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N 5/64 (2006.01)

     G09F 9/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5월02일

10-0714166

2007년04월26일

(21) 출원번호 10-2005-7014791 (65) 공개번호 10-2005-0099621

(22) 출원일자 2005년08월11일 (43) 공개일자 2005년10월14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8월11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5년08월11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4/007661 (87) 국제공개번호 WO 2004/107296

국제출원일자 2004년05월27일 국제공개일자 2004년12월09일

(30) 우선권주장 JP-P-2003-00152530 2003년05월29일 일본(JP)

(73) 특허권자 마쯔시다덴기산교 가부시키가이샤

일본국 오사카후 가도마시 오아자 가도마 1006반지

(72) 발명자 미즈노 아키라

일본국 오사카후 다카츠키시 츠노에쵸 3-39-27

에사키 마사유키

일본국 오사카후 이바라키시 니시다나카쵸 8-14-101

(74) 대리인 한양특허법인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15108026 A

심사관 : 최창락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54) 평판형 화상 표시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등의 평판형 화상 표시 장치에 있어서, 복수 종류의 화상 신호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

하게 대응 가능한 신호 입력 단자 구조를 구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판형의 표시 패널과, 표시 구동회로 블록과,

이 표시 구동회로 블록과 화상 신호를 출력하는 외부기기와의 사이에 접속되는 입력 신호회로 블록과, 이들이 수용되는 케

이스를 갖고, 입력 신호회로 블록은, 복수 종류의 화상 신호에 대응하여 교환 가능한 복수 종류의 보드블록(23, 24)과, 케

이스 내에 배치되고 또한 상기 보드블록(23, 24)을 장착하기 위한 장착구와 보드블록(23, 24)을 소정의 위치로 위치 결정

하기 위한 가이드 부재(25)를 구비한 케이스 부재(22)로 구성하고, 또한 가이드 부재(25)는 최소 단위의 보드 블록(23)에

대응시켜 복수개 설치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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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평판형의 표시 패널과, 섀시 부재에 배치되고 또한 상기 표시 패널에 신호를 인가하여 표시를 행하는 표시 구동회로 블록

과, 이 표시 구동회로 블록에 화상 신호를 출력하는 입력 신호회로 블록과, 이들 표시 패널, 표시 구동회로 블록 및 입력 신

호회로 블록이 수용되는 케이스를 갖고,

상기 입력 신호회로 블록은, 상기 표시 구동회로 블록의 신호 입력용 커넥터에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신호 출력용 커넥

터를 구비하고 또한 복수 종류의 신호에 대응하여 교환 가능하게 설치되는 복수 종류의 보드블록과, 상기 케이스 내에 배

치되고 또한 상기 보드블록을 장착하기 위한 장착구를 가짐과 동시에 상기 장착구에서 보드블록을 장착하였을 때에 보드

블록을 소정의 위치로 이끌면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가이드 부재를 구비한 케이스 부재로 구성하고,

또한 상기 보드블록은, 미리 정해진 치수의 것이 최소 단위 유니트로서 준비되어 있으며, 상기 가이드 부재는, 최소 단위

유니트의 보드블록의 치수에 대응시켜 복수개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상기 신호 입력용 커넥터는, 보드블록의 신호 출력용 커넥터가 장착되는 케이싱부와, 이 케이싱부 내에 배치되어 상

기 보드블록의 신호 출력용 커넥터의 단자와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단자부로 구성하고, 또한 상기 케이싱부와 보드블록의

신호 출력용 커넥터와의 사이에 극간을 마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형 화상 표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보드블록은, 외부기기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케이블이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입력 단자부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평판형 화상 표시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가이드 부재는, 일정한 간격으로 복수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형 화상 표시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케이스 부재는, 표시 패널에 대하여 평행하게 되도록 케이스 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형 화상 표시 장

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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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블록은, 입력 신호회로를 구성하는 부품을 탑재한 회로기판에 배치한 가이드판을 갖고, 상기 보드블록의 가이드판을

끼워 맞추기 위한 가이드 부재를 케이스 부재의 내벽면에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형 화상 표시 장치.

청구항 6.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대형 화면이면서, 박형(薄型), 경량(輕量)인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알려져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등의

평판형 화상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는, 액정 패널에 비하여 고속의 표시가 가능하다, 시야각이 넓다, 대형화가 용이하다, 자발광형

이기 때문에 표시 품질이 높다, 등의 이유로 평판형 화상 표시 장치 중에서 최근 특히 주목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

람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표시 장치나 가정에서 대형 화면의 영상을 즐기기 위한 표시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는 대형의 표시 장치로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호 입력 단자 구조로

는, 퍼스널 컴퓨터, 텔레비전 튜너, 비디오 등의 각종 정보 신호를 포함하는 화상 신호를 출력하는 외부기기와 접속 가능한

구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는, 많은 외부 신호 발생원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각종 신호 입력 단자

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가 모든 신호 입력 단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적으며, 대부분의 사용자는 특정한 외부

기기만을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각종 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각종 신호 입력 단자의 일부는 불필요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신호 입력 단자를 갖는 복수 종류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조하면 이들의 문제에는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각종 용도에 사용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품종의 제

품을 생산하여야 하므로, 생산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호 입력 단자 부분이 교환 가능한 신호 입력 단자 구조를 구비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가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는, 복수 종류의 화상 신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하는 과제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평판형의 표시 패널과, 섀시 부재에 배치되고 또한 표시 패널에 신호를 인가하여 표시를 행하는 표시 구동회로

블록과, 이 표시 구동회로 블록에 화상 신호를 출력하는 입력 신호회로 블록과, 이들 표시 패널, 표시 구동회로 블록 및 입

력 신호회로 블록이 수용되는 케이스를 갖고, 입력 신호회로 블록은, 표시 구동회로 블록의 신호 입력용 커넥터에 착탈 가

능하게 접속되는 신호 출력용 커넥터를 구비하며 또한 복수 종류의 신호에 대응하여 교환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복수 종류

의 보드블록과, 케이스 내에 배치되고 또한 보드블록을 장착하기 위한 장착구를 가짐과 동시에 장착구에서 보드블록을 장

착하였을 때에 보드블록을 소정의 위치로 이끌면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가이드 부재를 구비한 케이스 부재로 구성하고,

또한 보드블록은, 미리 결정된 치수의 것이 최소 단위 유니트로서 준비되어 있으며, 가이드 부재는, 최소 단위 유니트의 보

드블록 치수에 대응시켜 복수개 설치되어 있는 평판형 화상 표시 장치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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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일실시 형태에 따른 평판형 화상 표시 장치에 관하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장치를 예로,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실시 형태)

이하, 실시 형태에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하여, 도 1∼도 13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태양

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후면에서 본 분해 사시도이다.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평판형의 표시 패널(1)을 수용하는 케이스를, 전면 프레임(2)과 금속제의 후면 커버(3)로 구성한다. 전면 프레임(2)의

개구부에는 광학 필터 및 표시 패널(1)의 보호를 겸비한 글라스 등으로 이루어지는 전면 커버(4)를 배치한다. 또, 이 전면

커버(4)에는 전자파의 불필요 복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은증착을 실시한다. 또한, 후면 커버(3)에는, 표시 패널

(1) 등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복수의 통기공(3a)을 설치한다.

표시 패널(1)은, 알루미늄 등으로 이루어지는 섀시 부재(5)의 전면에 열전도 시트(6)를 개재하고 접착하여 유지한다. 그리

고 섀시 부재(5)의 후면 측에는, 표시 패널(1)을 표시 구동시키기 위한 복수의 회로 블록(7)을 장착한다. 열전도 시트(6)는,

표시 패널(1)에서 발생한 열을 섀시 부재(5)에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방열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 회로 블록(7)은 표시

패널(1)의 표시 구동과 그 제어를 행하기 위한 전기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섀시 부재(5)의 네 변의 둘레부를 넘어

연장되는 복수의 플렉시블 배선판(도시 생략)에 의하여, 표시 패널(1)의 둘레부에 인출된 전극 인출부에 회로 블록(7)을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또, 섀시 부재(5)의 후면에는, 회로 블록(7)을 장착하거나 후면 커버(3)를 고정하기 위한 보스부(7a)를, 다이캐스트 등에

의한 일체 성형에 의하여 형성한다. 또, 이 섀시 부재(5)는, 알루미늄 평판에 고정 핀으로 고정하여 구성하여도 된다.

도 2는, 동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후면 커버(3)를 제거하고 본 후면도이다. 도 2에서는, 도 1에서 생략한

회로 요소도 상세하게 도시하고 있다. 도 2에서, 스캔 드라이버 회로 블록(10)은 표시 패널(1)의 스캔 전극에 소정의 신호

전압을 공급한다. 서스테인 드라이버 회로 블록(11)은 표시 패널(1)의 서스테인 전극에 소정의 신호 전압을 공급한다. 어

드레스 드라이버 회로 블록(12)은 표시 패널(1)의 어드레스 전극에 소정의 신호 전압을 공급한다. 또, 스캔 드라이버 회로

블록(10), 서스테인 드라이버 회로 블록(11)을 섀시 부재(5)의 폭 방향의 양단부에 각각 배치하고, 어드레스 드라이버 회

로 블록(12)을 섀시 부재(5)의 높이 방향의 상단부 및 하단부에 배치한다.

입력 신호회로 블록(14)은, 텔레비전 튜너, 퍼스널 컴퓨터 등의 외부기기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케이블을 착탈 가능하게

접속하는 입력 단자부를 구비한다. 그리고, 입력 신호회로 블록(14)은, 표시 패널(1)에 거의 평행하게 되도록 섀시 부재(5)

에 배치한다.

제어회로 블록(13)은, 입력 신호회로 블록(14)으로부터 보내어지는 화상 신호를, 표시 패널(1)의 화소 수에 따른 화상 데

이터 신호로 변환하여, 어드레스 드라이버 회로 블록(12)에 공급한다. 또한, 제어회로 블록(13)은, 방전 제어 타이밍 신호

를 발생하고, 스캔 드라이버 회로 블록(10) 및 서스테인 드라이버 회로 블록(11)에 각각 공급하여, 계조(階調) 제어 등의

표시 구동 제어를 행한다. 그리고, 섀시 부재(5)의 대략 중앙부에, 제어회로 블록(13)을 배치한다.

전원 블록(15)은, 상술한 각 회로 블록에 전압을 공급한다. 전원 블록(15)은, 제어회로 블록(13)과 마찬가지로, 섀시 부재

(5)의 대략 중앙부에 배치한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도시 생략)을 장착하는 커넥터(16)를 갖는 전원 입력 블록(17)을 통하여 상용(商用) 전원 전압을 전원

블록(15)에 공급한다.

플렉시블 배선판(18)은, 표시 패널(1)의 스캔 전극, 서스테인 전극의 전극 인출부와 스캔 드라이버 회로 블록(10), 서스테

인 드라이버 회로 블록(11)의 프린트 배선판을 접속한다. 플렉시블 배선판(19)은, 표시 패널(1)의 어드레스 전극의 전극

인출부와 어드레스 드라이버 회로 블록(12)의 프린트 배선판을 접속한다. 그리고, 각각 표시 패널(1)의 외주부를 통하여

전면 측에서 후면 측으로 180도 만곡시켜 배치한다.

도 3∼도 10에 제어회로 블록(13)과 입력 신호회로 블록(14)의 구성을 도시한다. 이하, 이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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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동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입력 신호회로 블록(14)의 조립하기 전의 사시도, 도 4는 입력 신호회로 블록

(14)의 조립된 후의 사시도이다. 도 3,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입력 신호회로 블록(14)은, 케이스 부재(22)와, 보드블

록(23, 24)을 구비한 구성이다. 케이스 부재(22)는, 금속판을 절곡(折曲) 가공함으로써 구성한다. 그리고, 케이스 부재(22)

의 섀시 부재(5) 측의 면에는, 섀시 부재(5)에 비스 등으로 장착하기 위한 장착편(22b)을 임의의 개소에, 케이스 부재(22)

와 일체로 하여 설치한다. 또, 이 섀시 부재(5)로의 장착면에서 대략 직각으로 세워지는 면에는, 장착구(22a)를 설치한다.

그리고, 케이스 부재(22)를, 후면 커버(3)에 설치한 개구(도시 생략)로부터 장착구(22a)를 외부로 개구시킨 상태로 섀시

부재(5)에 설치한다. 따라서, 본 실시 형태에서, 장착구(22a)는 후면 커버(3)에서 외부로 개구된 구성이 된다.

보드블록(23, 24)은, 회로기판(26, 27)과, 금속제의 가이드판(28)과, 실드(shield)판(29)을 구비한 구성이다. 회로기판(26,

27)은, 입력 신호회로를 구성하는 IC나 전기회로 부품 등의 부품을 탑재한다. 금속제의 가이드판(28)은, 회로기판(26, 27)

의 상면에 장착함으로써 입력 신호회로를 구성하는 부품을 전자적으로 보호한다. 또, 가이드판(28)은 오목 형상의 가이드

부(28a)를 갖고 있어, 케이스 부재(22)의 내벽면에 장착한 가이드 부재(25)에 끼워맞춤된다. 이 가이드부(28a)는, 가이드

판(28)을 성형 가공하여 오목부를 형성함으로써 설치한다. 실드판(29)은, 회로기판(26, 27)의 하면에 장착된 입력 신호회

로를 구성하는 부품을 전자적으로 보호한다.

여기서, 보드블록(23)은 미리 정해진 치수로 제작한 최소 단위 유니트의 것이다. 그리고, 이 최소 단위 유니트의 보드블록

(23)에는 1개의 가이드판(28)을 배치한다. 한편, 보드블록(24)은, 최소 단위 유니트의 보드블록(23)을 2개 결합한 크기의

치수이고, 보드블록(24)에는 2개의 가이드판(28)을 배치한다.

또, 보드블록(23, 24)은, 신호 출력용 커넥터(23a, 24a)(도 3, 도 4에는 도시하지 않음)와 입력 단자부(23b, 24b)를 갖는

다. 회로 기판(26, 27)의 후면 측에는, 커넥터(23a, 24a)의 단자를 회로기판(26, 27)에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고정함으로써

커넥터(23a, 24a)를 배치한다. 회로기판(26, 27)의 전면 측에는, 회로기판(26, 27)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입력 단자부(23b,

24b)를 설치한다. 입력 단자부(23b, 24b)에는 외부기기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케이블을 착탈 가능하게 접속한다. 또, 입력

단자부(23b, 24b)에는, 보드블록(23, 24)를 떼어낼 때에 손잡이가 되는 U자 금구(金구具)(30)를 장착하고 있으며, 보드블

록(23, 24)을, 장착구(22a)에 의해 케이스 부재(22)로 착탈 가능하도록 장착한다. 즉, 본 실시 형태에서는, 각각 다른 신호

처리 회로를 갖는 복수 종류의 보드블록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화상 신호에 따라 보드블록(23, 24)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

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 케이스 부재(22)에는, 다른 외부기기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케이블이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입력 단자를 구비한 별

도의 입력신호 블록(도시 생략)을 내장하고 있어, 제어회로 블록(13)에 상시 접속되어 있다.

도 5는, 동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케이스 부재(22)의 요부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케

이스 부재(22)의 내벽면에는, 장착구(22a)에 대하여 직교하는 방향으로 연장되고, 또한 금속판의 절곡 가공에 의해 성형한

돌출 형상의 가이드 부재(25)를 장착한다. 이 가이드 부재(25)는, 장착구(22a)에서 보드블록(23, 24)을 케이스 부재(22)

내에 장착하였을 때, 보드블록(23, 24)을 소정의 위치로 이끌면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 가이드 부재(25)에는, 장착구(22a) 측의 일단부에는 장착구(22a)를 향하여 서서히 폭이 좁아지는 테이퍼부

(25a)를 설치하고, 타단부에는 돌기(25b)를 설치한다.

또, 이 가이드 부재(25)는, 최소 단위 유니트의 보드블록(23)에 대응하도록, 케이스 부재(22)의 내벽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복수개 배치한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3개의 가이드 부재(25)를 배치하는 예를 도시하였다. 그

러나, 이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착구(22a)나 보드블록(23) 등의 크기에 따라 임의로 설정하여도 무관하다.

또, 케이스 부재(22)의 표면에 절입선을 마련하고, 그 절입에 의해 분리된 부분을 내측으로 절곡 가공함으로써, 보드블록

(23, 24)과 별도의 입력신호 블록을 분리하는 수직벽(22c)을 케이스 부재(22)의 내벽면에 설치한다. 수직벽(22c)을 설치

함으로써, 별도의 입력신호 블록 부분을 전자적으로 보호한다.

도 6은, 동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입력 신호회로 블록(14)의 내부의 배치 구조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7은, 동

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입력 신호회로 블록(14)의 조립 직전의 측면도이다. 도 6, 도 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

어회로 블록(13)의 회로기판(20)은, 상술한 바와 같은 소정의 제어회로를 구성하는 마이크로 컴퓨터, 드라이버 IC, 전기회

로 부품 등을 탑재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제어회로 블록(13)을 구성한다. 회로기판(20)은, 표시 패널(1)과 거의 평행하

게 되도록 섀시 부재(5)에 비스 등으로 고정한다. 회로기판(20)의 단부에는, 신호 입력용 커넥터(21)를 배치한다. 또, 보드

블록(23, 24)을 케이스 부재(22)에 장착함으로써,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커넥터(23a, 24a)를 커넥터(21)에 착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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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접속한다. 이 때, 도 3, 도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이드 부재(25)가 보드블록(23, 24)을 가이드함으로써, 커넥터

(23a, 24a)를 커넥터(21)에 용이하게 삽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커넥터(21)를 통하여 입력 신호회로 블록(14)으로부

터 신호를 입력한다.

도 8은, 보드블록(23, 24)의 커넥터(23a, 24a)와 제어회로 블록(13)의 커넥터(21)와의 접속부를 확대하여 도시한 단면도

이다. 도 9는, 도 8의 커넥터 부분을 더욱 확대하여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0은, 보드블록(23, 24)의 커넥터(23a, 24a)와

제어회로 블록(13)의 커넥터(21)와의 접속부를 확대하여 도시한 평면도이다.

제어회로 블록(13)의 신호 입력용 커넥터(21)는, 암컷형의 커넥터이다. 그리고, 커넥터(21)는, 케이싱부(21a)와 단자부

(21b)로 구성한다. 케이싱부(21a)에는 보드블록(23, 24)의 신호 출력용 커넥터(23a, 24a)를 장착한다. 단자부(21b)는 케

이싱부(21a) 내에 배치하여, 보드블록(23, 24)의 커넥터(23a, 24a)의 단자와 전기적으로 접촉한다.

그리고, 도 9, 도 1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케이싱부(21a)의 내경 치수는, 보드블록(23, 24)의 커넥터(23a, 24a)의 외경

치수보다 크게 구성하고 있다. 즉, 양자간에 여유를 두기 위한 극간(31)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보드블록(23, 24)은, 표시 구동회로 블록의 신호 입력용 커넥터(21)에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신

호 출력용 커넥터(23a, 24a)를 구비한다. 그리고, 케이스 부재(22)는, 보드블록(23, 24)을 장착하기 위한 장착구(22a)와,

장착구(22a)에서 보드블록(23, 24)을 장착하였을 때에 보드블록(23, 24)을 소정의 위치로 이끌면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가이드 부재(25)를 구비한다. 또, 보드블록(23, 24)은, 미리 정해진 치수의 유니트를 최소 단위 유니트로서 준비하고, 가이

드 부재(25)는, 최소 단위의 보드블록(23)의 치수에 대응시켜 복수개 설치한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는, 이상과 같이 보드블록(23, 24) 및 케이스 부재(22)를 구성하고, 착탈 가능한 보드블록(23, 24)

을 케이스 부재(22)에 장착함으로써, 입력 신호회로 블록(14)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각 다른 신호 처리 회로를 갖는 복수

종류의 보드블록을 미리 준비하여 둔다. 이렇게 하여, 목적에 따라 입력 신호회로 블록(14)의 보드블록(23, 24)을 교환하

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화상신호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여지고, 사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른 신호 입력 단자 구조를 구비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는, 보드블록(23, 24)이 착탈 가능하게 장착되는 케이스 부재(22)를 표시 패널(1)에 대하여 거

의 평행하게 되도록 섀시 부재(5)에 장착한다. 따라서, 케이스 부재(22)와 보드블록(23, 24)으로 이루어지는 입력 신호회

로 블록(14)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후면 측의 두께를 이용하여 배치할 수 있으므로, 장치 전체의 두께를 불필요하

게 두껍게 하지 않는다.

또, 보드블록(23, 24)은, 입력 신호회로를 구성하는 부품을 탑재한 회로기판(26, 27)에 배치한 가이드판(28)을 갖는다. 그

리고, 보드블록(23, 24)이 장착되는 케이스 부재(22)의 내벽면에, 가이드판(28)을 끼워 맞춤으로써 보드블록(23, 24)을 위

치 결정하는 가이드 부재(25)를 배치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함으로써, 보드블록(23, 24)을 위치 결정하여 케이스 부재(22)

내에 반듯하게 장전(裝塡)할 수 있다.

또한, 신호 입력용 커넥터(21)는, 보드블록(23, 24)의 신호 출력용 커넥터(23a, 24a)가 장착되는 케이싱부(21a)와, 케이싱

부(21a) 내에 설치되어 보드블록(23, 24)의 신호 출력용 커넥터(23a, 24a)의 단자와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단자부(21b)로

구성한다. 그리고, 케이싱부(21a)와 보드블록(23, 24)의 신호 출력용 커넥터(23a, 24a) 사이에는 극간(31)을 마련한다. 예

를 들면, 2개의 커넥터(24a)를 갖는 보드블록(24)과 같은 복수개의 보드블록을 결합하는 경우, 가령 커넥터(24a)의 장착

위치에 편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보드블록(24)을 케이스 부재(22)에 장착할 때 반듯하게 커넥

터(24a)를 커넥터(21)에 장착할 수 있다. 따라서, 커넥터(24a)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커넥터(24a)

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상술한 보드블록(23, 24)의 편성은 실시 형태에서의 일례를 도시한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을 이 구성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입력 신호회로 블록의 다른 일례를 도시하는 조

립하기 이전의 사시도이다. 도 1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3개의 최소 단위 유니트의 보드블록(23)을 케이스 부재(22)에 장

착하여, 입력 신호회로 블록(14)을 구성하여도 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입력 신호회로 블록의 별도의 일례를 도시하는 조립 이

전의 사시도이다. 도 1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2개의 최소 단위 유니트의 보드블록을 결합한 보드블록(24)만을 케이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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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22)에 장착하여 입력 신호회로 블록(14)을 구성하여도 된다. 도 12에 도시한 예에서는, 보드블록(24)만을 케이스 부재

(22)에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 부재(22)의 장착구(22a)의 일부가 개구된 채로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 개구 부분

을 막기 위하여, 덮개(32)를 병용하여 장착하고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입력 신호회로 블록의 또 다른 일례를 도시하는 조립하

기 이전의 사시도이다. 도 1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3개의 최소 단위 유니트의 보드블록을 결합한 보드블록(33)을 케이스

부재(22)에 장착하여 입력 신호회로 블록(14)을 구성하여도 된다. 또한, 보드블록(33)은, 가이드판(28)을 3개 배치하는

것, 입력 단자부(33b)가 장착구(22a)와 거의 동일한 크기인 것, 등 일부의 부품의 크기나 수가 다른 이외에는 보드블록(23,

24)과 동일한 구성이며, 회로기판(34)도 회로기판(26, 27)과 동일한 구성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입력 신호회로 블록의 보드블록을 교환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이용 목적에 따

른 신호 입력 단자 구조를 구비한 화상 표시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유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 형태에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후면에서 본 분해 사시도이다.

도 2는 동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후면 커버를 제거하고 본 후면도이다.

도 3은 동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입력 신호회로 블록의 조립하기 전의 사시도이다.

도 4는 동일 입력 신호회로 블록의 조립된 후의 사시도이다.

도 5는 동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케이스 부재의 요부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도 6은 동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입력 신호회로 블록의 내부의 배치 구조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7은 동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입력 신호회로 블록의 조립하기 직전의 측면도이다.

도 8은 동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보드블록의 커넥터와 제어회로 블록의 커넥터와의 접속부를 확대하여 도시한 단

면도이다.

도 9는 도 8의 커넥터 부분을 더욱 확대하여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0은 동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보드블록의 커넥터와 제어회로 블록의 커넥터와의 접속부를 확대하여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입력 신호회로 블록의 다른 일례를 도시하는 조립 이전의

사시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입력 신호회로 블록의 다른 일례를 도시하는 조립 이전의

사시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의 입력 신호회로 블록 또 다른 일례를 도시하는 조립 이전

의 사시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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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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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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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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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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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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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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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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