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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액티브 매트릭스 패널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즉 주변에 구동회로를 직접화한 액티브 매트릭스 패널을 나타낸도. 제2A도
내지 제2F도는 제 1 도에 있는 구동회로의 상세한 구성예를 나타낸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게이트선, 복수의 소스선 및 박막 트랜지스러를 갖춘 화소 매트릭스가 형성된 제 1 의 투명기판
라 제 1 의 투명기판에 대향 배치된 제 2 의 투명기판과 제1 및 제 2 투명기판간에 설치된 액정에서 이
루는 액티브 매트릭스 패널에 있어서, 제 1 투명기판상에 실리콘 박막에 의한 상보형 박막 트랜지스터에
서 이루는 게이트선 구동회로 및 실리콘 박막에 의한 상보형 박막 트렌지스터에서 이루는 소스선 회로의
적어도 한쪽을 구비하고, 상기 화소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는 상기 게이트선 구동회로 내지 소
스선 구동회로를 구성하는 P형 박막 트랜지스터 및 N형 박막 트렌지스터중의 한쪽과 동일의 단면 구조를
가지는 깃을 특징으로 하는 엑티브 매트릭스 패널.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선 구동회로 및 상기 소스선 구동회로는 상보형 박막 트렌지스터에 의한
스타팅 시스트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패널.
청구항 3
제 1 또는 2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선 구동회로 및 소스선 구동회로는 P형 및 N형 박막 트랜지스터에
서 이루고 상기 P형 박막 트렌지스터는 소스영역 및 드레인 엉역에 억셉터 불순물을 포함하고, 상기 N형
박막 트랜지스터는 소스영역 및 드레인 영역에 억셉터 불순물과 그 억셉터 불순물 보다도 고농도의 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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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패널.
청구항 4
제 1
에서
박막
물을

또는 2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선 구동회로 및 소스선 구동회로는 P형 및 N형의 박막 트렌지스터
이루며, 상기 N형 박막 트렌지스터는 소스영역 및 드레인 영역에 도너불순물을 포함하고, 상기 P형
트랜지스터는 소스영역 및 드레인 영역에 도너 불순물과 도너 불순물 보다도 그농도의 억셉터 불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엑티브 매트릭스 패널.

청구항 5
제 1 또는 2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선 구동회로 및 소스선 회로를 구성하는 P형 및 N형의 박막 트렌
지스터의 게이트 길이는 상기 화소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박막 트렌지스터의 게이트 길이보다도 짧게 형
성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엑티브 매트릭스 패널.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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