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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의한 패널구동방법은, 순차주사 전극 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하여, 영상 출력 모드를 결정

하는 단계; 제1 모드인 경우에는, 순차 주사 방식으로 구동하는 단계; 및 제2 모드인 경우에는,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으로

구동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순차주사 전극 구조의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원하는 영상출력 모드

에 따라, 고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순차주사 방식으로 동작하거나, 고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동작

하게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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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통상적인 3-전극 면방전 방식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패널의 하나의 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통상적인 구동 장치를 보여준다.

도 4는 도 1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Y 전극 라인들에 대한 통상적인 어드레스-디스플레이 분리 구동 방법을 보여

준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패널의 구동 신호의 일예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6은 종래 순차주사(progressive scan)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전극 모식도이다.

도 7은 종래 인터레이스주사(interlace scan)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전극 모식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의한 패널구동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9는 보조 유지방전의 펄스수를 적게 인가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에 의한 구동 파형을 나타낸다.

도 10은 보조 유지방전의 펄스수를 적게 인가하는 방법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구동 파형을 나타낸다.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의한 순차주사 전극 구조에서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주사한 경우의 전극 모식도로

서, 도 9에 도시된 구동 파형에 의하여 구동된 결과를 나타낸다.

도 12는 도 11의 변현예로서, 도 10에 도시된 구동 파형에 의하여 구동된 결과를 나타낸다.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의한 패널구동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의한 패널구동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의한 패널구동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도 16은 도 15의 변형예에 의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과 같이 표시셀을 형성하는 전극구조에 유지펄스를 인가함으로써, 화면을 표시

하는 패널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통상적인 3-전극 면방전 방식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패

널의 하나의 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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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통상적인 면방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1)의 앞쪽 및 뒤쪽 글라스 기판들(100, 106) 사이에

는, 어드레스 전극 라인들(A1, A2, ... , Am), 유전층(102, 110), Y 전극 라인들(Y1, ... , Yn), X 전극 라인들(X 1, ... , Xn),

형광층(112), 격벽(114) 및 보호층으로서 예컨대 일산화마그네슘 (MgO)층(104)이 마련되어 있다.

어드레스 전극 라인들(A1, A2, ... , Am)은 뒤쪽 글라스 기판(106)의 앞쪽에 일정한 패턴으로 형성된다. 아래쪽 유전층

(110)은 어드레스 전극 라인들(A1, A2, ... , Am)의 앞쪽에 도포된다. 아래쪽 유전층(110)의 앞쪽에는 격벽(114)들이 어드

레스 전극 라인들(A1, A2, ... , Am)과 평행한 방향으로 형성된다. 이 격벽(114)들은 각 디스플레이 셀의 방전 영역을 구획

하고, 각 디스플레이 셀 사이의 광학적 간섭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형광층(112)은, 격벽(114)들 사이에서 형성된다.

X 전극 라인들(X1, ... , Xn)과 Y 전극 라인들(Y1, ... , Yn )은 어드레스 전극 라인들(A1, A2, ... , Am)과 직교되도록 앞쪽 글

라스 기판(100)의 뒤쪽에 일정한 패턴으로 형성된다. 각 교차점은 상응하는 디스플레이 셀을 설정한다. 각 X 전극 라인

(X1, ... , Xn)과 각 Y 전극 라인(Y1, ... , Yn)은 ITO(Indium Tin Oxide) 등과 같은 투명한 도전성 재질의 투명 전극 라인

(Xna, Yna)과 전도도를 높이기 위한 금속 전극 라인(Xnb, Ynb)이 결합되어 형성될 수 있다. 앞쪽 유전층(102)은 X 전극 라

인들(X1, ... , Xn)과 Y 전극 라인들(Y1, ... , Yn)의 뒤쪽에 전면(全面) 도포되어 형성된다. 강한 전계로부터 패널(1)을 보호

하기 위한 보호층(104) 예를 들어, 일산화마그네슘(MgO)층은 앞쪽 유전층(102)의 뒤쪽에 전면 도포되어 형성된다. 방전

공간(108)에는 플라즈마 형성용 가스가 밀봉된다.

이와 같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동 방식은, 초기화, 어드레스 및 디스플레이 유지 단계가

단위 서브-필드에서 순차적으로 수행되게 하는 방식이다. 초기화 단계에서는 구동될 디스플레이 셀들의 전하 상태가 균일

하게 된다. 어드레스 단계에서는, 선택될 디스플레이 셀들의 전하 상태와 선택되지 않을 디스플레이 셀들의 전하 상태가

설정된다. 디스플레이 유지 단계에서는, 선택될 디스플레이 셀들에서 디스플레이 방전이 수행된다. 이때, 디스플레이 방전

을 수행하는 디스플레이 셀들의 플라즈마 형성용 가스로부터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이 플라즈마로부터의 자외선 방사에

의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셀들의 형광층(112)이 여기되어 빛이 발생된다.

도 3은 도 1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일반적인 구동 장치를 보여준다.

도면을 참조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1)의 통상적인 구동 장치는 영상 처리부(300), 제어부(302), 어드레스 구동부

(306), X 구동부(308) 및 Y 구동부(304)를 포함한다. 영상 처리부(300)는 외부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하여 내부 영상 신호 예를 들어, 각각 8 비트의 적색(R), 녹색(G) 및 청색(B) 영상 데이터, 클럭 신호, 수직 및 수평 동기 신

호들을 발생시킨다. 제어부(302)는 영상 처리부(300)로부터의 내부 영상 신호에 따라 구동 제어 신호들(SA, SY, SX)을 발

생시킨다. 어드레스 구동부(306)는, 제어부(302)로부터의 구동 제어 신호들(SA, SY, SX)중에서 어드레스 신호(SA)를 처

리하여 표시 데이터 신호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표시 데이터 신호를 어드레스 전극 라인들에 인가한다. X 구동부(308)는

제어부(302)로부터의 구동 제어 신호들(SA, SY, SX)중에서 X 구동 제어 신호(SX)를 처리하여 X 전극 라인들에 인가한다.

Y 구동부(304)는 제어부(302)로부터의 구동 제어 신호들(SA, SY, SX)중에서 Y 구동 제어 신호(SY)를 처리하여 Y 전극

라인들에 인가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구조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1)의 구동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어드레스-디스플레이 분리 구동방

법이 미국특허 제5541618호에 개시되어 있다.

도 4는 도 1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Y 전극 라인들에 대한 통상적인 어드레스-디스플레이 분리(Address-Display

Separation) 구동 방법을 보여준다.

도면을 참조하면, 단위 프레임은 시분할 계조 표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정개수 예컨대 8 개의 서브필드들(SF1, ..., SF8)

로 분할될 수 있다. 또한, 각 서브필드(SF1, ..., SF8)는 리셋 구간(미도시)과, 어드레스 구간(A1, ..., A8)및, 유지방전 구간

(S1, ..., S8)로 분할된다.

각 어드레스 구간(A1, ..., A8)에서는, 어드레스 전극 라인들(도 1의 AR1, AG1, ..., AGm, ABm)에 표시 데이터 신호가 인

가됨과 동시에 각 Y 전극 라인(Y1, ..., Yn)에 상응하는 주사 펄스가 순차적으로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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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지방전 구간(S1, ..., S8)에서는, Y 전극 라인들(Y1, ..., Yn)과 X 전극 라인들(X1, ..., Xn)에 디스플레이 방전용 펄스

가 교호하게 인가되어, 어드레스 구간(A1, ..., A8)에서 벽전하들이 형성된 방전셀들에서 표시 방전을 일으킨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휘도는 단위 프레임에서 차지하는 유지방전 구간(S1, ..., S8)내의 유지방전 펄스 개수에 비례

한다. 1 화상을 형성하는 하나의 프레임이, 8개의 서브필드와 256 계조로 표현되는 경우에, 각 서브필드에는 차례대로 1,

2, 4, 8, 16, 32, 64, 128의 비율로 서로 다른 유지펄스의 수가 할당될 수 있다. 만일 133 계조의 휘도를 얻기 위해서는, 서

브필드1 기간, 서브필드3 기간 및 서브필드8 기간 동안 셀들을 어드레싱하여 유지방전하면 된다.

각 서브필드에 할당되는 유지방전 수는, APC(Automatic power control) 단계에 따른 서브필드들의 가중치에 따라 가변

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또한 각 서브필드에 할당되는 유지방전 수는. 감마특성이나 패널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변형하

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서브필드4에 할당된 계조도를 8에서 6으로 낮추고, 서브필드6에 할당된 계조도를 32에서 34로

높일 수 있다. 또한, 한 프레임을 형성하는 서브필드의 수도 설계사양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패널의 구동 신호의 일예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로서, AC PDP의 ADS(Address display

separated) 구동방식에서 한 서브필드(SF)내에 어드레스 전극(A), 공통전극(X) 및 주사전극(Y1~Yn)에 인가되는 구동신

호를 나타낸다. 도 5를 참조하면, 하나의 서브필드(SF)는 리셋기간(PR), 어드레스 기간(PA) 및 유지방전기간(PS)를 구비

한다.

리셋기간(PR)은 모든 그룹의 주사라인에 대해 리셋펄스를 인가하여, 강제로 기입방전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셀의 벽전하

상태를 초기화한다. 어드레스기간(PA)에 들어가기 전에 리셋기간(PR)이 수행되며, 이는 전 화면에 걸쳐 수행하므로, 상당

히 고르면서도 원하는 분포의 벽전하 배치를 만들 수 있다. 리셋기간(PR)에 의해 초기화된 셀들은, 셀 내부의 벽전하 조건

이 모두 비슷하게 형성된다. 리셋기간(PR)이 수행된 후에 어드레스 기간(PA)이 수행된다. 이 때 어드레스 기간(PA)에는,

공통전극(X)에 바이어스 전압(Ve)이 인가되고, 표시되어야 할 셀 위치에서 주사전극(Y1~Yn)과 어드레스 전극(A1~Am)

을 동시에 턴온시킴으로써, 표시 셀을 선택한다. 어드레스 기간(PA)이 수행된 후에, 공통전극(X)과 주사전극(Y1~Yn)에

유지펄스(Vs)를 교대로 인가하여, 유지방전 기간(PS)이 수행된다. 유지방전 기간(PS) 중에 어드레스 전극(A1~Am)에는

로우레벨의 전압(VG)이 인가된다.

PDP에서 휘도는 유지방전 펄스수에 의하여 조정된다. 하나의 서브필드 또는 하나의 TV 필드에서의 유지방전 펄스수가

많으면 휘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휘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유지방전을 인가할 수 있는 시간이 확장되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PDP 구동에서는 1TV필드의 기간이 예컨대 60 Hz, 16.67ms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유지방전 기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리셋기간, 어드레스 기간을 줄이거나, 서브필드를 줄여야 한다.

PDP에서 고해상도를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어드레스 동작을 하는데에 필요한 시간이다. 다시말해 주사라인마

다 어드레스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고해상도 PDP일수록 주사라인의 개수가 많아지는데, 결국 같은 어드레스 속도로는 주

사라인의 개수 증가분 만큼 단지 어드레스 시간이 증가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되면, 고정된 TV필드 기간내에서 유지방

전에 할당할 수 있는 기간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순차주사 전극구조에서 인터레이스 주사를 구현하는 패널구동방법 및 디스플레

이 패널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순차주사 전극구조에서, 영상모드에 따라 순차주사 방식 또는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을 가변할 수 있는 패널구동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의 패널구동방법은, 순차주사 전극 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

하여, 영상 출력 모드를 결정하는 단계; 제1 모드인 경우에는, 순차 주사 방식으로 구동하는 단계; 및 제2 모드인 경우에는,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으로 구동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제1 모드는 모니터 모드이고, 제2 모드는 동영상 모드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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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은, 주사전극을 둘 이상의 전극을 하나의 쌍으로 하여, 동일한 주사 펄스를 인가하는 단계; 상기

어드레스 펄스가 인가된 후에, 상기 각 전극 쌍에 대하여, 하나의 전극에 주 유지방전 펄스를 인가하고, 다른 전극에는 보

조 유지방전 펄스를 인가하는 단계;를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보조 유지방전 펄스는 상기 주 유지방전 펄스보다 펄스

개수가 적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은, 상기 보조 유지방전 펄스는 상기 주 유지방전 펄스보다 펄스폭이

작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은, 상기 보조 유지방전 펄스는 상기 주 유지방전 펄스보다 펄스 레벨이 작

을 수 있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의 일면에 의한 패널구동장치는, 순차주사 전극 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하여, 영상 출력 모드를 결정하는 수단; 제1 모드인 경우에는, 순차 주사 방식으로 구동하는 수단; 및 제2 모드

인 경우에는,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으로 구동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제1 모드는 모니터

모드이고, 상기 제2 모드는 동영상 모드일 수 있다.

상기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으로 구동하는 수단은, 주사전극을 둘 이상의 전극을 하나의 쌍으로 하여, 동일한 주사 펄스를

인가하는 수단; 및 상기 어드레스 펄스가 인가된 후에, 상기 각 전극 쌍에 대하여, 하나의 전극에 주 유지방전 펄스를 인가

하고, 다른 전극에는 보조 유지방전 펄스를 인가하는 수단을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보조 유지방전 펄스는 상기 주

유지방전 펄스보다 펄스 개수가 적을 수 있다. 또한, 상기 보조 유지방전 펄스는 상기 주 유지방전 펄스보다 펄스폭이 작을

수 있다. 또한 상기 보조 유지방전 펄스는 상기 주 유지방전 펄스보다 펄스 레벨이 작을 수 있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면에 의한 패널구동장치는, 두개의 주사전극을 하나의 쌍으로 하여 동일

한 어드레스 펄스를 인가하는 주사 펄스 발생부; 제1 전극 그룹에 주 유지방전 펄스를 발생하는 제1유지펄스 발생부; 제2

전극 그룹에 보조 유지방전 펄스를 발생하는 제2유지펄스 발생부를 구비한다. 여기서, 주사전극을 상기 제1, 제2 전극 그

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공통전극을 상기 제1, 제2 전극 그룹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보조 유지방전 펄스

는 상기 주 유지방전 펄스보다, 펄스폭이 좁을 수 있다. 또한 상기 보조 유지방전 펄스는 상기 주 유지방전 펄스보다, 하이

레벨 전압이 작을 수 있다. 또한 상기 보조 유지방전 펄스는 상기 주 유지방전 펄스보다, 하이레벨 전압이 작을 수 있다.

상기 패널구동장치는, 상기 제1유지펄스 발생부와 상기 제2유지펄스 발생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짝수번째 주사전극

에 연결하는 제1선택부를 더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패널구동장치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의 변화 정도에 따라

영상모드 신호를 발생하는 영상모드 결정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1선택부는 상기 영상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유지펄스 발생부와 상기 제2유지펄스 발생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패널구동장치는, 상기 제1유지펄스 발생부와 상기 제2유지펄스 발생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짝수번째 주사

전극에 연결하는 제1선택부 및 상기 제1유지펄스 발생부와 상기 제2유지펄스 발생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홀수번째

주사전극에 연결하는 제2선택부를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 패널구동장치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의 변화 정도에 따

라 영상모드 신호를 발생하는 영상모드 결정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1선택부 및 상기 제2선택부는 상기 영상모드 신호

에 응답하여, 상기 제1유지펄스 발생부와 상기 제2유지펄스 발생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기 패널 구동 장치는, 사용자의 조작에 의하여 영상모드 신호를 발생하는 조작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1선택부 또는/

및 상기 제2선택부는 상기 영상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유지펄스 발생부와 상기 제2유지펄스 발생부 중 하나를 선

택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패널구동장치의 구성 및 동작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AC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방식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6은 종래 순차주사(progressive scan)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전극 모식도이다. 도 6에 도시된 3전극 AC PDP(어드레

스 전극은 미도시)를 구동하려면 각 화소마다 1개의 스캔 전극과 1개의 유지 방전 전극이 필요하다.

도 7은 종래 인터레이스주사(interlace scan)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전극 모식도이다. 도 6에 도시된 순차주사 방식에서는

N개의 주사전극과 N개의 공통전극이 요구되는데 비하여,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에서는 전체 N+1개의 전극만이 필요하다.

이 방식에서는 홀수 어드레스 구간과 짝수 어드레스 구간을 나누어 패널을 구동한다. 홀수 어드레스 구간은 X1과 Y1 사

이, X2 와 Y2 사이, 및 X3 와 Y3 사이에서 유지 방전이 발생된다. 짝수 어드레스 구간은 Y1 과 X2 사이 및 Y2 와 X3 사이

에서 유지 방전이 발생된다. 이렇게 홀수 어드레스 구간 및 유지방전 구간과, 짝수 어드레스 구간 및 유지방전 구간을 합하

여 1 개의 화면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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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의한 패널구동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8에 도시된 패널구동방

법은, 순차주사 전극 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먼저, 영상출력 모드를 결정한다(S800 단계).

영상모드 판단 결과, 제1 모드인 경우에는 순차주사 방식으로 패널을 구동한다(S802 단계).

영상모드 판단 결과, 제2 모드인 경우에는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으로 패널을 구동한다(S804, S806 단계). 전술한 바와 같

이, 여기에서의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은, 도 7에 도시된 것과 같이 애초에 인터레이스 주사방식을 위하여 구성된 패널구조

에 적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 발명에서는, 순차주사 전극 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하여, 주 유지방

전과 보조 유지방전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방식의 인터레이스 주사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영상모드가 제2 모드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주사전극을 하나의 쌍으로 하여 각 전극쌍마다 동일한 주사펄스를 인가한다

(S804 단계).

S804 단계 후에, 각 전극쌍에 대하여, 하나의 전극에 주 유지방전 펄스를 인가하고 다른 전극에는 보조 유지방전 펄스를

인가한다(S806 단계).

S804 단계에서 예컨대 주사전극을 둘 씩 쌍지어 같은 어드레스를 부여하고, 동일한 유지방전 펄스를 인가한다면, 단지 해

상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된다.

여기에서 주 유지방전과 보조 유지방전의 개념을 도입한다(S806 단계).

주 유지방전은, 강한 발광을 유도하는 유지방전을 의미하며, 예컨대 종래 순차주사 방식에서의 유지방전과 동일한 정도의

유지방전을 의미한다. 보조 유지방전은, 주 유지방전보다는 약한 발광을 유도하는 유지방전을 의미한다.

한편 제1 모드는 모니터 모드이고, 제2 모드는 동영상 모드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 패널이, 컴퓨터 등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모니터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화율이 작은 영상이 출력

되므로 시각적으로 고해상도를 구현하되 휘도는 낮은 특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동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경우에는, 변화율이 큰 영상이 출력되므로, 휘도 특성이 중요하게 된

다. PDP에 있어서 휘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유지방전에 할당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주사동작에 소요되

는 시간을 절감하여, 유지방전에 할애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된다.

따라서, 제1 모드 즉 모니터 모드인 경우에는 고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순차주사 방식으로 동작하게 하고, 제2 모드 즉

동영상 모드인 경우에는 고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다.

보조 유지방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 유지방전의 펄스수를 주 유지방전 펄스수보다 적게 인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예컨대 홀수번째 전극을 주 유지방전 전극으로 삼고, 짝수번째 전극을 보조 유지방전 전극으로 삼

아 유지방전 펄스를 인가하면, 주 유지방전 전극은 강하게 발광하고, 보조 유지방전 전극은 약하게 발광한다.

보조 유지방전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펄스수를 적게 인가하는 방법의 구동 파형예가 도 9 및 도 10 에 도시되어 있다.

도 9를 참조하면, 하나의 서브필드 내에서, 어드레스 구간(PA)에서는 Y1 과 Y2에 동일한 주사펄스가 인가되고, Y3 와 Y4

에 동일한 주사펄스가 인가된다. 따라서, 도 8의 S804 단계가 구현된다. 다음으로, 유지방전 구간(PS)에서는, 홀수번째 주

사전극 Y1, Y3에 할당된 서브필드의 종료시점까지 유지방전 펄스가 인가되고, 짝수번째 주사전극 Y2, Y4에는 적은 개수

의 유지방전 펄스가 인가된다. 따라서, 두개의 주사전극 단위로 동일한 데이터가 표시되면서, 홀수번째 표시셀은 강한 발

광이 유도되고, 짝수번째 표시셀은 약한 발광이 유도된다. 여기서, 홀수번째 주사전극이 주 유지방전 전극이 되고, 짝수번

째 주사전극이 보조 유지방전 전극이 된다.

도 10은 도 9의 변형예로서, 도 9와는 홀수번째와 짝수번째가 뒤바뀐 형태의 구동 파형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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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의한 순차주사 전극 구조에서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주사한 경우의 전극 모식도로

서, 도 9에 도시된 구동 파형에 의하여 구동된 결과를 나타낸다.

도 11을 참조하면, 주사전극 Y1, Y2는 A1, A3, A4에서 동일하게 어드레싱 되어, 동일하게 표시되지만, 주 유지방전 전극

인 Y1 이 더 밝게 발광한다. 마찬가지고, 주사전극 Y3, Y4는 A2, A3, A4에서 동일하게 어드레싱 되어, 동일하게 표시되

지만, 주 유지방전 전극인 Y3 이 더 밝게 발광한다.

도 12는 도 11의 변현예로서, 도 10에 도시된 구동 파형에 의하여 구동된 결과를 나타낸다.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의한 패널구동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로서, 제1 유지방전펄스 발생부(130)

, 제2 유지방전펄스 발생부(131), 홀수 주사전극 그룹(132), 짝수 주사전극 그룹(133), 주사펄스 발생부(134)를 구비한다.

도 13은 순차주사 전극 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으로 구동하기 위한 간략화된 블록도이다.

주사펄스 발생부(134)는 두개의 주사전극을 하나의 쌍으로 하여 각 전극쌍마다 동일한 주사펄스를 인가한다. 그리고, 제1

유지방전 펄스 발생부(130)는 주 유지방전 펄스를 발생하고, 제2 유지방전 펄스 발생부(131)는 보조 유지방전 펄스를 발

생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의한 패널구동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로서, 제1 유지방전펄스 발생부

(140), 제2 유지방전펄스 발생부(141), 홀수 주사전극 그룹(142), 짝수 주사전극 그룹(143), 주사펄스 발생부(144), 영상

모드 결정부(145), 및 선택부(146)를 구비한다.

주사펄스 발생부(134)는 두개의 주사전극을 하나의 쌍으로 하여 각 전극쌍마다 동일한 주사펄스를 인가한다. 그리고, 제1

유지방전 펄스 발생부(130)는 주 유지방전 펄스를 발생하고, 제2 유지방전 펄스 발생부(131)는 보조 유지방전 펄스를 발

생한다. 선택부(146)는 영상모드 결정부(145)에서 예컨대 모니터 모드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1 유지방전펄스 발생부(140)

를 짝수 주사전극 그룹(144)에 연결하여, 순차주사가 적용되도록 한다. 선택부(146)는 예컨대 동영상 모드가 결정된 경우

에는, 제2 유지방전펄스 발생부(141)를 짝수 주사전극 그룹(144)에 연결하여, 인터레이스 주사가 적용되도록 한다.

도 15는 본 발명에 의한 패널구동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인터

레이스 주사 방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사전극이 주 유지방전 전극 그룹과 보조 유지방전 전극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각이 제1 유지방전 펄스 발생부 및 제2 유지방전 펄스 발생부에 의해 구동된다. 순차주사 방식이 적용되는 모니터 모드

인 경우에는, 제1 유지방전 펄스 발생부와 제2 유지방전 펄스 발생부에서 동일한 유지방전 신호를 출력하면 된다.

도 16은 도 15의 변형예에 의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공통전극을 주 유지방전 전극 그룹과 보조 유지

방전 전극 그룹으로 분류한 예이다.

본 발명은 패널의 전극을 구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켜고자 하는 셀을 미리 선택하는 어드레스기간과, 그 선택된 셀을 발광

시키는 유지기간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표시장치에는 모두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AC형 PDP 뿐만 아니라 DC형

PDP와 아울러, EL(전광) 표시장치, 또는 액정장치와 같이 셀을 형성하는 전극들에 유지펄스를 교대로 인가함으로써, 화면

을 표시하는 장치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플

래쉬 메모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다. 여기서, 기록매체에 저장되는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능력을 갖는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컴퓨터라는 용어도 실제 사용되는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메모리, 입출력장치, 연산장치를 구비하여 프로그램에

의하여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모든 장치를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패널을 구동한 장치의

경우에도 그 용도가 패널구동이라는 특정된 분야에 한정된 것일 뿐 그 실체에 있어서는 일종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특히, 본 발명에 의한 패널 구동 방법은, 컴퓨터상에서 스키매틱(schematic) 또는 초고속 집적회로 하드웨어 기술언어

(VHDL) 등에 의해 작성되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프로그램 가능한 집적회로 예컨대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상기 기록매체는, 이러한 프로그램 가능한 집적회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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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들이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

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 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

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

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순차주사 전극구조에서 인터레이스 주사를 구현하는 패널구동방법 및 디스

플레이 패널이 제공된다. 따라서, 영상모드에 따라 순차주사 방식 또는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을 가변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패널이, 컴퓨터 등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모니터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화율이 작은 영상이 출력

되므로 시각적으로 고해상도를 구현하되 휘도는 낮은 특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동영상을 디

스플레이하는 경우에는, 변화율이 큰 영상이 출력되므로, 휘도 특성이 중요하게 된다. PDP에 있어서 휘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유지방전에 할당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주사동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여, 유지방전에 할애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된다.

본 발명은, 제1 모드 즉 모니터 모드인 경우에는 고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순차주사 방식으로 동작하게 하고, 제2 모드

즉 동영상 모드인 경우에는 고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상에서 설명되고 도면들에 표현된 예시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실시 예들에 의해 가르침 받은 당

업자라면, 다음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 및 목적 내에서 치환, 소거, 병합 등에 의하여 전술한 실시 예들

에 대해 많은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순차주사 전극 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하여,

영상 출력 모드를 결정하는 단계;

제1 모드인 경우에는, 순차 주사 방식으로 구동하는 단계; 및

제2 모드인 경우에는,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으로 구동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구동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모드는 모니터 모드이고,

상기 제2 모드는 동영상 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구동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은,

주사전극을 둘 이상의 전극을 하나의 쌍으로 하여, 동일한 주사 펄스를 인가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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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어드레스 펄스가 인가된 후에, 상기 각 전극 쌍에 대하여, 하나의 전극에 주 유지방전 펄스를 인가하고, 다른 전극에

는 보조 유지방전 펄스를 인가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구동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은,

상기 보조 유지방전 펄스는 상기 주 유지방전 펄스보다 펄스 개수가 적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구동방법.

청구항 5.

순차주사 전극 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하여,

영상 출력 모드를 결정하는 수단;

제1 모드인 경우에는, 순차 주사 방식으로 구동하는 수단; 및

제2 모드인 경우에는,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으로 구동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모드는 모니터 모드이고,

상기 제2 모드는 동영상 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으로 구동하는 수단은,

주사전극을 둘 이상의 전극을 하나의 쌍으로 하여, 동일한 주사 펄스를 인가하는 수단; 및

상기 어드레스 펄스가 인가된 후에, 상기 각 전극 쌍에 대하여, 하나의 전극에 주 유지방전 펄스를 인가하고, 다른 전극에

는 보조 유지방전 펄스를 인가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유지방전 펄스는 상기 주 유지방전 펄스보다 펄스 개수가 적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9.

두개의 주사전극을 하나의 쌍으로 하여 동일한 어드레스 펄스를 인가하는 주사 펄스 발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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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전극 그룹에 주 유지방전 펄스를 발생하는 제1유지펄스 발생부;

제2 전극 그룹에 보조 유지방전 펄스를 발생하는 제2유지펄스 발생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구동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주사전극을 상기 제1, 제2 전극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구동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공통전극을 상기 제1, 제2 전극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구동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유지방전 펄스는 상기 주 유지방전 펄스보다, 펄스 개수가 적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구동장치.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유지펄스 발생부와 상기 제2유지펄스 발생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짝수번째 주사전극에 연결하는 제1선택부

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구동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의 변화 정도에 따라 영상모드 신호를 발생하는 영상모드 결정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1선택부는 상기 영상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유지펄스 발생부와 상기 제2유지펄스 발생부 중 하나를 선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구동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유지펄스 발생부와 상기 제2유지펄스 발생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홀수번째 주사전극에 연결하는 제2선택부

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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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의 변화 정도에 따라 영상모드 신호를 발생하는 영상모드 결정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1선택부 및 상기 제2선택부는 상기 영상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유지펄스 발생부와 상기 제2유지펄스 발생

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구동장치.

청구항 17.

제13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조작에 의하여 영상모드 신호를 발생하는 조작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1선택부 또는/및 상기 제2선택부는 상기 영상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유지펄스 발생부와 상기 제2유지펄

스 발생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구동장치.

청구항 18.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

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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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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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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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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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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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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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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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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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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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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