 전압값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실험적으로 
얻어진 것이다.
    

도면 중, 영역 1은 앞 서브필드의 방전 이력에 관계없이 소거 가능한 영역, 영역 2는, 앞 서브필드의 방전 이력에 따라
서 소거 가능한 영역, 영역 3은 전 서브필드에서 방전한 셀만, 벽 전하를 이용하여 방전하지만, 자신의 방전에 의해서 
벽하가 재차 축적되기 때문에, 소거 불가능한 영역, 영역 4는 전 서브필드에서 방전한 셀의 벽 전하를 이용하여도, 방전
이 발생하지 않고, 소거 불가능한 영역이다.

    
영역 1의 펄스 폭, 전압치를 인가하면, 전 서브필드에서의 유지 방전의 유무에 관계없이, 펄스의 상승으로 모든 셀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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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방전시키고, 다음에, 상기 방전으로 축적한 벽전하를 이용하여, 펄스의 하강에 있어서, 벽 전하를 소거하는 것
이 가능하다. 이 펄스 하강의 방전을 자기 소거 방전이라고 한다. 또한, 이 소거 방법은 벽 전하를 소거하는 효과 이외에 
프라이밍 효과를 갖는다. 이 소거 방전이 종료한 후, 방전 공간에는 방전으로 생긴 하전(河電) 입자 및 여기 입자가 미
량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의 기록 방전의 방전 확률을 크게 하고, 방전하기 쉽게 한다. 즉, 기록 방전의 프라이밍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 펄스는 프라이밍 펄스라고 하기도 한다.
    

영역 2에서는 직전의 서브필드에서 유지 방전한 셀만 방전시키고, 소거하는것이 가능하다. 도 3에 있어서, 동일의 펄스 
폭, 예를 들면 소거 펄스 폭 0.6μsec에서는 120V 내지 200V 및 240V 내지 300V의 2개의 전압 영역이 존재한다. 낮
은 전압 영역의 소거는세폭 소거법이라고 하고, 펄스를 세폭 소거 펄스라고 한다. 이 영역의 전압, 펄스 폭을 가지는 펄
스가 인가되면, 방전 진행 도중, 즉 역극성의 벽 전하가 형성되기 전에 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벽 전하가 소거된다.

높은 전압 영역의 소거에 있어서는 상기 영역의 전압, 펄스폭을 가지는 펄스가 인가되면, 펄스의 상승에 있어서 직전의 
서브필드에서 벽 전하를 축적하고 있는 셀이 방전하고, 펄스의 하강으로 자기 소거 방전을 일으키고, 벽전압이 소거된
다. 이 소거 방법을 중전압 세폭 소거법이라 하고, 펄스를 중전압 세폭 소거 펄스라고 한다.

이상, 도 3을 참조하여,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서브필드 A의 리셋 기간에 있어서는 펄스폭 3μsec, 전압 290V의 펄스
(프라이밍 펄스 Pp)를 인가하고, 서브필드 B의 리셋 기간에 있어서는 펄스 폭 1μsec, 전압 290V의 펄스(소거 펄스 
Ep)를 인가하고, 필요없는 방전을 피함으로써, 콘트라스트를 향상시킬 수 있다.

    
도 4는, 도 2와 같은 전압 파형으로 프라이밍 펄스(Pp)의 자기소거에 의한 소거로 리세트를 행한 후의 정상 동작하는 
어드레스 펄스(Ap)의 전압 범위(어드레스 마진)와, 펄스 폭 0.5μsec의 소거 펄스(Ep)로 리세트를 행한 후의 어드레
스 마진을 비교한 것이다. 소거 펄스(Ep)의 전압값을 변화시켜서, 프라이밍 펄스(Pp)에 의한 리세트와 비교하였다. 스
캔 펄스(Scp)의 전압값은 -180V 일정하게 행하였다. 도면에서 소거 펄스(Ep)의 전압값이 높을수록, 어드레스 전압이 
저하하여, 프라이밍 펄스(Pp)에 의한 리세트 후의 어드레스 마진에 가까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드레스 전압이 크
게 저하하기 시작하는 소거 펄스(Ep)의 전압값은, 대략 자기소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전압값이다(도 3 중의 자기소거 
영역(B)의 하한에서의 전앞에 상당하며, 도 4 중 →로 나타낸다). 이 전압값은 대략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최소 
유지 전압의 1.5배 정도이다. 최소 유지 전압은 유지 방전을 행하고 있는 교류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유지 펄스의 
전압값을 서서히 내려가고, 유지 방전하지 않게 되는 전압값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해진다. 또한, 소거 펄스(Ep)의 전압
값이 이 전압값보다 낮아짐에 따라서, 어드레스 전압은 상승하여, 프라이밍 펄스(Pp)에 의한 리세트로부터 크게 어긋
난다. 소거 펄스(Ep)의 전압값이 유지펄스(Sp)의 전압값 이하(도면 중 점선보다 좌측의 영역)가 되면, 극단적으로높
게 되고, 안정 동작이 어렵게 된다(이것이 상술한, 소거 펄스(Ep)의 전압값이 바람직하게는 유지 펄스(Sp)의 전압값 
이상 쪽이 좋은 이유이다). 이러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가령 펄스 폭 0.5μsec의 소폭 소거라도, 그 소거 방전이 작
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공간 저하량이 작기 때문에, 열전극에 축적한 벽전하를 중화하는 공간 저하의 절대량이 적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사실에서, 소거 펄스(Ep)의 전압값은 유지 펄스(Sp)의 전압값보다 높은 쪽이 좋고, 또한 
자기소거 방전이 발생하는 전압보다 높은 쪽이 보다 좋게 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 실시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바람직한 펄스 폭 및 전압 범위의 소거 펄스(Ep)를 사용하면, 프
라이밍 펄스(Pp)에 의한 자기소거와 같은 리세트 상태의 소거를 행할 수 있으므로, 넓은 소거 마진 및 어드레스 마진이 
얻어지며, 서브필드(A)와 서브필드(B)에서 어드레스 및 유지 기간에 동일 구동 조건으로 안정한 동작이 행할 수 있으
며, 또한, 서브필드(B)는 흑 표시에서는 전혀 발광하지 않기 때문에, 흑 표시의 휘도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콘트라스트
가 좋은 화면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프라이밍 펄스(Pp)와 자기소거 펄스(Ep)를 동일 전압으로서, 동일 구동 회로에서의 출력으로 하
여, 펄스 폭만 제어하여 동작시켰으므로, 회로 구성이 간편하게 되었지만,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프라이밍 펄스
(Pp)와 자기소거 펄스(Ep)를 동일 전압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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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1 필드가 서브필드(A)와 서브필드(B)로서 구성되는 것에 관하여 나타내었지만, 최소한 서브필
드(A)와 서브필드(B)를 구비하고 있다면, 다른 서브필드를 구비하여도 된다.

실시예 2.

    
이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형태에서는, 상기 실시예 1에서 특히 어드레스 기간
에 라인 주사를 행하는 경우의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
동 방법의 전압 파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상기 실시예 1과 같은 구조(도 1)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장
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으로, 특히 주변 구동 회로를 포함시킨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 1 행전극(X1∼Xn)은 공
통으로 접속되어, 하나의 X측 구동 회로(11)에 접속되어 있다. 제 2 행전극(Y1∼Yn)및 열전극(W1∼Wm)은, 각각 전
극마다 독립으로 전압이 인가되고 Y측 구동 회로(12) 및 W측 구동 회로(13)에 접속된다. 도 5의 전압 파형은 위에서 
차례로 열전극(Wj), 제 1 행전극(X), 제 2 행전극(Y1, Y2, Yn)에 인가되는 전압 파형이다. 서브필드(A) 및 서브필드
(B)는 상기 실시예 1과 같고, 프라이밍 펄스(Pp) 및 소거 펄스(Ep)에 의한 리세트를 행하는 서브필드이다. 또한, 1 필
드를 구성하는 각 서브필드의 수 및 순서는, 앞의 실시예와 같고, 임의의 수 및 순서라도 된다.
    

    
서브필드(A)의 리세트 기간에서 제 1 행전극에, X측 구동 회로에서 프라이밍 펄스(Pp)가 인가되면, 교류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 화면의 전 셀에서 방전이 발생하고, 그 후, 모든 전극의 전위를 0V로 함으로써 자기소거 방전이 
발생하고, 모든 셀의 벽전하가 소거되어, 리세트가 행해진다. 그 후 어드레스 기간이 되면 제 2 행전극에 1라인째로부
터 n라인째까지 차례로 스캔 펄스(Scp)가 인가되어, 라인 주사가 행해진다. 이 때 제 1 행전극은 제 2 행전극의 사이에
서 기록 유지 방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전압값(V1)으로 설정되어 있다. 스캔 펄스(Scp)에 선택될 때, 열전극에 어드레스 
펄스(Ap)를 인가한다. 이 때, 스캔 펄스(Scp)가 인가되어 있는 제 2 행전극과, 어드레스 펄스(Ap)가 인가된 열전극의 
사이에서 방전이 생기며, 동시에 제 1 행전극과 제 2 행전극의 사이에서도 방전이 생기며, 벽전하가 형성된다. 이 동작
을 순차 반복하여, Y1∼Yn까지 전 화면에 대하여 임의의 셀 벽전하를 형성한 후, 유지 기간으로 이동한다. 유지 기간에
서는, 제 1 행전극(X)과, 제 2 행전극(Y1∼Yn)에 유지 펄스(Sp)가 교대로 인가되어, 어드레스 기간에서 선택한 셀만 
유지 방전을 행할 수 있다. 원하는 시간 유지 방전을 행한 후, 서브필드(B)의 리세트 기간으로 이동한다. 서브필드(B)
의 리세트 기간으로 이동하면, 제 1 행전극에 소거 펄스(Ep)가 인가되어, 앞의 실시예와 같고, 앞의 서브필드에서 유지 
방전하고 있는 셀만 방전하여, 벽전하의 소거가 행해진다. 리세트가 행해진 후는 전 셀 같은 상태가 되어 다시, 어드레
스 동작이 행해진다.
    

상기한 바와 같이, 어드레스 기간에서 순차 라인마다의 주사로 어드레스(기록)를 행하지만, 전 구동 시에 리세트하기 
때문에, 구동 방법이 간편하고, 상기 실시예 1과 같은 고콘트라스트화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서도, 프라이밍 펄스(Pp) 및 소거 펄스(Ep)에 대하여 바람직한 펄스 폭 및 전압값은 실시예1에서 서술한 범
위이고, 이것을 사용하면 실시예 1과 같은 효과가 얻어진다.

실시예 3

    
이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형태에서는, 상기 실시예 1에서 특히 리세트를 행하
는 프라이밍 펄스(Pp)를 라인 주사하여 인가하는 경우의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7은 본 실시예에 플라즈마 디스플
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의 전압 파형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8은 주변 구동 회로를 포함시킨 구성을 나타내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면에서, 제 1 행전극(4)은 공통으로 접속되고, 제 2 행전극(5) 및 열전극(8)은 
각각을 증설하고, 제 1 행용 리세트 전극(4a), 제 2 행용 리세트 전극(5a)을 설치하여, 리세트 전극쌍을 구성한다. 또
한, 리세트 전극(5a)은 리세트 전극을 구동하기 위한 리세트 전극 구동 회로(14)에 접속된다. 이 리세트 전극쌍은 표
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행전극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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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서는, 리세트를 행하는 프라이밍 펄스(Pp)를 라인 주사로 인가하고, 그 후 스캔 펄스(Scp)를 라인 주사하
면서 인가하므로, 리세트 기간과 어드레스 기간의 구별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화면 전체가 아니고, 라인마다 분
리되어 있다. 한편, 유지 기간은 전 라인의 어드레스가 끝난 후에, 화면 전체에 일제히 행해진다. 프라이밍 펄스(Pp)는 
부근의 라인이 방전한 후라면, 그 하전 입자가 주위의 셀에도 넓어지기 때문에 낮은전압 펄스로 행할 수 있다. 본 실시
예는 이것을 이용하여, 낮은 전압값으로 프라이밍 펄스(Pp)를 라인 주사하는 것이다. 프라이밍 펄스(Pp)의 전압값을 
낮게 하는 것은, 전면 기록의 발광을 작게 억제 할 수 있고, 한층 더 흑 표시의 휘도의 저하가 가능하다. 0행재의 리세
트 전극쌍은 부근의 라인으로부터 하전 입자를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사하는 프라이밍 펄스(Pp)보다 높은 전압값이 
필요하게 된다. 또는, 0행째의 리세트 전극쌍의 전극 간격을 표시에 사용하는 제 1 및 제 2 행전극쌍의 전극 간격보다 
좁게 하는 등 구조자체를 바꾸어, 방전개시 전압을 내려서, 주사되는 프라이밍 펄스(Pp)와 같은 전압값을 사용하는 것
도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리세트 전극쌍이 제 1 및 제 2 행전극과 같은 구조인 경우에 관하여 서술한다. 즉 표시에는 무
관계한 0행째 라인에서, 그 한쪽의 전극은 제 1 행전극과 공통으로 접속되며, 다른쪽의 전극은 리세트 전극용 구동회로
에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이하, 도 7을 사용하여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7의 전압 파형은 위에서 순서대로, 열전극(Wj), 제 1 행전극(X), 
리세트 전극, 제 2 행전극(Y1, Y2, Yn)에 인가되는 전압 파형이다. 리세트 전극에는 리세트 전극용 구동 회로보다 리
세트 펄스(Rp)가 인가된다. 리세트 펄스(Rp)는 프라이밍 펄스(Rp)보다 높은 전압값으로 설정된다. 서브필드(A) 및 
서브필드(B)는 상기 실시예와 같고, 프라이밍 펄스(Rp)에 의한 리세트를 행하는 서브필드와 소거 펄스(Ep)에 의한 리
세트를 행하는 서브필드이다. 이들 서브필드의조합 방법도 상기 실시예와 같고, 임의의 수 및 순서라도 된다.
    

    
앞의 서브필드가 종료하고 서브필드(A)가 시작되면, 우선 리세트 전극용 구동 회로(14)로부터 리세트 전극(5a)에 리
세트 펄스(Rp)가 인가되어, 리세트 전극(4a, 5a)간에서 방전이 생긴다. 이 방전에 의해서 생긴 하전 입자는 부근으로 
넓어지고, 1라인째의 행전극 부근에도 도달한다. 리세트 펄스(Rp)가 하강하면, 1행째의 제 2 행전극(5, Y1)에, Y측 
구동 회로(12)로부터 프라이밍 펄스(Pp)가 인가되며, 1행째의 전 셀이 방전하여, 자기소거에 의한 리세트가 행해진다. 
이 1행째의 방전에서 생긴 하전 입자는 2행째로 넓혀지고, 그렇게 되면 이번은 2행째의 제 2 행전극(5, Y2)에, Y측 구
동 회로(12)로부터 프라이밍 펄스(Pp)가 인가되어, 2향째의 전 셀이 방전하여, 자기소거에 의한 리세트가 행해진다. 
이렇게 하여 화면의 최종 라인인 n행째까지 하전 입자의 전송을 행하면서, 라인 주사로 프라이밍 펄스(Pp)를 인가해 
간다.
    

    
또한, 각 라인의 매트릭스 선택을 행하기 위한 스캔 펄스(Scp)는, 각 라인의 프라이밍 펄스(Pp)가 인가되어 수 10μs
ec 정도 경과한 후에 순서대로 인가된다. 프라이밍 펄스(Pp)가 인가된 직후는 셀 내에 복수의 공간 전하가 잔존하고 
있고, 그리하여 어드레스를 행하면, 방전하기 쉬우므로 어드레스 전압이 낮게 된다. 이것은 어드레스 전압을 저하시키
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 프라이밍 펄스(Pp)를 인가하지 않고서 소거 펄스(Ep)를 인가하는 서브필드(B)와의 어드
레스 전압의 차가 발생한다. 이 관점에서는, 바람직하게는 프라이밍 펄스(Pp)가 인가되고 나서 50μsec 이상 경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주사를 전 라인에 대하여 행하고, 원하는 셀에 벽전하를 축적한 후, 유지 기간이 되어 전 화면 일제히 유지 
펄스가 인가되며, 유지 패턴이 행해진다. 그 후 서브필드(B)에서, 소거 펄스(Ep)가 제 2 행전극(Y1∼Yn)에 전 화면 
일제히 인가되어, 벽전하의 소거를 행하여 리세트가 행해진다. 소거 펄스(Ep)는 라인 주사해도 되지만, 부근 라인의 하
전 입자의 영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 화면에 일제히 인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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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표시에 관계하지 않는 리세트 전극을 설치하여, 이 리세트 전극간에서의 리세트용 방전을 불씨로서, 리세
트 펄스에 작은 전압으로 프라이밍 펄스를 발생시키고, 또한 프라이밍 펄스에 의해 발생한 하전 입자를, 순서 라인마다
의 주사(선 순차 주사)로 전송하므로, 프라이밍 펄스의 전압값이 낮더라도 전면 기록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밍 
펄스에 의한 방전의 발광을 작게 할 수 있으며, 한층 더 고콘트라스트화가 가능하게 된다.

상기 실시예 3에서도, 프라이밍 펄스(Pp) 및 소거 펄스(Ep)에 대하여 바람직한 펄스 폭 및 전압값은 실시예 1에서 서
술한 범위이고, 이것을 사용하면 실시예 1과 같은 효과가 얻어진다.

실시예 4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도 9는 본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의 전압 
파형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10은 주변 구동 회로를 포함시킨 구성을 나타내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장치의 구
성도이다. 도면에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제 1 행전극(4)은 기수행째 라인과 우수행째 라인으로 나눠 각각 공
통으로 접속되며, 각각 기수행째용 X측 구동회로(11a), 기수행째용 X측 구동 회로(11b)에 접속되며, 기수행째 라인과 
우수행째 라인에는 개별 전압이 인가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 2 행전극(5) 및 열전극(8)은 독립하여 Y측 구동 회로(
12) 및 W측 구동 회로(13)에 접속되며, 각각 독립한 전압을 인가할 수 없게 된다.
    

원래, 프라이밍 펄스는, 방전 셀 내에 미량의 하전 입자를 발생시키며,어드레스 시에 어드레스 미스를 억제하여, 기록 
방전을 확실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밍에 의한 방전은 어드레스 미스의 억제의 관점에
서필요 최소한만큼 행하면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기수행째 라인과 우수행째 라인에서 프라이밍 방전을 행하는서브필드와, 프라이밍 방전을 행
하지 않는 서브필드를 교대로 반복하는 것에 의해, 앞의 실시예와 같고, 프라이밍 방전에 의해 생긴 하전 입자가 부근 
라인에까지 넓어지기 때문에, 프라이밍 방전을 행하지 않는 라인(IC)에도 하전 입자가 공급되게 된다. 즉 기수행째 라
인에 프라이밍 방전을 행한 경우라도, 그 때 생긴 하전 입자는 우수행째 라인에도 공급되게 되며, 불씨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
    

    
도 9에 따라서,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1 서브필드 기간에서, 제 1 행전극 중 기수행째 라인은 서브필드(A)가 실
행되고, 우수행째 라인은 서브필드(B)가 실행된다. 또한, 다음 제 2 서브필드의 기간에서는, 반대로 기수행째 라인은 
서브필드(B)가 실행되고, 우수행째 라인은 서브필드(A)가 실행된다. 이와 같이, 프라이밍 펄스(Pp)와 소거펄스(Ep)
를 인가하는 서브필드를 기수행째 라인과 우수행째 라인으로 나누고, 이것이 순차 반복된다. 이와 같이, 기수행째 라인
과 우수행째 라인으로 나누더라도, 상기 실시예와 같이, 프라이밍 펄스에 의한 방전에 의해 생긴 하전 입자가 부근의 라
인에끼지 넓어지므로, 프라이밍 방전을 행하지 않는 인접한 라인에도 공급된다. 예를 들면, 기수행째 라인에 프라이밍 
방전을 행한 경우라도, 그 때 생긴 하전 입자는 우수행째 라인에도 공급되게 된다. 또, 본 실시예로서는 기수행마다 혹
은 우수행마다, 프라이밍 펄스(Pp)에 의해 일제히 기록을 행하므로, 전면 기록이라고 부르지 않고, 프라이밍 방전이라
고 부르지만, 기수행마다 혹은 우수행마다, 프라이밍 펄스(Pp)에 의한 일제 기록을 행하므로, 작용 등은 앞의 실시예의
전면 기록과 같다.
    

이와 같은 프라이밍 방전을 기수행째 라인과 우수행째 라인으로 나눠 교대로 행하면, 모든 라인에 전면 기록(프라이밍 
방전)을 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흑 표시의 휘도를 반으로 누를 수 있으며, 충분한 프라이밍 효과를 갖게 하면서, 콘트라
스트가 좋은 화면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기수행째 라인과 우수행째 라인으로 나누고, 즉 1 행 걸러서 프라이밍 방전을, 1 서브필드마다 

 - 13 -



등록특허 10-0314331

 
행한다고 하였지만, 2행 걸러서 혹은 3행 걸러서 프라이밍 방전을 행하며, 2 서브필드 걸러서 혹은 3 서브필드 걸러서 
행해도 된다. 또한, 복수의 라인에서 군을 형성하여, 기수행째 라인 군과 우수행째 라인 군으로 나누어서 프라이밍 방전
을 행해도 된다. 도 11에 2개씩 군을 형성하여, 2행째 걸러서 프라이밍 방전을 행하는 경우의 전압 파형을 나타낸다. 
또한, 도 12에 그 때의 주변 구동 회로를 포함시킨 구성을 나타내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
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어떤 서브필드의 간에 기수행째의 라인이 서브필드(A)에서 우수행째의 라인이 서브필드(B)에
서, 그 다음 기간에는 기수행째의 라인이 서브필드(B)에서 우수행째의 라인의 서브필드(A)가 되는 것과 같은, 기수행
과 우수행으로 교대로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서술하였지만, 예를 들면, 기수행째의 라인에만 서브필드(A)가 실행되며, 
우수행째의 라인은 서브필드(B)밖에 실행되지 않는 경우라도 된다. 또한, 우수행째의 라인은 서브필드(B)만을 실행하
며, 기수행째의 라인은 상기 실시예와 같이 서브필드(A)와 서브필드(B)의 양자를 이용하여 실행해도 된다. 기수행째의 
라인과 우수행째의 라인을 교체하더라도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상기 실시예의 서브필드(A, B)는 각각, 실시예1로 나타낸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시예2(도 5)라든지 실시예3
(도 7)에서 사용한 전압 파형의 패턴을 이용해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여기에서는 상기 실시예와 같은 프라이밍 펄스와 소거 펄스를 사용하는 구동 방법에 관하여 대하여 서술하였지만, 
본 발명은 1행 걸러서 혹은 수행 걸러서 프라이밍 펄스를 인가하여, 흑 표시에서의 휘도록 2분의 1 혹은 수분의 1로 하
는 것이면, 특히 프라이밍 펄스 및 소거 펄스가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프라이밍 펄스 및 소거 펄스의 조건은 상기 실시예 1에서 기록한 바와 같은 조건을 사용하면 된다.

실시예 5.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256 계조 표시의 1 필드내의 서브필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또, 본실시예에서는 리세
트 기간을 전 화면 일제히 행하는 경우(실시예 1, 2의 예)에 대하여 서술하지만, 프라이밍 펄스(Pp)를 라인 주사하여 
행하는 리세트 방법(실시예 3의 예)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면에서, 서브필드 번호 " 2n(n=0∼7)" 은 서브필드의 발
광 시간의 비에 대응하고 있다. 즉, " 20" 의 서브필드가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 " 27" 의 서브필드가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긴 서브필드이다. 전 서브필드의 내,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는 LSB(Least Sign
ificant Bit),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긴 서브필드는 MSB(Most Significant Bit)라고 불려진다. 또한, 상기 실시예와 
같이, 도면에서 서브필드(A)는 프라이밍 펄스(Wp)에 의한 전면 기록을 행한 후, 자기소거 방전에 의해 벽전하를 소거
하는 리세트를 행하는 서브필드, 서브필드(B)는 소거 펄스(Ep)에 의해 벽전하를 축적하고 있는 셀만 방전시키며, 벽전
하를 소거하는 리세트를 행하는 서브필드이다. 도 13에서는 LSB를 서브필드(A)로서, LSB의 다음 서브필드를 서브필
드(B)(즉, 프라이밍 방전이 없는 필드)로 한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나머지 6개의 서브필드에 관해서는, 서브필드
(A)가 서브필드(B)의 어느 한쪽이 된다. 또한, 각 서브필드의 순서는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순서로 모두 표기하였지
만,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차례는 같지 않다.
    

    
상기 실시예에서 서술하였지만, 프라이밍은 매 서브필드마다 행하지 않더라도, 실용상 문제가 없는 화상 표시를 행할 
수 있다. 프라이밍을 행하는 서브필드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흑 표시의 휘도를 낮게 억제할 수 있으며, 콘트라스트가 
좋은 화면이 얻어진다. 한편, 프라이밍은 어드레스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함으로써, 프라이밍을 매 서브필드에
서 행하면, 그 만큼 어드레스의 확실성이 올라간다. 이와 같이, 콘트라스트가 좋은 화면을 얻는 것과 어드레스가 확실한 
화면을 얻는 것은 상반하여, 어느 한쪽을 향상시키면, 어느 한쪽이 희생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본 실시예와 같이, L
SB(최소 비트)의 서브필드의 후에, 서브필드(B)를 배치하더라도, LSB는 1/2의 확률로 발광하고 있으므로(통상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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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화상 표시에서, LSB가 발광할 확률이 1/2이다), LSB를 서브필드(A)로서 확실하게 어드레스하도록 하면, 그 바로 
뒤의 서브필드는 1/2의 확률로 충분한 하전 입자가 공급된다. 따라서, LSB의 다음 서브필드를 전면 기록을 행하지 않
은 서브필드(B)로서도, 1/2의 확률로 전면 기록을 행함으로써 같은 어드레스를 행할 수 있다. 즉, 적어도 LSB의 뒤에 
서브필드에서 프라이밍 펄스는 없더라도 어드레스의 확실성은 유지되며, 동시에 프라이밍 펄스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교류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텔레비전 수상기로서 사용하는 경우, 그 화면은 항상 변화하고 있고, 어떤 서
브필드가 발광하는지 발광하지 않는지도 항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에 사용하면, 프라이밍 펄스를 줄이고 
또한, 확실한 어드레스가 행해진다.

또한, LSB는 가장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령, 비록 LSB가 발광하지 않을 때라도, LSB에서 행한 전면 기록에 의한 하전 
입자가 다음 서브필드까지 충분히 남아있어, 거의 확실한 어드레스가 행해진다.

상기와 같이, 유지 방전 기간이 가장 짧은 서브필드(LSB)는, 유지 방전 기간에 발광하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다음 서브필드는 프라이밍 펄스를 인가하지 않더라도, 프라이밍 효과가 충분히 있을 확률이 높고, 어드레스에 영향
이 적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프라이밍 회수를 줄일 수 있으며, 콘트라스트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예 6.

상기 실시예 5에서는 LSB가 발광할 확률이 1/2로 높으므로, 그 다음 서브필드에 프라이밍 펄스(Pp)를 인가하지 않아
도 좋은 예로서 설명하였지만, 2번째로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도 발광하는 확률이 1/4로 비교적 높기 때문에, 
상기 실시예와 같은 이유에 의해, 2번째로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의 다음 서브필드에는 프라이밍 펄스(Pp)를 
인가하지 않아도 거의 확실하게 어드레스가 행해진다.

따라서, LSB와 2번째로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의 사이에, 1개 이상의 서브필드를 놓고, LSB과 2번째로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를 서브필드(A), 그 다음에 실행되는 서브필드를 서브필드(B)라고 하면, 또한 흑 표시의 휘
도를 낮게 할 수 있으며, 실용상 문제가 없는 콘트라스트로 할 수 있다.

실시예 7

이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
동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256 계조 표시의 다른 1 필드 내의 서브필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서
는 LSB를 전면 기록을 행하지 않는 서브필드(B)로 한 것이다. 그 밖의 서브필드에 대해서는, 상기 실시예와 같고, 서브
필드(A) 혹은 서브필드(B)의 어느 것이다.

    
LSB는 1 필드 내에서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이다. 즉 휘도가 가장 낮고, 어드레스에 실패하더라도, 표시 
화상에 가장 영향이 적다. 예를 들면, 최대 화면 휘도 256cd/m2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하면, LSB에 의한 
휘도 분담은 1cd/m2이다. 통상의 화상 표시에서는 최대 휘도를 표시하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cd/m2의 
휘도를 내고자 한다고 한다. 이 때, 혹시 LSB가 어드레스에 실패하여 발광하지 않았다고 해도, 100-1=99 cd/m2가 
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눈으로서는 거의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LSB에 프라이밍 방전이 없는 필드를 할당하더라도, 
표시 화상이 크게 열화하는 것은 아니고, 콘트라스트를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 실시예 5, 6으로부터, LSB와 그 다음 서브필드를 다른 서브필드의 종류로 설정하면, 즉 LSB를 서브필드(A)라고 
하면, 다음 서브필드를 B에, LSB를 서브필드(B)라고 하면, 다음 서브필드를 A로 하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에, 
프라이밍 펄스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2번째로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와 그 다음 서브필드
를 다른 서브필드의 종류로 설정하면 된다.

실시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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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
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256 계조 표시의 다른 1 필드 내의 서브필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리세트 기간을 전 화면 일제히 행하는 경우(실시예 1, 2의 예)에 대하여 서술하지만, 프라이밍 펄스(Pp)를 라인 주사
하는 리세트 방법(실시예 3의 예)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면에서, 서브필드 번호 " 2n(n=0∼7)" 은 서브필드의 발광 
시간의 비에 대응하고 있다. 본 실시예는 MSN를 전면 기록을 행하는 서브필드(A)로 한 것이다. 그 밖의 서브필드에 
대해서는, 앞의 실시예와 같고, 서브필드(A) 혹은 서브필드(B)의 어느 쪽이라도 된다.
    

MSB는 1 필드 내에서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긴 서브필드이다. 이 서브필드에서 어드레스 미스를 발생하면, 표시 화상
에 큰 영향이 생긴다. 따라서, MSB를 서브필드(A)로서, 어드레스를 확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유지 방전 기간이 가장 긴 서브필드(MSB)는, 서브필드(A)로서, 그것 이외의 필드는 유지 방전 기간에 
따라서, 프라이밍을 감소시키면, 어드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효과적으로 프라이밍 회수를 줄일 수 있으며, 콘
트라스트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예 9.

    
이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도 16은, 본 발명의실시예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
동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256 계조 표시의 다른 1 필드 내의 서브필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7은 프라이
밍을 행하고 나서, 어드레스를 행할 때까지의 시간을 변화시키며, 어드레스 전압을 조사한 것이다. 프라이밍은 빈번하
게 행할수록, 프라이밍 효과는 도 17에서 10msec 정도까지는 충분히 유효하고, 그 이내이면, 프라이밍 없이, 어드레스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드(16,7msec)에 2회 프라이밍을 행하면, 거의 문제없고, 어드레스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을 고려한 서브필드의 배열을, 도 16에 나타낸다.
    

    
어드레스 미스가 발생하고, 발광해야 할 유지 방전이 발광하지 않았을 때에 가장 사람의 눈에 불량으로서 영향을 느끼
게 하는 것이 MSB이다. 즉 발광 시간이 긴 서브필드가 발광하지 않을 때, 휘도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도면과 같이 MSB와 2번째에 발광 시간이 긴 서브필드를 서브필드 A로서, 나머지의 서브필드를 서브필드(B)로서, M
SB의 프라이밍으로부터 26 서브필드의 프라이밍까지의 시간과 26 서브필드의 프라이밍으로부터 MSB의 프라이밍까지
의 시간의 차를 최소로 한 서브필드의 배열 예이다. 이와 같이 서브필드를 배열함으로써, 프라이밍 간격을 일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서브필드에 의한 계조 표시를 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의사윤곽의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또, 본실시예의 서브필드의 배열 순서는 어드레스 필스의 폭이라든지 화면의 주사 라인 수에 의해서도 변화하며, 특히 
이 배열 순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MSB와 2번째로 유지 방전 기간이 긴 서브필드의 상호의 시간 차가 최소가 되도
록 배열하면 된다.

또, 상기 실시예 5 내지 실시예 9에서는 256 계조 표시인 경우에 대하여 서술하였지만, 특히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도 1로 대표되는 교류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어느 쪽의 실
시예도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제 1 전극, 제 2 전극은 평행이 아니더라도 좋다. 또한, 제 3 전극을 덮는 유전체라든지, 
제 3 전극과 형광체의 사이에 유전체가 있어도 된다. 또한, 흑백의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형광체가 없어도 좋은 것을 말
할 필요도 없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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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유전체로 덮힌 복수의 제 1 전극 및 제 2 전
극과,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 중 적어도 한쪽과 직교하여 셀을 형성하도록 복수 설치된 제 3 전극을 구비한 플라
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법에서, 화상 표시를 위한 필드가, 상기 제 1 전극 및 상기 제 2 전극간에서 전 셀에 대
해서 방전시키는 전압값과 펄스 폭을 가진 프라이밍 펄스를 인가하여, 전 셀을 방전시킨 후,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간
의 인가 전압을 0으로서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하를 소거하는 제 1 리세트 기간, 상기 제 1 전극 혹은 제 2 전극
과 상기 제 3 전극의 사이에서 방전시키며, 상기 유전체 상에 벽전하를 축적하여, 기록을 행하는 어드레스 기간 및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간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하를 이용하는 유지 방전을 행하는 유
지 방전 기간을 구비한 제 1 서브필드와, 앞의 서브필드에서 방전하고 있는 셀 만 방전시키는 전압값과 펄스 폭을 가진 
소거 펄스를 인가하여, 앞의 서브필드에서 방전하고 있는 셀 만 방전시킨 후,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간의인가 전압을 
0으로서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하여, 기록을 행하는 어드레스 기간 및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간에 교류 전압을 인
가하여,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하를 이용하여 유지 방전을 행하는 유지 방전 기간을 구비한 제 2 서브필드의 적
어도 2종류의 서브필드를 구비한 필드이므로, 어드레스 및 유지 방전의 조건을 바꾸지 않고서 프라이밍 펄스를 감소시
켜서 구동할 수 있으며, 흑 표시의 휘도를 저하시켜서 콘트라스트를 향상시키더라도, 안정하게 조작하여, 양호한 화상 
표시를 행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제 1 서브필드의 프라이밍 펄스 및 제 2 서브필드
의 소거 펄스는, 각각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 셀에 동시에 인가되기 때문에 전 화면을 동시에 리세트를 하므로, 
구동 방법이 간단하여 저 비용화가 가능하다.

상술한 본 발명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제 1 서브필드의 프라이밍 펄스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행 방향의 선 순
차 주사로 인가되기 때문에, 프라이밍 펄스의 전압값이 낮더라도 전면 기록을 행할 수 있으므로, 프라이밍 펄스에 의한 
방전의 발광을 작게 할 수 있으며, 한층 더 콘트라스트화를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유전체로 덮힌 복수의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과,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 중 적어도 한쪽과 직교하여 셀을 형성하도록 복수 설치된 제 3 전극을 구비한 플라즈마 디스플레
이 패널 구동 방법으로서, 화상 표시를 위한 필드가 적어도, 상기 제 1 전환 및 상기 제 2 전극간에서 모든 셀에 대하여 
방전시키는 전압값과 펄스 폭을 가진 프라이밍 펄스를 인가하여, 모든 셀을 방전시킨 후,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
하를 소거하는 제 1 리세트 기간, 상기 제 1 전극 혹은 제 2 전극과 상기 제 3 전극의 사이에서 방전시키며, 상기 유전
체 상에 벽전하를 축적하여, 기록을 행하는 어드레스 기간 및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간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유전체 사어에 축적한 벽전하를 이용하여 유지 방전을 행하는 유지 방전 기간을 구비한 제 1 서브필드를 구비하며, 
상기 제 1 서브필드는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1행 걸러서 혹은 수행 걸러서 실행되기 때문에, 프라이밍 펄스
수가 감소하여, 프라이밍 펄스의 방전에 의한 혹 표시의 화면 휘도가 2분의 1혹은 수분의 1이 되어 높은 콘트라스트화
가 실현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제 1 서브필드의 제 1 리세트 기간은,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간에서 전 셀에 대하여 방전시키는 전압값과 펄스 폭을 가진 프라이밍 펄스를 인가하여, 전 셀을 방전시킨 후,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간의 인가 전압을 0으로서, 상기 유전체 사어에 축적한 벽전하를 소거하는 리세트 기간이
고, 화상 표시를 위한 필드가 또한, 앞의 서브필드에서 방전하고 있는 셀 만 방전시키는 전압값과 펄스 폭을 가진 소거 
펄스를 인가하여, 앞의 서브필드에서 방전하고 있는 셀 만 방전시킨 후,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간의 인가 전압을 0으로
서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하를 소거시키는 제 2 리세트 기간, 상기 제 1 전극 혹은 제 2 전극과 상기 제 3 전극
의 사이에서 방전시키고, 상기 유전체 상에 벽전하를 축적하여, 기록을 행하는 어드레스 기간 및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간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하를 이용하여 유지 방전을 행하는 유지 방전 기간을 
구비한 제 2 서브필드를 구비하며, 제 1 서브필드가 실행되어 있지 않는 셀에는, 제 2 서브필드를 실행시키므로, 프라
이밍 펄스에 발생한 하전 입자가 부근 라인의 셀로도 넓혀지고, 프라이밍 펄스가 인가되지 않는 셀에도 프라이밍의 효
과가 미치고, 전 화면에 프라이밍 효과가 미쳐서, 확실하게 어드레스할 수 있으며, 양호한 표시 화면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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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제 1 전극 혹은 제 2 
전극은, 기수행끼리, 우수행끼리 공통으로 접속되며, 상기 기수행 혹은 상기 우수행 중 한쪽은, 상기 프라이밍 펄스를 
가지는 제 1 서브필드가 적어도 1회 실행되기 때문에, 전 화면에 프라이밍 효과가 거의 균일하게 미치며, 흑 표시의 휘
도를 낮게 하여도 확실하게 어드레스를 행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제 1 전극 혹은 제 2 
전극은, 기수행끼리, 우수행끼리 공통으로 접속되며, 상기 프라이밍 펄스를 가지는 제 1 서브필드가 전기 기수행끼리, 
우수행끼리 교대로 실행되므로, 기수행 혹은 우수행마다 프라이밍 펄스가 인가되므로, 전 화면에 프라이밍 효과가 거의 
균일하게 미치며, 흑 표시의 휘도를 낮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어드레스를 행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프라이밍 펄스는 펄스 폭이 2μsec 이상의 전압 펄
스이며, 소거 펄스는 펄스 폭이 1.5μsec 이하의 전압 펄스이고, 상기 소거 펄스의 전압값은 프라이밍 펄스의 전압값 
이하이므로, 효율성 있고, 안정하게 프라이밍 펄스를 감소시켜서 구동할 수 있으며, 흑 표시의 휘도를 저하시키며 콘트
라스트를 향상시키더라도, 양호한 화상 표시를 행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소거 펄스의 전압값은, 유지 기간에서 유지 방전을 
행하기 위한 유지 펄스의 전압값 이상이므로, 효율성 있고, 안정하게 프라이밍 펄스를 감소시켜서 구동할 수 있으며, 흑 
표시의 강도를 저하시켜서 콘트라스트를 향상시키더라도, 양호한 화상 표시를 행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소거 펄스의 전압값은 자기소거 방전이 발생하는 
전압값 이상이므로, 어드레스 전압을 높게 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어드레스가 가능하고, 또한, 안정하게 동작하여, 양
호한 화상 표시를 행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소거 펄스와 프라이밍 펄스는 동일한 스위칭 소자
에 의한 펄스 방생 수단으로 만들어지고, 같은 전압값이므로, 프라이밍 펄스와 소거 펄스를 동일 구동 회로에서의 출력
으로 하여, 제어 신호에 의한 펄스 폭의 제어만으로 양 펄스를 출력하므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장치를 저비용화
할 수 있으며, 구동 방법이 용이하게 된다.

    
상술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1 필드는 상호 유지 방전 기간이 다른 복수의 서브
필드로 구성되며, 상기 복수의 서브필드 중,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와 그 다음에 실행되는 서브필드를, 
제 1 및 제 2 서브필드 중 다른 서브필드로 하였으므로, 유지 방전 기간이 가장 짧은 서브필드는, 유지 방전 기간에 발
광하고 있는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다음 서브필드는 프라이밍 펄스를 인가하지 않더라도, 프라이밍 효과가 충분
히 있는 확률이 높고, 어드레스에 영향이 적으므로, 효과적으로 프라이밍 회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가장 유지 방전 기
간이 짧은 서브필드는 어드레스 미스가 생기더라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유지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에 프
라이밍 펄스를 주지 않더라도, 그 다음 서브필드에 프라이밍 펄스를 주면, 표시 화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면 기록의 
회수를 줄일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와 2번째로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의 사이에 적더라도 1개의 서브필드를 설치하여, 상기 2번째로 유지 방전 기간이 짧은 
서브필드와 그 다음에 실행되는 서브필드를 제 1 및 제 2 서브필드 중 다른 서브필드로 하였기 때문에, 유지 방전 기간
이 가장 짧은 서브필드와, 2번째로 짧은 서브필드의 각각의 다음 서브필드의 전면 기록을 없앨 수 있으므로 실용상 문
제가 없는 콘트라스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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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1 필드는 서로 유지 방전 기간이 다른 복수의 서브
필드로 구성되며, 상기 복수의 서브필드 중,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긴 서브필드를 프라이밍 펄스를 가지는 제 1 서브필
드로 하였으므로,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긴 서브필드는 전면 기록이 행해지며, 확실하게 어드레스되고 표시 화면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

상술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또한, 2번째로 유지 방전 기간이 긴 서브필드를 프
라이밍 펄스를 가지는 제 1 서브필드로 하였으므로, 2번째로 유지 방전 기간이 긴 서브필드는 전면 기록이 행해지며, 
어드레스의 확실성이 더욱 향상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의하면, 1 필드는 반복 연속하여 실행되고, 상기 1 필드를 
구성하는 상기 가장 유지 방전 기간이 긴 서브필드와, 2번째로 유지 방전 기간이 긴 서브필드는, 상호의 시간 간격이 최
대가 되도록 배치되므로, 확실하게 어드레스 가능한 빈도로 전면 기록을 행하며, 흑 표시의 휘도를 억제하므로, 양호한 
화상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 의하면, 유전체로 덮힌 복수의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과,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
극 중 적어도 한쪽과 직교하여 셀을 형성하도록 복수 설치된 제 3 전극을 구비한 패널로서,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
극의 0행째에 각각 설치된 리세트 전극을 취한 패널과,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의 0 행째에 각각 설치된 리세트 전
극에 전압을 인가하는 리세트 전극 중 구동회로와, 상기 제 1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는 제 1 전극용 구동 회로와, 상기 
제 2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는 제 2 전극용 구동 회로와, 상기 제 3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는 제 3 전극용 구동 회로를 구
비하였으므로, 리세트 전극에 준 프라이밍 펄스에 의해 발생한 하전 입자를, 선 순차 주사로 전송하므로, 프라이밍 펄스
의 전압값이 낮더라도 전면 기록을 행할 수 있는 것에 의해, 프라이밍 펄스에 의한 방전의 발광을 적게 할 수 있으며, 
한층 더 높은 콘트라스트화를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전체로 덮힌 복수의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과, 상기제 1 전극 치 제 2 전극 중 적어도 한 쪽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복
수 배설된 제 3 전극을 구비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화상 표시용 필드가,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 사이에서, 벽전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셀에 대하여 방전시키는 전압값과 펄스폭을 갖
는 프라이밍 펄스를 인가하여, 모든 셀을 방전시킨 후,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 사이의 인가 전압을 0으로 하여 자기 소
거 방전을 발생시켜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하를 소거하는 제 1 리세트 기간과,

상기 제 1 전극 또는 제 2 전극과 상기 제 3 전극과의 사이에서 방전시켜, 상기 유전체 상에 벽전하를 축적하고, 기록 
방전을 행하는 어드레스 기간과,

상기 제 1 전극과 제 2 전극 사이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하를 이용하여 유지 방전 행하
는 유지 방전 기간을 포함하는 제 1의 서브필드와,

전(前)의 서브필드에서 방전하여 벽전하가 축적된 셀만 방전하고, 펄스의 하강에서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 사이의 인
가 전압을 0으로 할 때에, 재차 자기 소거에 의한 방전이 발생하는 정도의 전압값과 펄스폭을 갖는 소거 펄스를 인가하
여, 벽전하를 소거시키는 제 2 리세트 기간과,

상기 제 1 전극 또는 제 2 전극과 상기 제 3 전극과의 사이에서 방전시켜, 상기 유전체 상에 벽전하를 축적하고, 기록을 
행하는 어드레스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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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 사이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하를 이용하여 유지 방전을 
행하는 유지 방전 기간을 포함하는 제 2의 서브필드의, 적어도 2 종류의 서브필드를 포함하는 필드이고,

상기 제 1 의 서브필드의 프라이밍 펄스 및 제 2 의 서브필드의 소거 펄스는, 각각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모든 셀
에 동시에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

청구항 2.

유전체로 덮힌 복수의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과,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 중 적어도 한 쪽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복수 배설된 제 3 전극을 구비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화상 표시용 필드가,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 사이에서, 벽전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셀에 대하여 방전시키는 전압값과 펄스폭을 갖
는 프라이밍 펄스를 인가하여, 모든 셀을 방전시킨 후,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 사이의 인가 전압을 0으로 하여 자기 소
거 방전을 발생시켜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하를 소거하는 제 1 리세트 기간과,

상기 제 1 전극 또는 제 2 전극과 상기 제 3 전극과의 사이에서 방전시켜, 상기 유전체 상에 벽전하를 축적하고, 기록 
방전을 행하는 어드레스 기간과,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 사이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하를 이용하여 유지 방전을 
행하는 유지 방전 기간을 포함하는 제 1 의 서브필드와,

전(前)의 서브필드에서 방전하여 벽전하가 축적된 셀만 방전하고, 펄스의 하강에서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 사이의 인
가 전압을 0으로 한 때에, 재차 자기 소거에 의한 방전이 발생하는 정도의 전압값과 펄스폭을 갖는 소거 펄스를 인가하
여, 벽전하를 소거시키는 제 2 리세트 기간과,

상기 제 1 전극 또는 제 2 전극과 상기 제 3 전극과의 사이에서 방전시켜, 상기 유전체 사어에 벽전하를 축적하고, 기록
을 행하는 어드레스 기간과,

상기 제 1 전극과 제 2 전극 사이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하를 이용하여 유지 방전을 행
하는 유지 방전 기간을 포함하는 제 2 의 서브필드의, 적어도 2 종류의 서브필드를 포함하는 필드이고,

상기 제 1의 서브필드의 프라이밍 펄스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행 방향의 선 순차 조작으로 인가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

청구항 3.

유전체로 덮힌 복수의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과,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 중 적어도 한 쪽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복수 배설된 제 3 전극을 구비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

화상 표시용 필드가,

상기 제 1 전극 및 상기 제 2 전극 사이에서, 벽전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셀에 대하여 방전시키는 전압값과 펄스폭
을 갖는 프라이밍 펄스를 인가하여, 모든 셀을 방전시킨 후,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 사이의 인가 전압을 0으로 하여 자
기 소거 방전을 발생시켜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하를 소거하는 제 1 의 리세트 기간과,

상기 제 1 전극 또는 제 2 전극과 상기 제 3 전극과의 사이에서 방전시켜, 상기 유전체 상에 벽전하를 축적하고, 기록 
방전을 행하는 어드레스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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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 사이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유전체 상에 축적한 벽전하를 이용하여 유지 방전을 
행하는 유지 방전 기간을 포함하는 제 1 의 서브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의 서브필드가,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1행 걸러 또는 복수행 걸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의 서브필드에 있어서의 소거 펄스의 전압값은 유지 기간에 있어서의 유지 펄스의 전압값 
이상이고, 프라이밍 펄스의 전압값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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