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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시스템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시스템 전체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제2도는 제1도에 도시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내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제3a도는  제3j도는  제2도에  도시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  공급되는  각종  신호를  도시하는  타이밍 
챠트.

제4a도  내지  제4r도는  640×480도트의  표시  해상도를  갖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내의  각부의  신호 상
태를 도시하는 타이밍 챠트.

제5a도  내지  제50도는  640×400도트(또는  640×350도트)의  플라지마  디스플레이내의  각부의 신호상
태를 도시하는 타이밍 챠트.

제6도는  제2도에  도시한  모드판별/클록  제너레이터(115)에  공급되는  수직  동기  신호(VSYNC)  및  수평 
동기신호(HSYNC)의  극성과  이  극성  상태에  의해  판별되는 표시해상도(640×480도트/640×400도트
/640×350도트)의  관계  및  각  표시  해상도에  있어서의  제3a도  내지  제3j도에  도시한  각부의  신호 시
간폭을 도시하는 도면.

제7a도 내지 제7c도는 각각 상기 표시해상도에 있어서의 표시/비표시 영역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8도는 제2도에 도시한 캐소드 타이밍 제너레이터의 내부를 도시하는 상세블록도.

제9a도  내지  제9g도는  제8도에  도시한  블록도의  각  부에  공급되는  신호의  타이밍을  도시하는 타이밍
챠트.

제10도는 제2도에 도시한 캐소드 타이밍 신호 제너레이터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상세블록도.

제11a도  내지  제11f도는  제10도에  도시한  블록도에  있어서의  각부의  신호의  타이밍을  도시하는 타이
밍챠트.

제12a도  내지  제12d도는  제8도에  도시한  실시예에  있어서  표시기간  신호(EN  AB)를  사용하지 않을때
의 표시 위치의 어긋남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13a도  내지  13f도는  상기  표시기간신호(ENAB)를  사용한  구성과,  사용하지  않은  구성으로  그 표시
위치의 어긋난 상태의 상위를 대비하여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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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CRT(음극선관)컨트롤러                 2 : 클록 모듈

4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5 : CRT(음극선관)디스플레이

111 : 데이타 버퍼                                112 : 애노드 타이밍 제너레이터

113 : 변조 펄스 제너레이터                  115 : 모드판별/클록 제너레이터

116 : 캐소드 타이밍 제너레이터            118 : 애노드 드라이버

119 : 디스플레이 패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CRT  디스플레이  표시타이밍으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표시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
트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CRT  디스플레이의  표시제어에  있어서는  수직  동기  신호와  그  전후의  프론트포치(front 
porch)  및  백포치(back  porch)를  포함하는  수직귀선기간(0.000  8초  내지  0.0013초)이  필요하다. 한
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표시  제어에  있어서는  상기한  바와같은  큰  수직  귀선  기간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CRT  디스플레이에서는  표시  구동을  위한  표시  타이밍이 전
혀다르다.  따라서,  예를들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랩톱  타입의  퍼스널  컴퓨터에  있어서, 
CRT  디스플레이를  외부장치로서  접속할  수  있는  구성으로  했을때,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표시 드라
이브에  고유의  표시  타이밍  회로와,  CRT  디스플레이의  표시드라이브에  고유의  표시  타이밍  회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각  표시타이밍의  전화  회로가  필요해지는  것으로  해서  구성이 복잡
해 진다.

또한  CRT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프론트포치(1.27  마이크로초)와  백포치(3.8  1  마이크로초)의 커다
란  표시마진이  있으므로,  화면이  좌우  또는  상하로  약간(수  캐랙터분)어긋나도  화면  전체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표시마진이  없으므로  CRT  디스플레이와  같은  표시타이밍으로  동일 화
면을  표시했을때,  CRT  디스플레이에서는  화면이  결여되어  있지  않아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서는 
화면의 일부가 결여되어, 표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결점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CRT  디스플레이의  표시  타이밍으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표시제어할  수  있는 플
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CRT  디스플레이와  같은  표시  타이밍으로  동일  화면을  표시했을때,  CRT 디
스플레이상에  있어서  화면이  좌우  또는  상하로  수캐랙터분  어긋남이  생겨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상
에  있어서  화면  전체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하고,  다시 선택
적으로 CRT  디스플레이 장치를 접속할 수  있으며,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및  상기 CRT 디스
플레이  장치를  택일적으로  구동제어하는  CRT  컨트롤러를  구비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용  표시 
제어  장치에  있어서,  상기  CRT  디스플레이  장치용  표시타이밍  제어에  사용하며,  상기  CRT 컨트롤러
에서  출력되는  수직  동기  신호  및  이  수직동기  신호에  이어지는  백포치  기간을  검출하는  백포치 기
간  검출수단과,  상기  백포치  기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되는  백포치  기간에  의거하여,  유효 표시기
간을  설정하는  표시기간  설정  수단과,  상기  표시기간  설정수단에  설정된  표시기간에  의거하여 플라
즈마 디스플레이 장치를 표시 구동하는 표시 구동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구비하며,  또한  CRT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접속  가능한 퍼
스널  컴퓨터에  있어서,  표시기구의  구성을  간소화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구성으로  할  수 
있는  동시에  CRT  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표시용  소프트웨어(BIOS  및  응용  소프트웨어등)를 
아무런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  및  특징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  부터  명백하게 
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러의 전체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제1도에  있어서  2점  쇄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본  발명에  의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를 나
타낸다.  CRT(음극선간)  컨트롤러(1)는  CRT(음극선관)  디스플레이(5)  및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 
(4)의  표시를  제어하기  위한  각종  표시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즉,  CRT  컨트롤러(1)는  CRT 디스플레이
(5)의  표시데이타  DATA를  출력하는  타이밍을  나타내는  인에이블  신호(ENAB)를  드라이버(3)를  통해 
CRT  디스플레이(5)  및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에  출력한다.  이와같은  CRT  컨트롤러(1)로서는 예를들
면  미국  파라다이스사(Paradise)의  PVGA  1을  사용할  수  있다.  CRT  컨트롤러(1)에서  출력되는 수직동
기신호(VSYNC)와  수평  동기신호(HSYNC)는  CRT  디스플레이  (5)  및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의  표시 해
상도(이  실시예에서는  제7a도  내지  제7c도에  나타낸  640×400도트,  640×400도트  및  640×350도트의 
3종류)에  따라서  각기  제6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극성(정/부)이  변화한다.  클록모듈(2)은 드라이버

(3)를 통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에 클록신호( )를 공급한다.

제2도는 제1도에 나타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의 내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제2도에  있어서  데이타  버퍼(111)는  CRT  콘트롤러(1)에서  공급된  1화소  4비트(16계조)의  표시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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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를  연속해서  받아,  계조데이타(GD)로서  출력하는  데이타  버퍼이다.  에노드타이밍 제너레이터

(112)는 클록( )과 표시기간신호( )와  모드판별/클록  제너레이터(115)로부터의 클록

(MC)을 받아, 제4p도에 나타낸 수평 시프트 클록(HSC), 제4q도에 나타낸 래치펄스(LP)등을 
출력한다.  변조펄스  제너레이터(113)는  모드판별/클록  제너레이터(115)에서  생성된  클록(MC)을 기본
으로  하여여  변조펄스(MP)를  생성한다.  가변저항기(114)는  변조  펄스  제너레이터(113)에서  생성되는 
변조펄스(MP)의  펄스  간격을  바꾸어  전계조가  고른  휘도  조정을  한다.  모드판별/클록 제너레이터
(115)는  수직동기신호(VSYNC)와  수평동기신호(HSYNC)의  정/부  극성에서  표시  화면의  표시해상도를 
판별하여,  모드전환신호(MS)를  출력하는  동시에,  각종  내부클록(MC)을  생성한다.  캐소드  타이밍 제

너레이터(116)는  상기 표시기간신호( )와,  모드판벌/클록  제너레이터(115)에서  출력되는 수

직동기신호(VSYN  C),  수평동기신호(HSYNC),  모드  전환신호(MS  :  2비트)등을  받아,  캐소드  전극 드라
이브를 위한 스캐닝 데이타(SD), 수직 시프트클록(VSC)등의 신호를 발생한다.

캐소드  드라이버(117)는  캐소드  타이밍  제너레이터(116)에서  발생된  스캐닝데이타(SD)  및  수직 시프
트클록(VSC)을  받아,  캐소드  전극  드라이브를  위한  캐소드펄스  (CAP  0-CAP  479)를  출력한다.  애노드 
드라이버(118)는  데이타  버퍼(111)로부터의  계조  데이타(GD)와,  애노드  타이밍 제너레이터(112)로부
터의  수평  시프트  클록(HSC  )  및  래치펄스(LP)를  받아,  계조  데이타(GD)를  수평  시프트  클록(HSC)에 
의해  내부의  시프트  레지스터로  독출하고,  래치펄스(LP)에  의해  640화소의  데이타를  내부 래치회로
에  래치하면,  변조펄스(MP)에  의해  펄스폭  제어를  하여,  화소데이타의  계조에  대응한  펄스폭을  갖는 
애노드펄스(ANP  0-ANP  639)를  출력한다.  디스플레이  패널(11  9)은  캐소드  드라이버(117)에서 출력되
는  캐소드  펄스(CAP  0-CAP  479)를  받아  캐소드  전극에  받아  애노드  드라이버(118)에서  출력되는 애
노드  펄스(ANP  0-ANP  639)를  애노드  전극에  받아,  최대  표시  해상도  640×480도트  16계조로  표시 데
이타를 출력한다.

제3a도-3j도는  제2도에  나타낸  내부  구성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에  공급되는  각종  타이밍  예를 
나타낸  타이밍  챠트이다.  제3a도  내지  제3j도에  도시하는  타이밍  챠트에  있어서,  t1은  1화면주기, 
t2는  수직동기신호(VSYNC)기간,  t3은  수직귀선  기간에  포함되는  수직  백포치(제13b도의  VBP참조), 
t7은  1라인표시기간,  t5는  수직귀선  기간에  포함되는  수직  프론트포치(제13b도의  VFP  참조),  t8은 

수평동기신호(HSYNC  기간),  t9는  수평백포치(제13b도의  HBP  참조),  t10은  표시기간 신호( )

의  폭에  해당하는  유효  표시데이타폭,  t11은  수평  프론트  포치(제13b도의  HFP  참조)이다.  이들  각 
신호의  구체적인  설정시간폭은  제6도에  도시된다.  제4a도-제4r도는  제7a도에  나타낸  640×480도트의 
표시해상도를  갖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내의  각  부의  신호  상태를  나타내는  타이밍  챠트이다. 또
한  제5a도  내지  제50도는  제7b도에  나타낸  640×  400도트의  표시해상도(또는  제7c도에  나타낸 640×
350도트의  표시해상도)를  갖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내의  각부의  신호  상태를  나타낸  타이밍 챠트
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표시화면의  상하  각  40라인분의  비표시  영역에  대해,  표시  영역보다  간격이 
짧은 수직 시프트 클록(VSC)을 생성하고 있다.

제6도는  상기  모드판별/클록  제너레이터(115)에  있어서,  수직동기신호(VSYN   C)  및 수평동기신호
(HSYNC)의  극성과,  그  극성  상태에  의해  판별되는  표시해상도(64 0×480도트/640×400도트/640×350
도트)의  관계  및  각  표시해상도에  있어서  제3a도-제3e도에  표시되는  각부의  신호시간폭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또한(  )  내는  640×350의  경우의  값을  나타낸다.  이들  값은  CRT  컨트롤러(1)에  설정되는 
정수이며, 도시하지 않은 BIOS ROM에 설정되어 있다.

제7도는  상기  각  표시해상도(640×480도트/640×400도트/640×350도트)에  있어서의  표시/비표시 영
역의 관계를 나타낸다.

제7a도는  표시해상도  640×480도트,  제7b도는  표시해상도  640×400도트,  제7c도는  표시해상도 640×
350도트이다.  640×400도트  및  640×350도트  등과  같이  표시해상도가  디스플레이  패널(119)상의 물
리적인  최대  해상도보다  낮을때,  그  표시  에어리어가  항상  화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표시제어가 이루
어진다. 그리고 제7b도 및 제7c도에 있어서 사선 부분은 비표시 영역을 나타낸다.

제8도는 캐소드 타이밍 제너레이터(116)의 상세블록도이다.

제8도에  있어서  플립플롭(21)은  제9b도에  나타낸  수직동기신호(VSYNC)와  제9c도에  나타낸 표시기간

신호( )에서  제9d도에  나타낸  수직  시프트클록(VSC)의  생성  타이밍  신호(25)를  출력한다. 앤

드  게이트(22)는  플립플롭(21)에서  출력된  신호(25)와  제9a도  나타낸  수평동기신호(HSYNC)에서 제9e
도에  나타낸  수직  시프트  클록(VSC)을  생성한다.  플립플롭(23)은  수직동기신호(VSYNC)와 표시기간신
호(ENA  B)에서  제9f도에  나타낸  스캐닝  데이타(SD)의  생성  타이밍  신호(26)를  생성한다. 플립플롭
(F/F)(24)은  F/F(23)에서  출력된  신호(26)와  앤드게이트(22)에서  출력된  수직  시프트  클록(VSC)에서 
제9g도에 나타낸 스캐닝 데이타(SD)를 생성한다.

그리고,  애노드  타이밍  제너레이터(112)에  대해서도  그  내부  구성은  제8도에  나타낸  구성과  같으며, 
제8도에  있어서  수직동기신호(VSYNC)를  수평동기신호(HSYN  C)에,  수평동기신호(HSYNC)를 클록(CLK)

으로 각기 치환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제10도는 캐소드 타이밍 제너레이터(116)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

제8도에  나타낸  실시예에서는 표시기간신호( )를  사용하여  수직  시프트클록(BSC)  및 스캐닝

데이타(SD)를  생성하고  있다.  제10도에  나타낸  실시예에서는  제11b도에  나타낸 수직동기신호(VSYC
N)와  제11a도에  나타낸  수평동기신호(HSYN  C)에서  제11e도에  나타낸  수직  시프트  클록(VSC)  및 제
11f도에 나타낸 스캐닝 데이타 (SD)를 생성한다.

제10도에  있어서,  카운터(31)는  수직동기신호(VSNC)와  수평동기신호(HSYN  C)에서  11c도에  나타낸 표
시기간의  타이밍  신호(35)를  생성한다.  플립플롭  F/F(32)은  카운터(31)에서  생성한  신호(35)와 수직
동기신호(VSYNC)에서,  수직동기신호(V  SYNC)  발생후의  최초의  표시기간의  타이밍  신호(35)를 뽑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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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직  시프트클록(V  SC)  및  스캐닝  데이타(SD)  생성을  위한  타이밍  신호(36)(제11d도)를 생성한
다.  앤드  게이트(33)는  플립플롭(32)에서  만들어진  신호(36)와  수평동기신호(HSYNC)에서  수직 시프
트 클록(VSC)을 생성한다.

플립플롭(F/F)(34)은  F/F(32)에서  만들어진  수직  시프트  클록(VSC)에서  제11f도에  나타낸  스캐닝 데
이타(SD)를 생성한다.

제12a도  내지  제12d도는 표시기간신호( )를  사용하지  않을때의  표시위치의  어긋남을 설명하

기  위한  도면이다.  제12a도는  수평동기신호(HSYNC)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때,  제12b도는 수평동기
신호가  어긋났을때의  각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수평동기신호(HSYNC)의  어긋남에  의해 제
13c도  및  13d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CRT  디스플레이(5)의  화면상에  있어서는  표시위치의  어긋남이 
약간  생기더라도  표시데이타의  일부가  결여되는  일은  없지만(제13d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의 
화면상에  있어서는  표시위치의  어긋남이  약간  생기더라도  표시데이타의  일부가  절여되어 버린다(제

13c도  참조).  이것에  대해서  상기 표시기간신호( )를  사용했을때는  유효  표시기간이 지정되

며,  유효한  표시데이타와  표시타이밍의  동기가  취해지므로,  제13e도  내지  13f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CRT  디스플레이(5)의  화면상에  있어서는  표시위치의  어긋남이  없고,  항상  정상적인 표시위치
상에서 데이타 표시가 가능해진다.

제13a도  내지  13f도는 표시기간신호( )를  사용한  구성과  사용하지  않는  구성으로  그 표시위

치의 어긋난 상태의 차이를 대비하여 나타낸다.

제13a도는  통상  상태에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의  표시예,  제13b도는  CRT  디스플레이(5)이 표시

예,  13c도는 표시기간신호( )를  사용하지  않는  구성이며,  수평동기신호(HSYNC)의  어긋남에 

수반하는  표시위치의  어긋남이  생겼을때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의  표시예(파선부분이 표시데이타

가  결여된  부분),  제13d도는  CRT  디스플레이(5)의  표시예이다.  제13e도는 표시기간신호( )를 

사용한  구성이며,  수평동기신호(HSYNC)의  어긋남에  수반하는  표시  위치가  어긋났을때의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의 표시예(표시데이타의 결여가 없다) 및 제13f도는 CRT 디스플레이의 표시예이다.

다음에 제1도 내지 제13f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및 제2의 실시예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CRT  컨트롤러(1)로부터는  CRT  디스플레이(5)의  표시타이밍으로  생성된,  수직동기신호(VSYNC), 수평

동기신호(HSYNC)  및 표시데이타( )등이  드라이버(  3)를  통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  및 

CRT  디스플레이(5)에  공급된다.  이때,  수직동기신호(VSYNC)와  수평동기신호(HSYNC)는  제7a도  내지 
제7c도에  나타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의  표시해상도(640×480도트/640×400도트/640×350도트)에 
따라  각각  극성(정/부)이  제6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변화한다.  바꾸어  말하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4)의  표시해상도에  따라서,  HSYNC와  VSYNC의  극성을  바꾸도록  CRT  컨트롤러(1)가  미리  설계되고 있
다. 또한 CRT 컨트롤러(1)로부터 드라이버(3)를 통해 프라즈마 디스플레이(4)에 표시데이타

( )의  유효  표시  기간을  지정하는 표시기간신호( )가  공급되는  동시에, 클록모듈

(2)에서 드라이버(3)를 통하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에 클록신호(CLK)가 공급된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는  CRT  디스플레이(5)의  표시  타이밍으로  생성된  각  신호를  받고,  이  신호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패털(119)을 구동한다.

상기  1화소  4비트(16계조)의  표시데이타(DATA)는  데이타  버퍼(111)를  통하여  계조데이타(GD)로서 애
노드 드라이버(118)에 송출된다.

애노드  타이밍  제너레이터(112)는  클록(CLK)과 표시기간신호( )와  모드판별/클록 제너레이터

(115)로부터의  클록(MC)을  받아,  수평  시프트  클록(HSC),  래치펄스(LP)등을  생성하고,  애노드 드라
이버(118)에 출력한다.

변조펄스  제너레이터(113)는  모드판변/클록  제너레이터(115)에서  생성된  클록(MC)을  바탕으로 변조
펄스(MP)를  생성하여,  애노드  드라이버(118)에  출력한다.  이때  변조펄스  제너레이터(113)에서 생성
되는  변조펄스(MP)의  펄스  간격은  휘도  조정용  가변  저항기(114)에  의해  전계조를  균일하게  휘도 조
정을 실행할 수 있다.

모드판별/클록  제너레이터(115)는  수직동기신호(VSYNC)와  수평동기신호(H  SYNC)의 정/부극성(제6
도)에서  표시화면의  표시해상도(제7도)를  판별하고,  모드  전환신호(MS)를  출력한다.  즉 모드판별/클
록  제너레이터(115)는  수직동기  신호(VSYN  C)와  수형동기신호(HSYNC)가  모두  부극성일때,  제7b도에 
나타낸  640×480  도트의  표시해상도라는  것을  판단한다.  수직동기신호(VSYNC)가  정극성  이고 수평동
기신호(  HSYNC)가  부극성일때,  제7b도에  나타낸  640×400도트의  표시해상도임을  판단한다. 수직동기
신호(VSYNC)가  부극성이고  수평동기신호(HSYNC)가  정극성일때,  제7c도에  나타낸  640×350  도트의 표
시해상도임을  판단하여,  그  판단  결과에  따른  모드전환신호(MS)를  수직동기신호(VSYNC)  및 수평동기
신호(HSYNC)를 캐소드 타이밍 제너레이터(116)에 송출한다.

캐소드  타이밍  제너레이터(116)는 표시기간신호( )와  모드판별/클록제너레이터(115)에서 출

력되는  수직동기신호(VSYNC),  수형동기신호(HSYNC),  모드전환신호(MS  :  2비트)등을  받아, 디스플레
이패널(119)의  캐소드  전극을  드라이브하기  위한  스캐닝  데이타(SD)(제4c도  및  제5c도)  및  수직 시
프트 클록(VSC)(제4b도 및 제5b도)등의 신호를 생성하여, 캐소드 드라이버(117)에 송출한다.

캐소드  드라이버(117)는  캐소드  타이밍  제너레이터(116)에서  발생된  스캐닝  데이타(SD)  및 수직시프
트클록(VSC)을  받아,  캐소드  전극  드라이브를  위한  캐소드  펄스(CAP  O-CAP  479)(제4d도-제4g도  및 
제5d도-제5k도 참조)를 출력한다.

제8도는  캐소드  타이밍  제너레이터(116)의  내부구성을  나타낸다.  제9b도에  나타낸  VSYNC  신호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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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제9d도  및  9e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플립플롭(F/F)(21)  및  F/F(26)의  각  출력  Q는  하강한다. 
F/F(25)으리  출력  Q는  앤드게이트(22)의  한쪽의  입력에  공급된다.  이  결과,  제9e도에  나타낸 바와같
이 F/F(25)의 Q 출력이 로우레벨인 기간을 VSC 신호는 출력되지 않는다.

제9c도에 나타낸 가  F/F(21)의  CLK  입력단자  및  F/F(23)의  CLK단자에  인가된다.  이  때문에 

제9f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신호의  하강으로,  F/F(26)의  Q출력이  하이레벨의  됨과  동시에 

제9d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신호의  하강으로  F/F(21)의  Q  출력이  하이레벨이  된다. F/F(2

6)의  Q  출력(하이레벨)은  F/F(24)의  CLK단자에  인가되므로  F/F(24)는  제9g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SD 
신호를  상승시킨다.  또한  F/F(25)의  Q  출력이  앤드게이트(22)의  한쪽에  입력되므로,  제9e도에 나타
낸  바와같이  VSC  신호가  출력된다.  이  하이레벨  VSC  신호는  F/F(24)의  CLR  단자에  공급되므로 제9g
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SD 신호가 하강한다.

이와같이 하여 신호에  의해  수직귀선  기간과  유효  표시기간이  구분되고, 표시데이타(스캐

닝 데이타)가 추출된다.

한편  애노드  드라이버(118)는  데이타  버퍼(111)로  부터의  계조데이타(GD)와,  애노드  타이밍 제너레
이터(112)로  부터의  수평  시프트  클록(HSC)  및  래치펄스(LP)와,  변조펄스  제너레이터(113)로부터의 
변조펄스(MP)를  받아,  계조데이타(GD)를  수평  시프트  클록(HSC)에  의해  내부의  시프트  레지스터에 
독출하고,  래치럴스  (LP)에  의해  640  화소의  데이타를  내부  래치회로에  래치하고,  변조펄스(MP)에 
의해  펄스폭  제어를  하며,  화소  데이타의  계조에  따를  펄스폭을  갖는  애노드  펄스(ANP  O-ANP  639)를 
출력한다.

디스플레이패털(119)은  캐소드  드라이버(117)에서  출력되는  캐소드  펄스(CA  P  O-CAP  479)를  캐소드 
전극에  받으며,  애토드  드라이버(118)에서  출력되는  애노드  펄스(ANP  O-ANP  639)를  애노드  전극에 
받아서, 최대 표시 해상도 640×400도트 ·16계조로 표시데이타를 출력한다.

제3a도  내지  제3j도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에  공급되는  각종  신호의  타이밍예를  나타낸  타이밍 
챠트이며,  각  표시해상도(640×480도트/640×400도트/640×35  0도트)에  따라  제6도에  나타낸 바와같
이 설정시간폭이 상이하다.

표시해상도  640×470도트(제7a도  참조)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내의  각부의  신호  상태를  제4a도 
내지  제4r도에  나타내며,  표시해상도  640×400  도트(제7b도  참조)시  (또는   640×350  도트(제7c도 
참조시)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내의  각부  신호  상태를  제5a도  내지  제5o도에  나타낸다.  그리고( 
)내는  640×350  도트의  표시해상도에  대응하는  값이다.  제5a도  내지  제50도에  있어서는  상하  각 40
라인분(또는  65라인분)의  비표시  영역(제7b도,  제7c도에  나타낸  사선부분)에  대해  표시영역  보다 간
격이  짧은  수직  시프트클록(VSC)를  생성하고,  표시  영역의  동작  타이밍이  압박되지  않도록  하고 있
다.  그리고,  이  실시예에서는  제6도로  부터도  알  수  있듯이  표시해상도  640×  480  도트(제7a도 
참조)의  1화면  주기  t1에  대해  표시해상도  640×400  도트(제7b도)  및  640×350  도트(제7c도  참조)의 
1호면  주기  t1은  짧으며,  이  예에서는  표시해상도  640×480  도트일때  1초간에  60화면인데  대해 표시
해상도  640×400  도트  및  640×  350  도트일때  1초간에  70화면이다.  이것은  CRT디스플레이(5)의  표시 
타이밍이 합치되고 있다.

또한  여기서는  640×400  도트  ,  640×350  도트등,  표시해상도가  디스플레이패널(119)상의  물리적인 
최대해상도보다  낮을때  그  표시  에어리어를  항상  화면  중앙에  위치시키도록  제6도에  나타낸  각종 정
수가 설정되어 있다.

제10도  및  제11a도  내지  제11f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캐소드  타이밍  제너레이터의  구성 
및 타이밍 챠트를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서는  표시기간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동기신호(VSYNC)와  수평동기신호(HSYNC)에서 
수직 시프트 클록(VSC) 및 스캐닝 데이타(SD)를 생성하고 있다.

즉,  제11b도에  나타낸  VSYNC  신호가  카운터(31)  및  F/F(32)의  각  CLR단장에  공급되는  동시에, 제11a
도에  나타낸  HSYNC  신호가  카운터(31)의  CLR단자에  공급되고,  다시  앤드게이트(33)의  한쪽의  입력에 
공급된다.  이  결과  제11c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카운터(35)의  출력은  VSYNC의  하강으로  하강되고, 
HSYNC  신호를  카운터  한다.  소정수(제6도에  나타낸  t3(수직백포치)의  기간,  즉  640×480의  경우 
32H(1H=32msec),  640×400의  경우  34H,  640×350의  경우  59H)를  카운트하면,  카운터는  캐리신호를 
F/F(32)의  CLK입력단자에  공급한다.  이  결과  제11d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F/F(36)의  Q  출력  신호는 
VSYNC의  하강으로  하강되며,  카운터(35)의  출력의  상승으로  상승한다.  F/F(36)의  하이레벨의  신호는 
앤드게이트(33)의  다른쪽  입력단자  및  F/F(34)의  CLK입력단자에  공급된다.  이  결과,  제11f도에 나타
낸  바와같이  F/F(34)의  Q  출력인  SD  신호가  상승하는  동시에  HSYNC의  주기분만큼  뒤겨서 앤드게이트
(33)에서  제11e도에  나타낸  VSC신호가  출력됨과  동시에,  VSC의  최초의  클록이  F/F(34)의  CLR  단자에 
공급되므로,  제11f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SD신호가  하강한다.  이와같이  하여  수직동기신호에 연속되
는 백포치의 기간이 카운터(35)에 의해 검출된다.

이 표시기간신호( )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표시위치의  어긋남을  제12a도  내지  제12d도  및 제

13a도  내지  제13f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수평동기  신호(HSYN  C)가  제12a도  및  제12b도에  나타낸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12c도  및  제12d도에  나타낸  상태로  어긋났을때,  제13c도  및  제13d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CRT  디스플레이(5)의  화면상에  있어서는  표시위치의  엇갈림이  약간  생겨도  표시데이타의 
일부가  결여되는  일은  없지만(제13d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의  화면상에  있어서는  표시외치가 약
간  어긋나더라도  표시데이타의  일부가  결여된다(제13c도).  이것에  대해  상술한  일실시예와  같이 표

시기간신호( )를  사용했을때는  유효  표시기간이  지정되고,  유효한  표시데이타와 표시타이밍

의  동기가  취해지므로  제13e도  및  제13f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CRT  디스플레이(5)의  화면상에 있어서
는  표시위치가  약간  어긋나도(제13DEH),  플라즈마  디스플레이(4)의  화면상에  있어서는  표시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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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나지 않아 항상 정상적인 표시위치상에 데이타 표시가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및  선택적으로  접속되는  CRT  디스플레이를  구비하여,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
이  및  CRT  디스플레이를  구동  제어하는  CRT  컨트롤러를  구비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CRT  디스플레이의  표시타이밍에서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구동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구동수단은  상기  CRT  디스플레이의  표시  타이밍  제어에 
사용되어,  수직동기 신호 및  상기 수직 동기 신호에 따른 백포치 기간을 검출하는 백포치 기간 검출
수단(31)과  ;  상기  백포치  기간  검출수단(31)에  의해  검출된  백포치  기간을  기초로하여  유효 표시기
간을  설정하는  표시기간  설정수단(32)과  ;  상기  표시시간  설정수단(32)에  의해  설정된  표시  기간을 
기초로  하여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표시  구동하는  표시구동수단(제2도)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구동수단은  상기  CRT  디스플레이의  표시  타이밍  제어에 
사용되어,  상기  CRT  컨트롤러로  부터  출력되는  수직동기  신호  및  유효  표시기간으로부터  상기 수직
동기신호에  따른  백포치를  포함하는  수직  귀선소거  기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표시제어  신호를 발생하
는  표시  제어  신호  발생수단(1)과  ;  상기  표시  제어  신호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된  표시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표시  전극을  구동하는  표시  구동수단(제2도)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CRT  컨트롤러는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로  상이한  표시  해상도와 대응하
여  서로  다른  타이밍  신호를  발생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CRT  컨트롤러는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로  상이한  표시해상도와 대응하
여  서로  다른  타이밍  신호를  발생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시스템.

청구항 6 

선택적으로  접속되는  CRT  디스플레이를  구비하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및  CRT  디스플레이를  구동 
제어하는  CRT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방법에  있어서,  CRT  디스플레이의 
표시타이밍으로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
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단계는  상기  CRT  디스플레이의  표시타이밍  제어를  실행하기  위하여 수직
동기  신호에  따른  수직동기  신호  및  백포치  기간을  검출하는  단계와  ;  상기  백포치  기간을  기초로 
하여  유효  표시  기간을  설정하는  단계와  ;  상기  표시기간을  기초로  하여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를 디스플레이 구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단계는  상기  CRT  디스플레이  표시  타이밍  제어를  실행하기  위하여,  상기 
CRT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되는  수직동기  신호  및  유효  표시  기간으로부터  상기  수직동기  신호에  따른 
백포치를  포함하는  수직  귀선소거  기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표시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 상
기  발생된  표시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표시  전극을  구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CRT  컨트롤러는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로  상이한  표시  해상도와 대응하
여  서로  다른  타이밍  신호를  발생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CRT  컨트롤러는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로  상이한  표시  해상도와 대응하
여  서로  다른  타이밍  신호를  발생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컨트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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