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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다양한 입력 신호에 대응이 가능한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전원 공급 PCB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전원을 제어하여 아날로그 타입 전원과 디지털 타입 전원을 
공급하고, 화상 구동 PCB는 전원 공급 PCB와는 별도로 배치되며, 소정의 화상을 디스플레이하며, 신호 처리 PCB는 전
원 공급 PCB와 화상 구동 PCB와는 별도로 배치되고, 화상 구동 PCB와의 실질적인 동일 평면상에 위치하며, 외부로부
터 화상 신호가 인가됨에 따라 전원 공급 PCB에 전원 공급 명령 신호를 제공하여 화상 구동 PCB의 온/오프 동작을 제
어하고, 화상 신호에 따라 화상 구동 PCB의 디스플레이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신호를 화상 구동 PCB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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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PCB부와, 신호 처리를 담당하는 PCB부와,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의 구동 및 화상 신호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PCB부를 각각 분리하여 재구성하므로써, 고주파 디지털 신호와 고전류
를 각각 별도의 PCB 내부에 한정할 수 있으므로 EMI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 고전류, 고주파, 분리, FPD, EMI, PCB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조를 회로적인 측면만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상기한 도 1의 배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상기한 도 1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기능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배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기능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기능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배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인버터 및 전원 PCB부200 : 화상 구동 PCB부

300 : 신호 처리 PCB부500 : 전원 PCB부

600 : 인버터 PCB부700 : 신호 처리 PCB부

800 : 구동 및 제어 PCB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집적에 있어서 특성이나 구조, 생
산에서 최적의 구조를 제시하여 다양한 입력 신호에 대응이 가능한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것이다.

1990년대에 CRT, LCD, PDP, EL 등의 표시소자는 각각의 표시 특성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분야로 고유 시장을 확보하
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시제품을 출시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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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3" (인치) 이하의 휴대용 화면에는 LCD가, 15 내지 20" 의 모니터 화면에서는 현재는 CRT가 우세하나 
향후 TFT LCD와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되고, 20 내지 30" 급 TV 수상기는 CRT가 당분간 대부분의 시장을 계속 
주도할 전망이나, PALCD(Plasma Addressed LCD)나 TFT LCD의 표시 특성과 가격이 유리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30 내지 40" 의 화면은 CRT와 PDP, 그리고 40" 이상에서는 직시형인 PDP와 투사형인 LCD 투영기와 CR
T 투영기 그리고 DMD 투영기가 경쟁할 전망이다.
    

또한 무기 EL은 신뢰성이 중요한 군사용 장비에서, LED는 실내와 대화면 표시 시장을 나름대로 개척하고 있으며, 유기 
EL과 FED는 차세대 표시 소자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처럼, 디스플레이 장치의 시장은 점차 보다 대화면의, 보다 콤팩트한 두께의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Flat Panel Disp
lay device)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1은 일반적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조를 회로적인 측면만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2는 상기한 도 1의 배
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3은 상기한 도 1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여기서의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는 LCD 모니터를 일례로서 설명한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LCD 모니터는 독립된 LCD 모듈(30)을 가져다가 아날로그 RGB, NTSC 등의 비디
오, 티.엠.디.에스(TMDS; Transition Minimized Differential Signaling) 등의 디지털 신호를 입력하여 스케일링(s
caling) 및 오.에스.디(OSD; On Screen Display) 추가 등의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신호 처리 PCB(20)를 장착하고, 
백 라이트(back light)를 발광하는 인버터(10)를 추가하는 구조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LCD 모니터에서는 LCD 모듈 제작 업체, 인버터 제작 업체 및 최종 모니터 제작 업체가 다르기 때문
에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LCD 모듈 제작 업체측에서 제작한 패널상에 인버터 제작 업체측에서 인버터를 부착하고, 최종 모니터 제작 업체측
에서 해당 모니터 제품을 완성하는 실정이나, 이런 구조에서 오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디지털 신호 처리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버터(Inverter) PCB, 신호 처리(Signal Processing) PCB, LCD 제
어 PCB 및 데이터(또는 소스) PCB로 분리되어, PCB 기판과 기판과의 사이를 TTL 신호 방식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E
MI의 발생이 많다. 특히 신호 처리 PCB와 LCD 제어 PCB 사이에는 고속의 신호가 전송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PC
B인데서 오는 공통전위(Ground) 레벨의 차이 때문에 EMI에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호 처리 PCB와 LCD 제어 PCB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엘.브이.디.에스(LVDS; Low V
oltage Differential Signal)를 적용하고, 쉴딩(Shielding) 및 페라이트 코어(Ferrite Core) 등을 다수 적용하지만, 
이는 제조 비용의 상승을 유발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전원 발생 블록이 화상 구동용 전원 발생부(31), 스케일러 전원 발생부(또는 DC-DC 컨버터)(24) 
및 백 라이트용 인버터(10)로 분리되어 각각의 PCB 블럭에 실장되어 있다.

동작시, 외부로부터 스케일러 전원 발생부(24)에 전원이 입력된 후 내부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21)나 화상 구동
용 전원 발생부(31)로 가기 때문에 매우 큰 전류가 케이블을 통하여 흐르게 됨으로 EMI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전원 발생 블록들이 각 PCB 블럭에 분리되어 있고, PCB 블록간 데이터 전송이 많아짐에 따라 중복 기능이 많다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PCB 블록이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으므로써 디지털 신호 및 구동 전원의 연결이 증가하여 EM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요 비용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즉, 3개 PCB를 수용하고, EMI 쉴딩을 하기 위해 구조가 추가됨으로써 최종 
제품의 두께와 무게가 증가하게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는 최종 제품 디자인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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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의 기술과 과제는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
를 중심으로 한 집적화에 있어서, 특성이나 구조 및 생산에서 최적의 구조를 갖는 다양한 입력 신호에 대응이 가능한 평
판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특징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는,

하나의 PCB상에 일체로 배치되며, 동작에 필요한 하나 이상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

상기 전원부와는 서로 다른 PCB상에 일체로 배치되며, 소정의 화상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는 화상 구동부; 및

    
상기 전원부와 상기 화상 구동부와는 서로 다른 PCB상에 일체로 배치되고, 상기 화상 구동부와는 차동 신호 인터페이
스에 의해 연결되며,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화상 신호를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에 적합한 신호 형태로 변환하여 상기 화
상 구동부에 제공하는 신호 처리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신호 처리부는, 외부로부터 그래픽 정보를 제공받
아 디지털 그래픽 신호를 출력하는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부; 상기 디지털 그래픽 신호를 상기 화상 구동부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환하고, 변환된 디지털 그래픽 신호를 출력하는 스케일링 제어부; 및 상기 변환된 디지털 그래픽 신호를 
상기 화상 구동부에 제공하는 타이밍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화상 구동부는 공통 전극 전압 발생부와, 감마 전압 발생부와, 데이터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드라이버와, 게이트 
신호를 출력하는 게이트 드라이버와, 상기 데이터 신호와 상기 게이트 신호를 제공받아 소정의 화상을 디스플레이하는 
액정 표시 패널과, 상기 액정 표시 패널의 배면에 배치된 백 라이트부를 포함하며, 상기 전원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구동하는 액정 모듈이다. 이때 전원부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전원을 제어하여 상기 액정 모듈의 백 라이트부를 구동하
기 위한 전원을 공급하고, 또한 아날로그 타입 전원을 상기 액정 모듈에 공급하며, 디지털 타입 전원을 상기 신호 처리
부 및 상기 액정 모듈에 공급한다.
    

또한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특징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는,

하나의 PCB상에 일체로 배치되며, 동작에 필요한 하나 이상의 제1 전원을 공급하는 제1 전원부;

상기 제1 전원부와는 별도로 배치되며, 동작에 필요한 하나 이상의 제2 전원을 공급하는 제2 전원부;

상기 제1 및 제2 전원부와는 서로 다른 PCB상에 일체로 배치되며, 소정의 화상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는 화상 구
동부; 및

    
상기 제1 및 제2 전원부와 상기 화상 구동부와는 서로 다른 PCB상에 일체로 배치되고, 상기 화상 구동부와는 차동 신
호 인터페이스에 의해 연결되며,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화상 신호를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에 적합한 신호 형태로 변환하
여 상기 화상 구동부에 제공하는 신호 처리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신호 처리부는, 외부로부터 그래픽 
정보를 제공받아 디지털 그래픽 신호를 출력하는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부; 상기 디지털 그래픽 신호를 상기 화상 구
동부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환하고, 변환된 디지털 그래픽 신호를 출력하는 스케일링 제어부; 및 상기 변환된 디지털 
그래픽 신호를 상기 화상 구동부에 제공하는 타이밍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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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상 구동부는 상기 제1 전원을 공급받아 구동되며, 공통 전극 전압 발생부와, 감마 전압 발생부와, 데이터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드라이버와, 게이트 신호를 출력하는 게이트 드라이버와, 상기 데이터 신호와 상기 게이트 신호를 제
공받아 소정의 화상을 디스플레이하는 액정 표시 패널을 포함하고, 상기 액정 표시 패널의 배면에 배치되어 상기 제2 
전원을 제공받아 구동되는 백 라이트 구동부를 포함하는 액정 모듈이다.

이러한 다양한 입력 신호에 대응이 가능한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하면,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PCB부와, 신호 처리를 담당하는 PCB부와,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및 화상 신호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PCB
부를 각각 분리하여 재구성하므로써, 고주파 디지털 신호와 고전류를 각각 별도의 PCB 내부에 한정할 수 있으므로 EM
I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면, 통상의 지식을 지닌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기능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는 인버터 및 전원 PCB부(100), 화상 구동 PCB부
(200) 및 신호 처리 PCB부(300)를 각각 분리하여 포함한다.

인버터 및 전원 PCB부(100)는 인버터(110), 스케일러 전원 발생부(120) 및 화상 구동용 전원 발생부(130)를 포함
하여,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전원을 제어하여 아날로그 타입 전원과 디지털 타입 전원을 화상 구동 PCB부(200)와 신호 
처리 PCB부(300)에 공급한다.

화상 구동 PCB부(200)는 인버터 및 전원 PCB부(100)와는 각각 분리 배치되며, 계조 전압 발생부(210), 구동부(22
0) 및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230)을 포함하여, 신호 처리 PCB부(300)로부터 제공되는 신호에 따라 소정의 화상을 디
스플레이한다. 만일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가 액정 표시 장치인 경우에는 액정의 공통 전극 전압(Vcom)을 발생하는 공
통 전극 전압 발생부(240)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신호 처리 PCB부(300)는 인버터 및 전원 PCB부(100)와 화상 구동 PCB부(200)와는 각각 분리 배치되며, ADC(310), 
디지털 인터페이스(320), 비디오 디코더(330), 스케일링 제어부(340) 및 타이밍 제어부(350)를 포함한다. 이때 신호 
처리 PCB부(300)는 인버터 및 전원 PCB부(100)와 화상 구동 PCB부(200)와는 동일 평면상에 배치된다.

동작시, 신호 처리 PCB부(300)는 외부로부터 화상 신호가 인가됨에 따라 인버터 및 전원 PCB부(100)에 전원 공급 명
령 신호를 제공하여 화상 구동 PCB부(200)의 온/오프 동작을 제어하고, 상기 인가되는 화상 신호를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에 적합한 신호 형태로 변환하여 화상 구동 PCB부(200)에 제공한다.

여기서 화상 구동 PCB부(200)와 신호 처리 PCB부(300)와는 차동 신호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며, 이러한 차동 신
호 인터페이스의 일단은 화상 구동 PCB부(200)와 연결되고, 타단은 소정의 컨넥터를 통해 신호 처리 PCB부(300)에 
연결될 수 있다. 물론 차동 신호 인터페이스의 일단이 화상 구동 PCB부(200)와 소정의 컨넥터를 통해 연결될 수도 있
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때 차동 신호 인터페이스의 바람직한 일례로는 알.에스.디.에스(RSDS : Reduced Swing Differential Signal) 기술
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RSDS 기술은 미국의 내셔널세미컨덕터(National Semiconductor)사에서 개발된 디지털 
인터페이스 기술로서, 기존의 TTL 버스 인터페이스 기술과 비교하여 EMI와 저소비 전력을 사용하며, 저노이즈로 인해 
EMI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배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백 라이트 구동 전원을 발생하는 인버터와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동을 위한 전원을 발생 블록을 
하나로 집적하므로써 하나의 PCB 기판 내부에서 고전류를 한정할 수 있으므로 EMI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전원을 공급하는 PCB 기판(Inverter & power PCB)을 신호 처리 기판(Signal Processing PCB)으로부터 분리
하므로써,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사이즈 및 해상도 변경에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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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로 EMI의 발생 요인인 신호 처리부를 하나의 PCB인 신호 처리 기판(Signal Processing PCB)에 집적하므로
써 EMI에 대한 대응을 보다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나 비디오 인터페이스 또는 디지털 인터페
이스를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에 따라 조합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대량 생산의 장점과 함께 다양한 커스터머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신호 처리 PCB와 화상 구동 PCB(본 발명의 도 5에서는 데이터(또는 소스) PCB)와의 연결에 있어서, 데이터 전
송을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차동 신호 인터페이스 기술인 RSDS 기술을 이용하므로써 발생되는 EMI를 저감할 수 있고, 
아울러 동작 타이밍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컨넥터로 신호 처리 PCB와 화상 구동 PCB(본 발명의 도 5에서는 데이터(또는 소스) PCB)를 쉽게 연결할 수 있
는 구조로 블록화 설계를 구현할 수 있고, 기존의 TTL 연결 방식에서는 2개의 에프.피.씨(FPC : Flexable Printed C
ircuit)를 이용한 반면, 본 발명에서는 차동 신호 인터페이스 기술인 알.에스.디.에스(RSDS; Reduced Swing Differ
ential Signal) 기술을 이용하므로 하나의 FPC의 설계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

또한 화상 구동 PCB(본 발명의 도 5에서는 데이터(또는 소스) PCB)에는 패널 특성과 매칭이 필요한 공통 전극 전압 
발생부와 계조 전압 발생부만을 배치하여 블록화 설계를 구현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PCB부와, 신호 처
리를 담당하는 PCB부와,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및 화상 신호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PCB부를 각각 분리하여 
재구성하므로써, 고주파 디지털 신호와 고전류를 각각 별도의 PCB 내부에 한정할 수 있으므로 EMI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면, 상기한 도 5에서 설명한 다양한 입력 신호에 대응이 가능한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모니터 장치나 
TV 세트 등에 적응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현하는 것을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기능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는 전원부(100), 화상 구동부(200) 및 신호 처리부
(300)를 포함하며, 여기서 설명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는 액정 표시 장치이다. 이때 신호 처리부(300)를 장착한 평
판 디스플레이 장치는 커스터머 업체측, 예를 들어 모니터 제조 업체측이나 TV 제조 업체측에서 각 특성에 맞도록 교
체하므로써 모니터 장치나 TV 세트 등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전원부(100)는 백 라이트용 인버터(110), DC-DC 컨버터(120) 및 전원 발생부(130)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제공
되는 전원을 스텝 다운(Step down) 제어하여 아날로그 타입 전원과 디지털 타입 전원을 화상 구동부(200) 및 신호 처
리부(300)에 각각 공급한다.

보다 상세히는, 백 라이트용 인버터(110)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7 내지 12V의 DC 전원을 제공받아 액정 표시 장치
의 백 라이트를 켜기 위한 12볼트의 전원으로 변환하여 백 라이트 구동부(미도시)에 제공한다.

DC-DC 컨버터(120)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전원을 제공받아 레벨 다운시켜 전원 발생부(130)에 제공한다. 이때 외
부로부터는 통상적으로 7 내지 24V의 DC 전원을 제공받아 레벨 다운시켜 5V의 DC 전원을 전원 발생부(130)에 제공
한다.

전원 발생부(130)는 LCD용 아날로그 전원 발생부(132), LCD용 디지털 전원 발생부(134)를 포함하여, DC-DC 컨버
터(120)로부터 5V로 레벨 다운된 DC 전원을 제공받고, 신호 처리부(300)로부터 제공되는 LCD 온/오프 스위칭 신호
에 따라 화상 구동부(200)를 구동하기 위한 아날로그 타입 및 디지털 타입의 전원을 화상 구동부(200)에 제공하고, 
또한 신호 처리부(300)를 구동하기 위한 전원을 제공한다.

이때 LCD용 아날로그 전원 발생부(132)는 DC-DC 컨버터(120)로부터 5V의 DC 전원을 제공받아 신호 처리부(300)
로부터 LCD 온 스위칭 신호가 입력되는 경우에 아날로그 구동 전원(AVDD)과 화상 구동용 전원(VON/VOFF)을 화상 
구동부(200)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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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CD용 디지털 전원 발생부(134)는 DC-DC 컨버터(120)로부터 5V의 DC 전원을 제공받아 신호 처리부(300)로
부터 LCD 온 스위칭 신호가 입력되는 경우에 DC 전원, 바람직하게는 3.3V의 DC 전원을 화상 구동부(200) 및 신호 처
리부(300)에 제공한다.

화상 구동부(200)는 계조 전압 발생부(210)와, 데이터 드라이버(222) 및 게이트 드라이버부(224)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모듈(220)과, 공통 전극 전압 발생부(240)를 포함하여, 전원부(100)로부터 제공되는 아날로그 타입 전원과 디
지털 타입 전원을 제공받아 소정의 화상을 디스플레이한다.

보다 상세히는, 계조 전압 발생부(210)는 LCD용 아날로그 전원 발생부(132)로부터 아날로그 구동 전원을 제공받아 
소정의 계조 전압으로 변경하여 액정 표시 모듈(220)측에 출력한다.

데이터 드라이버(222)는 LCD용 아날로그 전원 발생부(132)로부터 아날로그 구동 전원을 제공받고, LCD용 디지털 전
원 발생부(134)로부터 소정의 전압, 바람직하게는 3.3V를 제공받고, 신호 처리부(300)로부터 컬럼 제어 신호를 제공
받아 구동된다.

게이트 드라이버부(224)는 신호 처리부(300)로부터 제어 신호를 제공받고, LCD용 디지털 전원 발생부(134)로부터 
TFT 화소의 온/오프를 위한 전원을 제공받아 구동한다.

공통 전극 전압 발생부(240)는 액정 표시 패널(220)내에 위치하는 액정의 극성 반전시 기준이 되는 공통 전극 전압(
Vcom)을 액정 표시 패널에 출력하는데, 만일 액정 표시 장치가 고전압 구동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통 전극 전압
은 DC 전원이 될 수 있으나, 액정 표시 장치가 저전압 구동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주기, 바람직하게는 화상 
신호의 한 프레임을 주기로 하여 하이(high) 레벨과 로우(low) 레벨을 반복하는 전원이 될 것이다.

신호 처리부(300)는 외부로부터 DVI-D(Digital Visual Interface-Data) 입력 신호를 제공받는 TMDS 인터페이스
부(310), 외부로부터 비디오 신호나 슈퍼-비디오(Super-video) 신호를 제공받는 비디오 인터페이스부(320), 아날
로그 RGB 신호를 제공받아 디지털 변환하여 출력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330), 디지털 변환된 신호를 가
공하여 LCD 패널이 요구하는 신호로 변환 출력하는 스케일링 제어부(340) 및 타이밍 제어부(350)를 포함한다.

이때 스케일링 제어부(Scaling controller)(340)는 TMDS 인터페이스부(310), 비디오 인터페이스부(320) 및 ADC
(330)로부터 제공되는 디지털 변환된 신호를 가공하여 LCD 패널이 요구하는 신호로 변환한다.

    
일반적으로 LCD 패널은 단일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로서 노트 PC 형태의 제품이 아닌 스탠드-얼
론(Stand-alone) 방식의 제품을 위해 사용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LCD 패널이 요구하는 신호 
형태로 변환하는 중간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상기한 스케일링 제어부이다. 만일 스케일링 제
어부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낮은 해상도의 신호를 고해상도 패널상에 표시할 경우 전체 영역에 표시되지 않고 해상도
에 해당하는 일부 영역에만 표시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스케일링 제어부에서는 화면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수평적으로 샘플링 개수를 조정하는 
단순 보간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수직적으로는 라인 복제를 수행하여 화면 영역을 조정한다.

또한 화면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서 단순히 픽셀이나 라인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크기의 블록을 
단위로 해서 각 블록 전체를 참조하는 DSP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픽셀을 만들어 내는 방식을 통해 화면 영역을 조정
할 수도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기능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는 전원 PCB부(500), 인버터 PCB부(600), 신
호 처리 PCB부(700), 구동 및 제어 PCB부(800)를 각각 분리하여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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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PCB부(500)는 스케일러 전원 발생부(510) 및 화상 구동용 전원 발생부(520)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전원을 제어하여 아날로그 타입 전원과 디지털 타입 전원을 인버터 PCB부(600), 신호 처리 PCB부(700) 및 구동 및 
제어 PCB부(800)에 공급한다.

인버터 PCB부(600)는 전원 PCB부(500)와는 분리 배치되며, 전원 PCB부(500)로부터 제공되는 전원에 따라 구동되
어 액정 표시 패널의 후면에 배치되는 백 라이트를 구동한다.

신호 처리 PCB부(700)는 전원 PCB부(500)와 인버터 PCB부(600)와는 분리 배치되며, ADC(710), 디지털 인터페이
스(720), 비디오 디코더(730) 및 스케일링 제어부(740)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화상 신호가 인가됨에 따라 인버터 
PCB부(600) 및 전원 PCB부(500)에 전원 공급 명령 신호를 제공하여 구동 및 제어 PCB부(800)의 온/오프 동작을 제
어하고, 상기 화상 신호를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에 적합한 신호 형태로 변환하여 구동 및 제어 PCB부(800)에 제공한
다.

구동 및 제어 PCB부(800)는 전원 PCB부(500)와 인버터 PCB부(600)와 신호 처리 PCB부(700)와는 분리 배치되며, 
계조 전압 발생부(810), 구동부(820),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830) 및 타이밍 제어부(840)를 포함하여, 소정의 화상
을 디스플레이한다. 만일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가 액정 표시 장치인 경우에는 액정의 공통 전극 전압(Vcom)을 발생하
는 공통 전극 전압 발생부(850)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후면에 
인가되는 백 라이트부에 전원을 인가하는 인버터부와, 전원을 공급하는 PCB부와, 신호 처리를 담당하는 PCB부와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및 화상 신호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PCB부를 각각 분리하여 구성하므로써, 고주파 디지털 
신호와 고전류를 각각 별도의 PCB 내부에 한정할 수 있으므로 EMI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배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바람직하게는 액정 표시 장치의 배면(또는 후면)에 위치하는 전원 PCB와 액
정 표시 패널의 백 라이트를 구동하기 위한 인버터 PCB를 분리 구성하므로써,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사이즈 및 해상
도 변경에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EMI의 발생 요인인 신호 처리(Signal Processing) PCB를 하나의 PCB에 집적하므로써 발생될 수 있는 EMI에 
대한 대응을 보다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나 비디오 인터페이스 또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최종 
제품에 따라 조합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대량 생산의 장점과 다양한 커스터머 업체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신호 처리 PCB와 데이터(또는 소스) PCB와의 연결을 차동 신호 인터페이스, 바람직하게는 알.에스.디.에스(RS
DS; Reduced Swing Differential Signal) 기술을 이용하므로써 EMI 및 타이밍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커넥터로 신호 처리 PCB와 데이터(또는 소스) PCB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블록화 설계를 구현한다. 이때 
데이터(또는 소스) PCB에는 패널 특성과 매칭이 필요한 공통 전극 전압 발생부와 계조 전압 발생부만을 배치하여 블록
화 설계를 구현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PCB부와, 신호 
처리를 담당하는 PCB부와,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및 화상 신호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PCB부를 각각 분리하
여 재구성하므로써, 고주파 디지털 신호와 고전류를 각각 별도의 PCB 내부에 한정할 수 있으므로 EMI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상의 다양한 실시예에서는 액정 표시 장치를 위주로 설명하였으나, PDP나 FED, EL 등의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 바
람직하게는 디지털 그래픽 신호를 디스플레이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본 발명이 이용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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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
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고주파 디지털 신호와 고전류가 각각 별도의 PCB 내부에 한정되기 때문에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발생되는 EMI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신호 처리와 전력의 기능들을 각각 별도의 PCB에 모아 두었기 때문에 중복 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유사한 기능을 모아둠으로써 유사 기능의 집적화 등 추가적인 집적화에도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성과 대비하여 PCB간 연결을 줄일 수 있고, 고주파나 고전류의 연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결 케이블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상에 전원부와 신호 처리부 및 화상 구동부를 동일 평면상에 배치하므로써 종래의 평판 디스
플레이 장치의 무게나 두께보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블록만 제조 라인을 통해 완성하고, 신호 처리 블록은 각종 제
품 특성에 맞도록 설계하여 장착하므로써 최종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품 설계에 보다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의 PCB상에 일체로 배치되며, 동작에 필요한 하나 이상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

상기 전원부와는 서로 다른 PCB상에 일체로 배치되며, 소정의 화상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는 화상 구동부; 및

상기 전원부와 상기 화상 구동부와는 서로 다른 PCB상에 일체로 배치되고, 상기 화상 구동부와는 차동 신호 인터페이
스에 의해 연결되며,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화상 신호를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에 적합한 신호 형태로 변환하여 상기 화
상 구동부에 제공하는 신호 처리부

를 포함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

하나의 PCB상에 일체로 배치되며, 동작에 필요한 하나 이상의 제1 전원을 공급하는 제1 전원부;

상기 제1 전원부와는 별도로 배치되며, 동작에 필요한 하나 이상의 제2 전원을 공급하는 제2 전원부;

상기 제1 및 제2 전원부와는 서로 다른 PCB상에 일체로 배치되며, 소정의 화상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는 화상 구
동부; 및

상기 제1 및 제2 전원부와 상기 화상 구동부와는 서로 다른 PCB상에 일체로 배치되고, 상기 화상 구동부와는 차동 신
호 인터페이스에 의해 연결되며,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화상 신호를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에 적합한 신호 형태로 변환하
여 상기 화상 구동부에 제공하는 신호 처리부

를 포함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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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 항 또는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부는,

외부로부터 그래픽 정보를 제공받아 디지털 그래픽 신호를 출력하는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부;

상기 디지털 그래픽 신호를 상기 화상 구동부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환하고, 변환된 디지털 그래픽 신호를 출력하는 
스케일링 제어부; 및

상기 변환된 디지털 그래픽 신호를 상기 화상 구동부에 제공하는 타이밍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구동부는,

공통 전극 전압 발생부와, 감마 전압 발생부와, 데이터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드라이버와, 게이트 신호를 출력하는 게
이트 드라이버와, 상기 데이터 신호와 상기 게이트 신호를 제공받아 소정의 화상을 디스플레이하는 액정 표시 패널과, 
상기 액정 표시 패널의 배면에 배치된 백 라이트부를 포함하며, 상기 전원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구동하는 액정 모
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5.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부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전원을 제어하여 상기 액정 모듈의 백 라이트부를 구동하기 위한 전원을 공급하고, 또한 아날로그 
타입 전원을 상기 액정 모듈에 공급하며, 디지털 타입 전원을 상기 신호 처리부 및 상기 액정 모듈에 공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6.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구동부는,

상기 제1 전원을 공급받아 구동되며, 공통 전극 전압 발생부와, 감마 전압 발생부와, 데이터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드
라이버와, 게이트 신호를 출력하는 게이트 드라이버와, 상기 데이터 신호와 상기 게이트 신호를 제공받아 소정의 화상
을 디스플레이하는 액정 표시 패널을 포함하고,

상기 액정 표시 패널의 배면에 배치되어 상기 제2 전원을 제공받아 구동되는 백 라이트 구동부를 포함하는 액정 모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7.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부, 상기 화상 구동부 및 상기 신호 처리부는 상기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배면상의 실질적
인 동일 평면상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8.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원부, 상기 제2 전원부, 상기 화상 구동부 및 상기 신호 처리부는 상기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배면상의 실질적인 동일 평면상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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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1 항 또는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차동 신호 인터페이스는 알.에스.디.에스(RSDS; Reduced Swing Differential S
igna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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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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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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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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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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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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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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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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