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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reducing DFC(Dynamic False Contour), we 

propose a new PDP driving method by 

rearrangement of sub-fields. The proposed method 

constructs a frame using 16 sub-fields for 

expressing 256 gray levels. Although the number of 

sub-fields increases, the display time increase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8 sub-fields driving 

method. This increase in display time is achieved by 

properly using both selective writing and selective 

erasing for each sub-field.

I. 서론 

PDP(Plasma Display Panel)은 보통 1 당 60개 이

상의 임(Frame)으로 화상을 표 하며, 계조 표시

를 하여 각 임은 여러 개의 서 필드(Subfield)

로 나 어진다. 각 서 필드는 방  횟수의 비율을 다

르게 하고, 이를 조합하면 사람의 에 인식되는 빛의 

양은 시간에 따른 평균으로 첩되면서 계조를 표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조 표시를 한 서

필드의 조합이, 임 시간 동안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1처럼 인간의 에 보이는 밝기가 표

하고자 하는 계조보다 밝거나 어두워 보이는 상을

동화의사윤곽(DFC : Dynamic False Contour)라고

하며, 이러한 상을 막기 한 다양한 구동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1-5].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서 필드 배열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서 필드 배열 방법과 비교하여 동

화의사윤곽 상이 어들었음을 증명하 다. 한 일

반 으로 서 필드 개수를 증가하면 동화의사윤곽 

상을 어드는 신에 화면표시기간(Display Time)이 

어드는 반해, 제안한 서 필드 배열 방법에 선택 쓰

기 어드 스(Selective Write Addressing)방법과 선택 

지우기 어드 스(Selective Erase Addressing)방법을 

히 사용하면 서 필드 개수가 증가하여도 오히려 

화면표시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II. 제안한 서 필드 배열법

 구동 방법

기존의 ADS(Address-Display-Separated) 구동방식

은 한 임을 8개의 서 필드로 나 어 8bit 2진 조

합으로 빛의 256 계조 밝기를 표 한다. 한 서 필드

는 그림 2처럼 리셋(Reset) 구간, 어드 스(Address) 

구간, 서스테인(Sustain) 구간으로 나 어진다. 리셋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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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화의사윤곽 상, (a) 128 계조에서 127 계

조로 바뀔 때 동화의사윤곽 상에 의해 255계

조로 보일 경우, (b) 127 계조에서 128 계조로 

바뀔 때 동화의사윤곽 상에 의해 0계조로 보

일 경우.

간에는 이  서 필드의 데이터를 지워 패 의 모든 

화소를 기화 시켜주고, 어드 스 구간에는 방 시킬 

화소를 선택하여 주며, 서스테인 구간에는 선택된 화

소를 지속 으로 방 시켜 화면에 상을 표시한다. 

그림 3은 제안한 서 필드 배열 방법을 표 한 개념도

이다. 한 임 구간을 총 16개의 서 필드로 나 고 

서 필드 시간 비율을 1 - 1 - 1 - 2 - 2 - 4 - 4 - 

16 - 16 - 16 - 32 - 32 - 32 - 32 - 32 - 32으로 한

다. 그리고 첫 서 필드 이 에 리셋 구간에서 패 의 

모든 픽셀을 기화 하고, 첫 서 필드의 어드 스 구

간에는 선택 쓰기 어드 스 방법을 통해 픽셀에 데이

터를 기입한다. 그리고 첫 서 필드의 서스테인 구간

에서 빛을 방  시킨 후, 두 번째 서 필드 부터는 선

택 지우기 어드 스 방법을 통해 픽셀에 데이터를 기

입한다. 세 번째 서 필드에도 두 번째 서 필드와 같

이 선택 지우기 어드 스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기입

하는데, 선택 지우기 어드 스 방법으로 데이터를 기

입하기 해서는 서 필드 시간 비율이  서 필드와 

같아야 한다. 그림 3을 통해 를 들어 보면, 계조 36

을 표 하기 해서 여섯 번째 서 필드부터 아홉 번

째 서 필드까지 픽셀이 방 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여섯 번째 서 필드에서 선택 쓰기 방법으로 데이터를 

기입하고, 일곱 번째 서 필드에서 선택 지우기 방법

으로 데이터를 기입하면 리셋 구간을 거치지 않고 일

곱 번째 서 필드에서 빛이 방 되지 않도록 할 수 있

다. 이 후 여덟 번째 서 필드 리셋 구간과 선택 쓰기 

어드 스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기입하고, 아홉 번째 

서 필드에서 선택 지우기 어드 스 방법을 통해 계속 

방 하도록 하면 4+0+16+16=36이 되어 36번째 계조를 

표 할 수 있다. 그림 4는 1 - 2 - 4 - 8 - 16 - 32 - 

32 - 32 - 32 - 32 - 32 - 32의 비율을 갖는 기존의 

서 필드 배열 방식[5]과 1 - 1 - 1 - 2 - 2 - 4 - 4 

- 16 - 16 - 16 - 32 - 32 - 32 - 32 - 32 - 32의 비

율을 갖는 제안된 서 필드 배열 방식과 비교하여 한 

서 필드 시간(16.7ms)동안 사람의 에 보일 수 있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는 127 계조에서 

128 계조로 바뀔 때 각각 5.358ms,  6.990ms, 

10.715ms 부터 한 서 필드 시간(16.7ms)동안 보일 수 

있는 동화의사윤곽계조를 표 하고 있으며, 제안된 방

식이 기존 방식에 비하여 그 상을 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기존의 서 필드 배열 방식.

그림 3. 제안한 서 필드 배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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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27 계조에서 128 계조로 변할 때 5.358ms, 

6.990ms, 10.715ms 에서부터 (a)는 기존[5]에

서 (b)는 제안된 방법에서 한 임동안 발

생하는 동화의사윤곽 

III. 제안한 구동 방법의 화면 표시시간

기존의 12개의 서 필드 배열을 통한 구동 방식과 

제안된 16개의 서 필드 배열을 통한 구동 방식의 화

면표시구간을 계산해본 결과, 제안된 16개의 서 필드 

배열 방식이 12개의 서 필드 배열 방식에 비해 서

필드수가 4개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 1과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화면표시시간은 오히려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2서 필드 배열 방식에 모든 서

필드가 데이터 기입 시간이 긴 선택 쓰기 어드 스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입하는데 반해 제안한 16서 필

드 배열 방식은 5번의 선택 쓰기 어드 스 방식과 데

이터 기입 시간이 짧은 11번의 선택 지우기 어드 스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기입하기 때문이다. 한 12서

필드 배열 방식에서는 모든 구간에 리셋 구간이 있

지만, 16서 필드 배열 방식은 5번의 리셋 구간만 있

으면 되기 때문에 화면표시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표 1. 기존의 8 서 필드 배열 방법을 사용할 경우의 

      화면표시시간

표 2. 기존[5] 12 서 필드 배열 방법을 사용할 경우의 

      화면표시시간

표 3. 제안한 16 서 필드 배열 방법을 사용할 경우의 

      화면표시시간

IⅤ. 시뮬 이션 결과 

그림 5에서 한 서 필드시간   발생될 수 있는 동

화의사윤곽을 시뮬 이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a)는 원본이미지 이고, 그림 5 (b)는 1/4 시 에서 

기존의 1 - 2 - 4 - 8 - 16 - 32 - 64 - 128 비율을 

갖는 8서 필드 배열방식의 이미지 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c)와 그림 5(d)는 1/8시 에서 각각 1 - 

2 - 4 - 8 - 16 - 32 - 32 - 32 - 32 - 32 - 32의 비

율을 갖는 12서 필드 배열방식과 제안된 1 - 1 - 1 

- 2 - 2 - 4 - 4 - 16 - 16 - 16 - 32 - 32 - 32 - 

32 - 32 - 32 비율을 갖는 16서 필드 배열방식의 이

미지 첩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그림 5(d)가 그림 

5(c)에 비하여 동화의사윤곽 상이 확연히 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1 - 1 - 1 - 2 - 2 - 4 - 4 - 16 - 16 - 16 - 32 

- 32 - 32 - 32 - 32 - 32 비율을 갖는 16개의 서

필드 배열을 통해 동화의사윤곽 상을 일 수 있음

을 증명하 다. 한 서 필드 개수를 증가하면 동화

의 사윤곽 상을 어드는 신에 화면표시기간이 

어 드는 문제를 선택 쓰기 어드 스 방법과 선택 지우

기 어드 스 방법을 각 서 필드의 배열 치에 따라 

다르게 용하여 해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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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그림 5. 서 필드 배열방법에 따른 동화의사윤곽 상, 

(a) 원본 이미지, (b) 8 서 필드 배열방식, 

(c) 12 서 필드 배열방식, (d) 제안한 16 서

필드 배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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