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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전기광학장치

[도면의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상보형  TFT(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s)를  이용한  액티브형 표
시장치의 회로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상보형 TFT를 이용한 다른 액티브형 표시장치의 회로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상보형 TFT를 이용한 또다른 액티브형 표시장치의 회로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형 표시장치 구동 신호파형도.

제5도는 종래의 액티브형 액정표시장치의 회로도.

제6도는 제1도에 도시된 액정표시장치의 한쪽 기판 예를 도시한 평면도.

제7도는 제2동에 도시된 액정표시장치의 한쪽 기판 평면도.

제8도는 제3도에 도시한 액정표시장치의 한쪽 기판 평면도.

제9도는 상보형 TFT를 이용한 4×4액티브형 액정 장치의 회로도, 

제10도는 본 발명의 구동 신호파형과 그 타이밍 챠트의 예시도.

제11도는 본 발명의 구동 신호파형과 그 타이밍 차트의 다른 예시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구동 신호파형과 그 타이밍 챠트의 또다른 예시도.

제1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  사용된  상보형  TFT(C/TFT)의  제작공정을  단계별로 나타내
는 단면도.

제14도는 종래의 분산형 액정의 전기광학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도.

제15도는 종래의 TFT를 이용한 액정 전기광학 장치의 종단면도.

제1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상보형 TFT를 이용한 액티브형 표시장치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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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도는 본 발명에 따른 TFT를 이용한 액티브형 표시장치의 회로도.

제18도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형 표시장치의구동 신호파형도.

제19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상보형 TFT를 이용한 액티브형 표시장치의 회로도.

제20도는 제1도에 도시한 액정표시장치의 한쪽 기판의 또 다른 예의 평면도.

제2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한쪽 기판의 평면도.

제2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한쪽 기판의 평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기광학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액정  전기광학장치는  네머틱(nematic)  액정을  이용한  TN형,  STN형의  액정  전기광학장치, 강
유전성(强誘電性) 액정 전기광학장치 그리고 분산형 액정 전기광학장치가 알려져 잇다.

분산형  액정  전기광학장치의  한쌍의  기판  사이에는,  고상(固相:solid  phase)  폴리머와  고상 폴리머
에  의해  입자상태(粒狀)  또는  해면상태(海綿狀)로  분산된  네머틱,  콜레스테릭  또는  스매틱  액정으로 
이루어진 액정 층이 끼워진다. 끼워진 액정은 입자 또는 스폰지상태로 유지된다.

이  액정  층의  제작방법으로서는  액정의  캅셀화(encapsulated)에  의해  폴리머중에  액정을  분산시켜, 
그  폴리머를  필름  또는  기판상에  박막으로서  형성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캅셀화 물질
로서는 제라틴, 아라비아고무, 폴리비닐 알콜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들  기술에서는  폴리비닐  알콜로  캅셀화되고  박막내에서  정(正)의  유전이방성(誘電異方性)을 나타
내는  액정  분자는  전계(電界)의  존재하에서  전계방향으로  배열된다.  액정  굴절율과  폴리머의 굴절율
이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이  발현된다.  반면에,  전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액정  분자는  주어진 
방향으로  배열되지  않고  임의의  여러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액정의  굴절율이  폴리머의 굴절율
과  차이가  생겨,  입사빛은  산란되어  빛의  투과를  방해하고,  뿌옇게  흐려진다.  이와같이  캅셀화된 액
정 분자들은 박막 폴리머에 분산된다.

상기의   예  외외에,  몇가지가  알려져  잇다.  예를  들면,  액정  재료가  에폭시수지내에  분산된  것, 또
한  액정과  광경화물질과의  상분리(相分離)를  이용한,  3차원으로  연결된  폴리머  분자내에  액정을 넣
은  것등이  알려져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이들  액정  전기광학장치를  총칭해서  분산형  액정 전기
광학장치라고 한다.

분산형  액정  전기광학장치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로,  액정의  존재영역,  예를  들어 캅셀형이
면,  캅셀의분산정도,  폴리머를  이용하는  형에서는,  공간부분의  분산정도이다.  여기에서  이들의 편차
가  클  경우,  액정  조성물의  평균적  전기광학  특성에  있어  급준성(急畯性:steepness)이  악화되고, 소
위 구동을 위한 한계값(threshold value)이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결점이 초래된다.

제14도는 분산형 액정의 위에 언급한 대표적 광학 특성을 나타낸다.

이를  해결하는  한  수단은,  액티브  소자로  불리는  박막  트랜지스터(TFT)를  이용함으로서  한계값을 결
정하는 것이나. 이것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 하겠다.

통상  n채널  TFTS가  분산형  액정에  이용된다.  채널형  TFT  또는  P채널형  TFT의  어느쪽  하나로 구동시
켰던  경우,  오프(OFF)시의  누전  전류를  낮출  수  없어,  액정  소자의  용량성분은  병렬로  독립된 용량
소자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제15도는 대표적이 단일 채널의 TFT를 이용한 액정 장치의 구조도이다.

TFT를  이용한  액티브형  액정  전기광학장치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TFT에는 아모르퍼스
(amorphous)  또는  다결정  구조의  반도체를  이용해서,  한  개의  화소(pixel)에  P형  또는  N형의  어느 
한쪽의 도전형(導電型)만의 TFT를 이용한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N채널형 TFT(NTFT)를 화소에 직렬로 연결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를 제5도에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액정  전기광학장치는  480×640,  또는  1260×960의  매우  많은 화소
를 가지고 있다.

제5도에서는  이들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2×2매트릭스  배열로 
나타내고  있다.  복수의  게이트선 G1 , G2 와  복수의  신호선 D1 , D2 를  직교시켜  배치하고,  그  매트릭스 

형태의  교차부에  화소표시소자를  설치하고  있다.  이  화소표시소자는  액정부(82)와  TFT부(81)로 구성
되어  있다.  각각의  화소에  대해서  주변회로(86,87)에서  신호를  가해서  소정의  화솔  선택적으로 온
(ON)  또는  오프(OFF)해서  표시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액정  전기광학장치를  제작해서  표시시킨 
경우,  각  TFT로부터의  출력 전압(VLC ,)(80),또는  액정에  있어  입력전압은  종종  1(고)이  되어야  할  때 

1(고)이  되지  않고  또한  역으로0(저)이  되어야  할  때  0(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화소에  신호를 
가하는 스위칭(Switching) 소자, 즉 TFT의 특성에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화소  전극에  충전과  방전상태에  전기특성상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액정
(82)은  그  동작에  있어서  본래  절연성이고,  또한  TFT가  오프(oFF)시에  액정 전위(VLC ,)는 부유

(floating)  상태가  된다.  이  액정(82)은  동일한  값의  캐퍼시터(capacitor)이므로  그곳에  축적된 전
하에 의해 (VLC,)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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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액정이 RLC,로 비교적 작은 저항이 되거나 먼지나 이온성 불순물의 존재에 의해 

누전되거나,  또는  각  TFT의  게이트 절연막의 핀  홀(pin  hole)에  의해 RLC ,(85)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전하가  누출되어, (VLC ,)는  의도된  값을  갖지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  때문에 

하나의  패널중에  20만~50만개의  화소를  가지는  액정  전기광학장치에서는  고수득율을  성취할  수 없다
는 문제가 있었다.

액정(82)으로서  TN(twisted  nematec)액정이  이용되는  경우  그액정의  배향을  위해  각각의  전극위에 
러브된(rubbed)배향막을  설치했다.  이  러빙공정때문에  정전기가  발생되고,  약한  절연파괴가 일어나
고,  그결가  인근  화소와의  사이  또는  인근  도서과의  사이에  누전이  일어나고,  또한,  게이트 절연막
이 약한 곳에서 누전되거나 한다.

액티브형의  액정  전기광학장치에  있어서는,  액정  전위(즉,  액정에  대한  입력전압)를  1프레임중에 항
상  초기값(初期값)과  같은  소정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활성장
치가  종종  기능  장애이며,  1프레임부중에  초기값을  항상  유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인가신호에 
의해  액정이  구동될  경우,  액정에  가해지는  전압이  +또는  -의  어느  한쪽에  편향된  경우, 전기분해등
이 발생하고, 액정,물질이 분해, 변성되어 표시가 만족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가하는  신호를  교류화하여  액정  재료에  가하는  전압에  편향이 발생
하지 않게 하지만, 이 교류화 신호가 매우 복잡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바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류마진을  크게  하는  즉,  응답속도를 크
게하며,  또한  각  픽셀에 인가되는 입력전압.  즉  액정  전위 (VLC ,)가  1,0으로  충분히 안정되게 유지되

어 1프레임중에 그 전위수준이 표류하지 않게 한 전기광학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액정 분자의 불균일한 분산을 보상하는 액티브 소자의 작동에 의해 원
하는 한계값이 고정되는, 넓은 기판을 갖는 분산형 액정 타입의 전기광학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은  최소한  하나는  투명한  한쌍의  기판과,  투명고체와  액정  물질로  이루어져 
상기기판  사이에  배치된  액정  충과  최소한  하나의  화소로  이루어져,  상기  화소는  상기 기판들중의하
나의내부에 구비된 n채널형 트랜지스터와 P채널형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상보형 트랜지스터를 
가지며,  상기  기판들중  하나의  내부에  구비된  전극은  n채널형  트랜지스터와  P채널형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상보형  트랜지스터를  가지며,  상기  기판들중  하나의  내부에  구비된  전극은  n채널형 트랜지스
터의  드레인  또는  소스부의  하나와  P채널형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또는  소스부의  하나와  접속되며, 
그것의  한쌍의  행(row)제어선은  상기  n채널형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또는  소스부의  다른  하나와  상기 
P채널형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또는  소스부의  다른  하나와  접속되며,  열(column)제어선은  상기 채널
형  트랜지스터와  p  채널형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부와  접속되는  전기광학장치를  제공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

또한  그  구동방법으로서는,  상기  행제어선에  전기적  신로를  인가하고,  상기  행제어선에  상기  전기적 
신호를 인가하는 동안 상기 열제어선에 전기적 신호를 인가함으로서 상보형 TFT를 구동한다.

본  발명은  전기광학장치의  화소전극에  형성된  절연게이트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채널영역에  산소와 
같은  스포일링  불순물을  첨가하여  채널  영역의  감광성이  의도적으로  손상되어  절연게이트  전계효과 
트랜지스터가 오프시 감광성에 의한 누설 전류를 감소시켜 전기광학장치의 질이 개선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절연표면을  갖는  기판,  상기  기판상에  설치된  화소전극,  상기  화소전극에  설치된 
제1의  절연게이트형  트랜지스터  및,  상기  기판상에  설치된  주변회로를  구성하는  제2의  절연게이트형 
트랜지스터를  갖는  전기광학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절연게이트형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을 구성하
는반도체층에  포함되는  산소의  농도는  상기  제2의  절연게이트형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을  구성하는 반
도체층에  포함된  산소의  농도보다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학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절연표면을  갖는  기판,  상기  기판상에  설치된  화소전극,  상기  화소전극엔  설치된 
제1의  절연게이트형  트랜지스터  및  상기  기판상에  설치된  주변회로를  구성하는  제2의  절연게이트형 
트랜지스터를  갖는  전기광학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절연게이트형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을 구성하

는 반도체층에 포함된 산소의 농도는 4×10
19
 내지 4×10

20
 원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거나,  상기 제

2의  절연게이트형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을  구성하는  탄도체중에  포함된  산소의  농도는 7×10
19
 원자/

㎤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학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유리기판,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  다수의  화소전극:  상기  기판상에 형성되
고,  상기  화소전극에  연결된  다수의  박막  반도체장치,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  박막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주변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주변회로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주변회로를 포
함하고,  상기  주변회로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들은  15㎝-300㎠/V.S의  전자이동도와 100-200㎠/V.S
의  전공이동도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  채널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활성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장치를 제
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유리기판,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  다수의  화소전극:  상기  기판상에  형성되고  장기 화
소전극에  연결된  다수의  박막  반도체장치: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  박막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주

변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주변회로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  산소가 7×10
19
 원자/㎤  이하의  농도로 

함유된  실리콘을  포함하는  채널  반도체층을  갖는  활성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적어도,  절연표면을 가지는 기판,  및 상기 기판상에 설치된 적어도 두 개 이
상의  박막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액티브  매트릭스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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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반도체영역  및  소스,  드레인  반도체영역을  가지고,  상기  채널  반도체영역에  포함되는  산소의 

농도는 5×10
20
 내지 5×10

21
 원자/㎤이며,  상기  소스,  드레인  반도체영역에  포함되는  산소의  농도는 

7×10
19
 원자/㎤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한는 전기광학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외의 본 발명의 목적과 특징은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을 적용가능한 전기광학장치 구성의 대표적 예를 제1도, 2도, 3도에 나타낸다.

또한  실제  패턴  레이아웃(배열도)의  예를  각각에  대응해서  제6도,  7도,  8도에  나타낸다.  설명을 간
단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2×2의  매트릭스  구성을  예로서  설명한다.  제1도의  2×2  매트릭스 예
에  있어서  NTFT와  PTFT의  게이트를  상호  연결하고,  더욱이  Y축  방향의  제3신호선(3)  또는(4)에 연결
하고,  또한C/TFT의  공통출력단을  액정(15)에  연결하고,  NTFT의  입력단(10)을  축  방향의  한쌍의 신호
선  가운데  제1신호선(5)  또는  (6)에  연결한  PTFT의  입력단  (20)을  X축  방향의  한쌍의  신호선  가운데 
제2의 신호선(8) 또는(7)에 연결한다.

이와같은  구성에  있어서,  제1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쌍의  제1신호선(5)와  제2신호선(8)  사이에  온 
신호파형이  인가되는  동안  제3의  신호선(3)에  대해  온  신호파형을  인가한  경우  액정 전위(VLC )(14)는 

제1신호선에 인가된 전압(VGG)-한계치 전압(Vth)가 된다.

또한  한쌍의  제1신호선(5)와  제2신호선(8)  사이에  오프  신호파형이  인가되는  동안  제3신호선(3)도 
오프  신호파형이  인가된  때,  액정 전위(VLC )(14)는  전위를  갖지  않는다.  더욱이  한쌍의 제1신호선

(5)와  제2신호선(8)  사이에  온  신호파형이  인가되고  있는  기간에  제3신호선(3)에  대해  온 신호파형
을  인가하지  않을  때,  액정 전위(VLC )(14)는  마찬가지로  전위를  갖지  않는다.  이와같이  액정 전위

(VLC )(14)는  제3신호선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고,  이  신호선에  가해지는  신호전압을 

가변하는 것에 의해 액정에 가해지는 전위차를 임의로 가변할 수 있다.

또한  대향전극(16)은  오프셋(offset) 전압(VOFFSET )가  인가되고  있고,  실제로  액정(15)에  가해지는 전

압은 VGG+V OFFSET -Vth )  또는 V OFFSET  의  두가지의 값이  된다.  본  발명의  구동방법에서는 반대전극에 가해 

오프셋전압(V OFFSET  )을  가변해서,  액정  구동의  온와  오프를  임의로  가변할  수  있다.  액정을 활성화하

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한계치는  액정  물질에  따라  다르다.  액정의  한계치  전압에  따라  오프셋 
전압 VOFFSET을 가변시켜 어떠한 인위적인 한계치에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액정 등의 구동에 있어서 인가하는 신호에 의해 액정에 가해지는 전압이 +  또는 -의  어느쪽에 
치우친 경우, 전기분해등이 발생해서 액정 물질이 분해, 변성되어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가하는  신호를  교류화해서  액정  물질에  가하는  전압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게 하지만,  본  발명의 구동방법에 의하면 반대전극에 인가하는 오프셋 전압(V OFFSET  )의 극

성(極性)과  데이터  신호선에  가해진  선택신호의  논리  (즉,  1  또는  0)를  반전하는  것만으로  매우 용
이하게 교류화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제2도의 예에 있어서, 제1의 C/TFT를 구성하는 NTFT(13), PTFT(22)와 제2의 C/TFT를 구성하는 
NTFT(24), PTFT(25)의 4개의 게이트 전극을 공통화해서 Y방향의 제3신호선(3)에 연결시키고, 
NTFT(13)과  NTFT(24)입력단을  공통화해서  X방향의  제1신호선(5)에  PTFT(22)와  PTFT(25)  입력단을 공
통화해서  X방향의  제2신호선(8)에  접속시킨다.  또한,  그  2개의  C/TFT의  출력을  공통으로  해서 하나
의  액정(15)의  한쪽전극인  화소전극(17)에  연결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2개의  TFT쌍의  어느 한쪽
이다소 누전되어도 이와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 화소를 구동시킬 수 있다.

제3도는  하나의  픽셀(23)에대하여,  2개의  화소전극(17),(26)과  그  각각에  대응해  C/TFT를  2개 설치
한  것이다.  2개의  C/TFT의  게이트   전극을  공통으로  제1의  입력을  행한다.  또한  각각의  C/TFT의 각
각의 NTFT 및 각각의 PTFT의 입력을  제1신호선(5) 및 제2신호선(8)에 연결한 것이다.

위와  같이  하나의  픽셀의  두  개의  화소가운데  한쪽이  TFT의  누전등의  불량으로  동작되지  않아도, 다
른 쪽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한쪽의  쌍이  지연작동  하더라고  다른  쪽이  정상작동하기  때문에  매트릭스  구성동작중에 불량
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잇다.

이상의  액정  전기광학장치의  제1기판과  제2기판  사이에는  분산형  물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방향
에  한쌍의  제1  및  제2시호선이,  Y방향에  제3신호선이  매트릭스  배선되어  있어,  상기  신호선의 교차
부분에  상보형  구성것의  박막  트랜지스터와  화소전극이  설치된  전기광학장치로서,  제1화소에  접속된 
N채널  박막  트랜지스터(NTFT)의  소스(드레인)부를  X방향의  한쌍의  신호선  가운데  제1신호선에 접속
하고,  제1화소에  접속된  P채널  박막  트랜지스터(PTFT)의  소스(드레인)부를  X방향의  한쌍의  신호선중 
제2신호선에  접속해,  상기  제1화소와  인접하고  동시에  같은  제3의  신호선에  접속된  제2화소에 접속
된  P채널  박막  트랜지스터(PTFT)의  소스(드레인)부는  다른  X방향의  한쌍의  신호선중  제신호선에 접
속되어  있어,  상기  제1의  화소  P채널  박막  트랜지스터(PTFT)가  접속된  제2의  신호선과  상기 제2화소
의  P채널  박막  트랜지스터(PTFT)가  접속된  제2신호선과는  인접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표시장치를 이용하면, 이2개의 인접한 제2신호선 사이에서는 누전이 적다.

이  경우,  제1화소,  제2화소,  박막  트랜지스터,  X방향의  신호선,  Y방향의  신호선등이  설치된 제1기판
과  전극  및  리드가  설치된  제2기판과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액정을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TN
(트위스티드네머틱)액정,  강유전성  액정,  분산형  액정,  폴리머  액정을  이용할  수  있다.  액정의 종류
에 관계없이 , 누전은 감소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입접한  화소의  PTFT의  신호선끼리를  인접시켜도  좋고,  또는  인접한  화소의  NTF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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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선끼리를 인접시켜도 좋다.

본 발명을 적용가능한 전기광학장치 구성의 대표적 예를 제16도, 17도,19도에 회로도로서 나타낸다.

또한, 실제의 패턴 레이아웃(배열도)의 예를 각각에 대응시켜 제20도, 21도22동로 나타낸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2×2의  매트릭스  구성  예로서  설명한다.  제16도의  2×2 매트
릭스의  예에서는  NTFT와  PTFT와의  게이트를  상호  연결하고,  더욱이  Y축  방향의  제3의  신호선(103) 
또는  (104)로  연결하고,  또한  C/TFT의  공통출력단을  액정(15)에  연결하고  있다.  NTFT의 입력단(10)
을  X선방향의  한쌍의  신호선중  제1호선(105)  또는  (107)에  연결하고,  PTFT의  입력단(120)을  X축 방
향의 한쌍의 신호선중 제2신호선(108)또는 (106)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구성에  있어서,  제4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한쌍의  제1신호선(105)와 제2신호선(108)사이에
은  신호파형이  인가되고  있는  동안에  제3의  신호선(103)에  대해  온의  신호파형을  인가할  때,  액정 
전위(V LC  )(114)는  제1의  신호선에  인가된 전압V GG -V th  가  된다.  전압 V GG  는  제3신호선(103)에 인가

된  전압이고,  전압 V GG -V th  는  제1신호선(105)에  인가된  전압이다.  또한,  한쌍의  제1신호선(105)와 

제2신호선(108)사이에  오프  신호파형이  인가되고  있는  동안에  제3의  신호선(103)도  오프신호파형이 
인가될때,  액정 전위(V LC  )(114)는  전위를  가지지  않는다.  더욱이  한쌍의  제1신호선(105)과 제2신호

선(108)  사이에  온  신호파형이  인가되고  있는  동안에  제3의  신호선(103)에  대해  온  신호파형을 인가
하지 않을 때, 액정 전위(VLC )(114)는 마찬가지로 전위를 가지지 않는다.

이와같이  액정 전위(V LC  )(114)는  제3의  신호선에  인가하는  전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고,  이 신호선

에 가하는 신호의 전압을 가변하는 것에 의해 액정에 가해진 전위차를 임의로 가변할 수  있다.  또한 
반대전극(116)은  오프셋 전압(VOFFSET )이  인가되어 실제로 액정(115)에  가하는  전압은 V GG +V OFFSET -V th  , 

또는 VOFFSET 의 2개의 값이 된다.

제1도,  2도,  3도의  장치의  경우,  한개의  화소  PTFT의  신호선(8)과  옆의  화소  NTFT의  신호선(6)이 인
접하고  있어,  입력신호 V DD (V SS  )가  인가된  경우  최대로 2V DD (2V SS  )의  전압이  신호선(6)과 신호선

(8)사이에  걸린다.  그러나  제16도,  17도,19도의  장치와  같이  신호선(108)과  신호선(106)이  PTFT의 
인접하는  신호선  끼리이든가,  또는  NTFT의  인접  신호선끼리인  경우는  신호선(108)과  신호선(106) 사
이에는  최대로 V DD (V SS  )의  전압  밖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신호선(108)과  신호선(106)  사이에는 

누전이 적다.

예를들면,  한쌍의  제1신호선(105)와  제2신호선(108)  사이에  온  신호파형이  인가되고  있는  기간의 공
통의  제3신호선에  연결된  인접화소  C/TFT에도  마찬가지로  한쌍의  제1  및  제2신호선에  오프신호가 인
가된  경우,  신호선(108)과  신호선(106)의  사이에는 V SS (V DD  )의  전위차  밖에  인가되지  않고,  제1도, 

2도,  3도의  경우의  절반의  전위차가  된다.  따라서,  이  신호선  사이에서의  누전이  줄고,  같은  누전의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면, 신호선간의 간격을 정확히 절반으로 할 수 있다.

제17도의  예에  있어서,  제1의  C/TFT를  구성하는  NTFT(113),  PTFT(122)와  제2  C/TFT를  구성하는   
NTFT(124), PTFT(125)의 4개의 게이트 전극을 공통으로 Y방향의 제3신호선(103)에 연결하고, 
NTFT(113)과  NTFT(124)  입력단을  공통화해서  X방향의  제2신호선(108)에  접속시키고,  PTFT(112)와 
PTFT(125)  입력단을  공통화하여  제1신호선에  접속시켰다.  또한  C/TFT의  출력을  공통으로 하나의화소
(123)의  1개의  액정(115)의  한쪽전극인  화소전극(117)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2개의  NTFT 또
는 2개의 PTFT의 오느 한쪽이 다소 누전되어도 위상이 일치하므로 그 화소를 구동시킬 수 있다.

제19도는  하나의  픽셀에  있어서,  2개의  화소전극(117),(126)과  그  각각에  대응해서  C/TFT를  2개 설
치한  것이다.  2개의  C/TFT의  게이트  전극을  공통으로  제1의  입력을  행한다.  또한  각각의  C/TFT의 각
각의   NTFT  및  각각의  PTFT의  입력을  제1신호선(105)  및  제2신호선(108)에  연결한  것이다.  이와같이 
함으로써  하나의  픽셀의  2개의  화소중  한쪽이  TFT의  누전등의  불량에  의해  작동하지  않아도  다른 쪽
은 작동한다.

또한  지연작동이  되어도  다른  쪽이  정상작동하기  때문에,  매트릭스  구성동작에  있어서  불량을 찾아
보기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본  발명을  적용가능한  전기광학장치의  구성으로서는,  1개의  화소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C/TFT를 연
결해서  하나의  픽셀을  구성해도  된다.  더욱이  1개의  픽셀을  2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의 
C/TFT를  한 개 또는 복수개 연결해도 좋다.  본 발명에 있어서 분산형 액정 물질이라는 것은 고상 투
명물질(투광성의  고상(固相)  폴리머  또는  고분자  형성의  모노머)와  네머틱,  콜레스테릭  또는  스매틱 
액정을 포함, 이들 액정은 입상 또는 해면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투광성의  고상폴리머는  폴리에틸렌,  폴리메타크릴산에스테르,  폴리스틸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아
크릴로니트릴,  폴리비닐알콜,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수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수지, 플루

오로카본 실시콘수지 등의 단독 또는 혼합물이 이용된다.

분산형  액정  구성물질은  고분자  형성성의  모노머와  액정  물질  또는  상기  고상폴리머와  액정  물질을 
공통의 용매에 용해한 것이 사용된다.

전자(前者)의  경우는  그  혼합물을  도포법으로  기판상에  도포한  후에  열  또는  광을  조사(照射)해서, 
조광층(調光層)을 형성한다.

한편,  후자는  용해한  액상물을  도포해서  액상  매개층을  형성하고,그  후  이  용매를  제거하고,  분산형 
액정을  얻는다.  용액으로서는,  케톤류,  알콜류,  벤젠,  톨루엔  등의  불포화  탄화수소나  물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이들은 도포방법에 의해 적절히 선택하고 단독 또는 혼합해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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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의  방법은  액정  물질의  형상,  특성에  따라  닥터나이프(doctorknife),  롤코터(roll  coater), 커
텐코터(curtain  coater),  나이프코터(knife  coater),  스프레이도포(spin  coating),  스핀코트, 스크
린인쇄, 옵셋 인쇄 등의 방법을 채용한다.

[실시예1]

본  실시예에서는  제1도에  나타난  바와  같은  회로구성의  액정표시장치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이 회로
구성에  대응하는  실제  전극등의  배치구성을  제6도에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
해  2×2에  해당하는  부분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실제의  구동  신호파형을  제10도에  나타낸다. 이것
도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4×4의 매트릭스 구성된 경우의 신호파형으로 설명한다.

우선, 본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의 제조방법을 제13도에 사용하여 설명한다.

제13도(a)에  있어서,  석영,  유리  등의  단가가  높지  않은  700℃  이하,  예를  들면  약  600℃의 열처리
에  견디어  낼  수  있는  유리(50)  위에  마그네트론  RF(고주파)  스퍼터(sputter)법을  이용해서 블록킹
(Blocking)층(51)으로서  산화규소막을  1000~  3000Å의  두께로  제작한다.  공정조건은  산소  100% 분위
기, 성막온도 15℃, 출력 400~800w, 압력 0.5pa로 했다.

티겟(target)으로  석영  또는  단결정  실리콘을  이용한  성막  속도는  30~100Å/분이었다.  여기에 실리
콘막은  LPCVD(감압기법:減壓氣法),  스퍼터법  도는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성형했다. 감압기상법(減
壓氣相法)으로  형성하는  경우,  결정화  온도보다도  100~200℃낮은  온도  즉  450~550℃  예를  들면 530
℃에서 디실란(Si2H6) 또는 트리실란(Si3H8)을 CVD장치에 공급해서 성막했다. 반응로내 압력은 

30~300pa로  했다.  성막속도는  50~250Å/분이었다.  NTFT와  PTFT의  한계전압(threshold voltage)(Vth)

에  거의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붕소를  디보란(diborane)을  이용해서 1×10
15
~1×10

18
㎤의  농도로 성

막중에 첨가해도 좋다.

스퍼터법으로  한  경우,  스퍼터전의  배압을 1×10
-5
 Pa  이하로  하고,  단결정  실리콘을  타겟으로서 알

콜에  수소를  20~80%  혼입한  분위기에서  행했다.  예를  들면  알콜  20%,  수소  80%로  했다.  성막온도는 
150℃, 주파수는 13.56MHz, 스퍼터 출력은 400~800w, 압력은 0.5Pa였다.

이들 방법에 의해 형성된 성막은,  산소가 5×10
21
 atoms  cm  이하가 바람직하다.  이  산소 농도가 높으

면  결정화시키기  어렵고,  열아닐(annealing)도를  높게  또는  열  아닐시간을  길게  하지  않은  안된다. 
또한  상승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백라이트(backlight)에  의해  오프상태의  누전  전류가  증가된다.  그 

때문에,  바람직한  범위는 4×10
19
 ~4×10

21
 atoms cm

-3
 이다.  농도는  예를  들어 4×10

20
 atoms cm

-3
 이

고, 4×10
22
 atoms cm

-3
 의  실리콘 농도 양과 비교하면 1atoms%였다.  또한,  소스,  드레인에 대해 보다 

결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소  농도를 7×10
19
cm

-3
 이하,  적정수준은 1×10

19
cm 

-3
 이하로  하고 픽셀

을 구성하는 TFT의  채널형성 영역에만 산소를 이온주입법으로 5×10
20
 ~ 5×10

21
 atoms cm

-3
 이  되도록 

첨가해도  좋다.  그때  주변회로를  구성하는  TFT에는  광조사(光照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큰 캐
리어(carrier)  이동도를  얻기  위하여  이  산소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보다  적게  하고,  고주파 동
작을 허용하는데 효과적이다.

아모르퍼스상태의  실리콘막을  500~5000Å,  예를  들면  1500Å의  두께로  형성한  후  450~700℃ 온도에
서  12~70시간  비산화  분위기에서  중온(中溫)  가열처리,  예를  들면  수소  분위기하에서  600℃  온도를 
유지한다.

실리콘막  밑의  그리고  기판표면에  아모르퍼스  구조의  산화규소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열처
리에서  특정의  핵이  존재하지  않고,  전체가  균일하게  가열  아닐된다.  즉,  성막시는  아모르퍼스 구조
를 가진다. 수소는 단지 그에 첨가되는 것 뿐이다.

아닐에  의해  실리콘막은  아모르퍼스  구조에서  방향성이  높은  상태로  변환하고,  일부는  결정상태를 
가진다.  특히  실리콘의  성막후의  상태로  비교적  규칙성이  높은  영역은  결정화해서  결정상태가 되려
한다. 실리콘 원자끼리는 서로 당긴다.

레이져라만(laser  raman)  분광에  의해  단결정의  실리콘  피크(peak) 522cm
-1
로부터  저주파측으로 이동

한  피크(peak)가  관찰된다.  그것의  외관상  입자지름은  50~500Å으로  마이크로  크리스탈임을 의미한
다.

실제는  이  결정성이  높은  영역은  많이  있어  크러스터(cluster)구조를  가진다.  각  크러스터가  실리콘 
원자에 의해 서로 결합된 세미 아모르퍼스 구조의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었다.

결과로서,  피막은  실질적  그레인  바운더리(grain  boundary:GB)가  없다.  캐리어는  각  크러스터 사이
를  앵커링(anchorring)된  곳을  통해  상호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GB가  명확히 존재
하는  다결정  규소보다도  높은  캐리어  이동도가  된다.  즉,  홀  이동도(μh)=10~200㎠/Vsec, 전자이동
도(μe)=15~300㎠/Vsec가 얻어진다.

한편,  이와같이  중온(中溫)에서의  아닐이  아니라  900~1200℃의  고온  아닐에  의해  피막을 다결정화하
면,  핵에서의  고상성장(固相成長)에  의해  피막중의  불순물의  편석(偏析)이  생겨서  GB에는  산소, 탄
소,질소등의  불순물이  많아져,  결정중의  이동도는  크지만  GB에서의  장해를  만들어  그곳에서의 캐리
어 이동을 저해한다.

결과로서  10㎠/Vsec  이상의  이동도가  상당히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즉,  본  실시예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해,  세미  아모르퍼스(semi-amorphous)  또는  세미  크리스탈(semi-crystal)구조를 가지
는 반도체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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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도(A)에  있어서  규소막을  제1포토마스크(photo-mask)에서  포토엣칭을  실시,  PTFT용의 채널폭20
㎛을 갖는 영역(22)의 도면 우측에, NTFT용 영역(13)을 좌측에 도시한다.

여기에  산화규소막을  게이트  절연막으로  500~2000Å  예를  들면,  1000Å의  두께로  형성했다.  그것은 
블록킹(blocking)  층으로서의  산화규소막의  제작과  동일조건으로  했다.  이  성막중에  불소를  소량 첨
가하고, 나트륨이온의 고정화를 시켜도 된다.

이후,  이 위쪽에 인(phosphorus)이 1~5×at 10
21
 atoms cm

-3
 의  농도로 함입된 실리콘막 조는 이 실리

콘  막과  그  위에  몰리브덴(Mo),  텅스텐(W), MoSi 2  또는 WSi2 의  다층막을  형성했다.  이것을 제2포토마

스크②에서 패터닝(patterning)해서 제13도(B)를 얻었다.

PTFT용  게이트  전극(55)  및  NTFT용  게이트  전극(56)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면  채널길이  10㎛, 게이
트 전극으로서 인도프 실리콘을 0.2㎛, 그리고 그 위에 몰리브덴을 0.3㎛의 두께로 형성했다.

제13도(c)에  있어서  포토레지스터(PHOTORESITST)(57)을,  포토마스크③을  이용해서  형성하고,  PTFT용 

소스(59), 드레인(58)에 대해, 붕소를 1~5×10
15
cm

-2
의 도즈(DOSE)량으로 이온주입법에 의해 

첨가했다.

다은에 제13도(D)와 같이, 포토레지스터(61)을 포토마스크 ④를 이용해 형성했다.

NTFT용 소스(64), 드레인(62)으로서 인을 1~5×10
15
cm

-2
 의 도즈량으로 이온주입법에 의해 첨가했다.

이들은  게이트  절연막(54)을  통해서  행했다.  그러나  제13도(b)에  있어서,  게이트  전극(55),(56)을 
마스크를  사용하여  실리콘막  위의  산화실리콘을  제거하고,  그후  붕소,  인을  직접  실리콘막중에 이온
주입해도 된다.

다음으로, 600℃에서 10~50시간 다시 가열 아닐을 행했다.

PTFT의  소스(59),  드레인(58),  NTFT의  소스(64),  드레인(62)의  불순물을  활성화해서 P
+
형, N

+
형으로 

제작했다.  또한  게이트  전극  (55),(56)하에는  채널  형성영역(60),(63)이  세미  아모르퍼스 반도체로
서 형성되어 있다.

이와같이  셀프얼라인(SELF  ALIGN)  방식이지만,  700℃  이상으로  모든  공정에서  온도를  가하지  않고도 
C/TFT를 만들 수 있다.

그  때문에,  기판재료로서  석영등  고가의  기판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본  발명의  대화소(大畵素)의 
액정표시장치에 매우 적절한 공정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열  아닐은  제13도(a),(d)에서  2회  행했다.  그러나  제13도(a)의  아닐은  구하려는 특
성에 의해 생략하고, 쌍방을 제13도(d)의 아닐로 겸하여 제조시간의 단축을 시도해도 된다.

제13도에  (e)에  있어서,  충간  절연물(65)을  상기  스퍼터법에  의해  산화규소막을  형성했다.  예를 들
면 0.2~0.6㎛의 두게로 형성하고, 그후, 포토마스크 ⑤를 이용해 전극용의 창(66)을 형성했다.

또한, 이들 전체에 알루미늄을 스퍼터법에 의해 형성하고 리드(71),(72) 및 콘택트
(CONTACT)(67),(68)을  포토마스크⑥을  이용해서  제작한  후,  표면을  평탄화용  유기  수지(69),  예를 
들면 투광성 폴리아미드 수지를 도포형성하고 다시 한 번 전극 구멍뚫기를 포토마스크⑦로 행한다.

제13도(F)에  나타낸  바와같이  2개의  TFT를  상보형  구성으로  하고,  동시에  그  출력단을  액정 화소용
의 힌쪽 투명전극에 연결했다.

이를  위해,  스퍼터법에  의해  ITO(인듐·주석  산화막)을  형성했다.  그것을  포토마스크  ⑧에  의해 엣
칭하고,  전극(70)을  구성시켰다.  이  ITO는  온실~150℃에서  성막하고,  200~400℃의  산소  또는 대기중
의  아닐에  의해  실행했다.  이와같이해서  PTFT(22)와  NTFT(13)과  투명  도전막의  전극(70)을 동일유리
기판(50)  위에  제작했다.  얻어진  TFT의  전기적  특성은  PTFT에서  이동도는  20㎠/Vs  한 개전압(Vth )은 

-5.9V로,  NTFT에서  이동도는 40㎠/Vs V th  는  5.0V였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제작된 액정 장치용의 

한쪽  기판상에  광경화성  변성  아크릴수지(월드록사의  880K1)과  네머틱  액정  조성물(E44)을  군일 용
액으로서,  스크린  인쇄법에  의해  두께  10㎛로  인쇄하고,  상기  기판과  전면에  투명전극을  설치한  또 
하나의  유리기판을  감압분위기하에서  함게  맞붙여,  위족에서  2kg/㎠의  압력을  가하고,  동시에 밑쪽
에서  자외선  광을  조사해서  액정  셀을  형성했다.  이  액정  표시  장치의  전극  등의  배치형태를 제6도
에 나타내고 있다.

NTFT(13)을  제1주사선(5)와  데이터선(3)의  교차부에  설치하고,  다른  화소용  NTFT가  제1주사선(5)와 
데이터선(4)의  교차부에도  유사하게  설치되어  있다.  한편  PTFT는  제2주사선(8)과  데이터선(3)과의 
교차부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접한  다른  제1주사선(6)과  데이터선(3)과의  교차부에는,  다른 화소
용  NTFT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같은  C/TFT를  이용한  매트릭스  구조가  만들어진다.  NTFT(13)은 드레
인(10)의  입력단의  콘택트를  매개로  제1주사선(5)에  연결되고,  게이트(9)는  다층  배선형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선(3)에 연결되어 있다.

소스(12)의 출력단은 콘택트를 매개로 화소의 전극(17)에 연결되어 있다.

한편,  PTFT(22)는  드레인(20)의  입력단이  콘택트를  매개로  제2주사선(8)에  연결되고,  게이트(21)은 
대이터선(3)에,  소스(18)의  출력단은  콘택트를  매개로  NTFT와  마찬가지로  화소전극(17)에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쌍의  주사선(5),(8)에  끼어  있는  부분(내측)에,  투명  도전막으로  이루어진  화소(23)과 
C/TFT에  의해  하나의  픽셀을  구성했다.  이와같은  구조를  좌,우,상,하로  반복해서  2×2  매트릭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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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한 640×480, 1280×960의 대화소의 액정 표시장치로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의  특성은,  1개의  화소에  2개의  TFT가  상보구성으로  설치됨으로  인해,  화소전극(17)은 3가
지의 액정 전위(VLC )값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그 동작을 제9도 및 제10도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제9도에  있어서는  4×4  매트릭스  구성의  액정  표시를  행할  때  본  발명의  회로도를  나타내고, 제10도
는 구동 신호파형의 타이밍 챠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실시예의 경유 X1a  및 X1b,  X1a  및 X2b,X3a  및 X3b,  X4a  및 X4b는 각각 한쌍의 주사 신호선의 기
능을  갖는  또한 Y1,Y2,Y3,Y4 는  데이터선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제9도는  AA,AB…DD는  대응하는  위치의 

소자의  어드레스(address)를  의미하고  있다.  이와같은  4×4  구성의  표시에  있어서,  현  어드레스  AA, 
AB,BA,BB의  4개의  화소에  대응하는  신호파형과  액정  전위와  실제  액정에  인가되는  전위차의  타이밍 
챠트를 제10도에 나타낸다.

제10도에  있어서  수평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1.  프레임을  시간 T1 에서 T 2  의  사이를  4구역으로 

분할하고,  4쌍의  주사선을  연속으로  주사하여  주사  신호를  인가하고  있다.  제10도는  X1a,  X2a,  X3a, 
X4a만을  기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X1b,  X2b,  X3b,  X4b에는  X1a,  X2a,  X3a,  X4a와  극성이 다른 동일
파형이 인가되고 있다.  또한 Y 1 Y 2 Y 3 Y 4  선에는  제10도와  같은  데이터신호가 인가되고 있어  시간 T1

에서 T 2  사이에는  AA의  화소만  선택되어  온  또는  오프된다.  즉,  순간 T1 에서 t 1  의  사이에  데이터선 

Y 1  에  대해  데이터신호를  인가하고,  이  시간내에  AA의  화소액정에는  한계값을  넘는  전압이 인가되

어  액정이  구동된다.  이때,  액정  표시장치의  반대전극에  오프셋  전압이  인가되고  있다. 제10도에서
는 다음시간 순간 T2에서 T3 에로 완전히 동일한 신호파형을 인가해 AA의 표시를 행하고 있다.

다음에  순간시간 T 3  및 T4 에서 T4 에서 T 5  에서는  4개의  화소를  전혀  선택하지  않는  신호가  인가되고 

있다. 더욱이 시간 T5에서 T6까지는 다시 AA의 화소를 선택하고 있는 신호가 인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시간 T6 에서 T 8  데이터선에  인가하는  신호를  반전시킨  신로가  인가되고,  또한  반대전극에는 

순간시간 T1 에서 T 6  사이에  인가되고  있던  신호와는  극성이  다른  오프셋  전압이  인가된다. 교류신호

가 액정이 가해지고 있다.  이  교류화  신호에  의해,  시간 T1 에서 T 6  의  사이에  정(正)에  치우쳐  있던 

전하를 제거할 수 있다.  즉,  순간 시간 T 2 에서T 4  에  가해지고 있던 신호중 Y 1 Y 2 Y 3 Y 4  선에 인가된 

신호를  반전하고  즉,  선택신호와  비선택신호를  바꾸어  넣어  반대전극의  오프셋  전압의  극성을 반전
한다.

순간시간 T2 에서 T 4  사이의  전반  1  프레임에서는  AA의  화소를  선택하고,  후반  1프레임에서는  4개의 

화소를  선택하지  않는  교류신호를  인가할  수  잇어  액정을  구동할  수  있게  된다.  이것에  의해, 용이
하게 화소에 남아있던 전하를 취소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같이,  액정에  실제로  가하는  전위차는  제3신호선의  신호전압,  본  실시예에서는 데이터선
의  펄스전압과  반대전극의  오프셋  전압보다  TFT의 한계전압(V th  )만큼을  뺀  전위이다.  즉, 데이터선

의  펄스전압을  임의로  가변하면  그것에  따라  액정에  실제로  가해지는  전위차를  가변할  수  있다. 이
것에 의해 계조(階調:gray level)표시가 가능하다.

특히  액정  구동의  한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것,  즉,  한계전압(threshold)이  원활한  분산형 액정동에
는 특히 적합한 구동법으로 충분한 계조표시(階調表示)를 행할 수 있다.

이와같이  본  발명의  구동에  의하면  매우  간단한  펄스  신호를  데이터선  및  한쌍의  주사선에  가하는 
것만으로,  액정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그외의  계조법(階調法)으로서,  1개의  표시화면에  대해, 
복수  프레임의  구동  신호를  액정에  인가함으로  인해  1화면에  표시하는  경우  특정의  화소에  가하는 
선택신호를 전체 프레임수보다 줄임으로써 용이하게 계조표시를 할 수 있다.

본  발명에는  편광판은  불필요하고,액정의  스윗칭  속도를  늘리기  위해  동작전압은  ±10~±15V로 
하고, 셀 간격은 1~20㎛ 정도로 했다.

특히,  분산형  액정을  이용하는  본  발명은  편광판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형으로서도  또한 투
과형으로서도 광량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액정은  한계전압(threshould)이  규정되는  C/TFT형으로  함으로써  크게  콘트라스트와 크로
스토크(cross talk)(인근화소와의 악간섭)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사용한  TFT의  반도체는  본  실시예에서  사용한  재료이외의  것도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2]

이  실시예는 제2도  및  제7도에 대응한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고,  본  실시예를 
행했다.  이  도면을  보다  명확히  하면,  Y선의  주사선(3)을  중앙에  배치하고,  한쌍의  데이터선중 제1
데이터선(5)와  제2데이터선(8)에  끼여  있는  부분을  1개의  화소(23)로  했다.  1개의  픽셀은  1개의 투
명  도전막  화소  (17)  및  2개의  NTFT(13),(24)와  2개의  PTFT(22),(25)로  이루어진  2개의  C/TFT에 연
결시키고 있다.

게이트전극은  모두  주사선(3)에  연결되어,  2개의NTFT와  제1데이터선(5)에  또한  2개의PTFT는 제2제이
터선(8)에  연결되고  있다.  이들  2개의  C/TFT의  한쪽이,  게이트전극과  채널형성  영역과의  사이에 누
전이 있어 불량한 경우에도, 픽셀로서의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특징은  1개의  화소에  2개  C/TFT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화소전극(17)은  3가지의  액정 

26-8

96-010723



전위(VLC )값으로 고정된다. 그 동작을 제9도 및 제11도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제9도에  있어서는  4×4  매트릭스  구성  액정  표시를  행할  때의  본  발명의  회로도를  나타내고, 제11도
는 구동 신호파형의 타이밍 챠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실시예의  경우,  X1a  및  X1b,  X2a  및  X2b,X3a  및  X3b,X4a  및  X4b는  각각  한쌍의  데이터선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Y 1 Y 2 Y 3 Y 4  는  주사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제9도중의  AA,AB,…DD는  대응하는 

위치와 화소 어드레스를 의미한다.

이와같은  4×4  구성의  표시에  있어서,  현  어드레스  AA,AB,BA,BB의  4개의  화소에  대응하는, 신호파형
과 액정 단위와 실제로 액정에 인가되는 전위차의 타이밍 챠트를 제11도에 나타내고 있다.

제11도에 있어서, 수평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1프레임을  시간 T2 에서 T 6  의  사이를  4구역으로  분할하고,  주행선 Y 1 Y 2 Y 3 Y 4  선에는  순차  주사하고 

주사 신호를 인가하고 있다. 또한 X 1 X 2 X 3 X 4  선에는 제11도와 같은 데이터신호가 인가되고 있다. 도

면에서는  X1a,X2a,X3a,X4a만을  기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X1b,X2b,X3b,X4b에는  X1a,X2a,X3a,X4a와 
극성이  다른  동일  파형이  인가되고  있어, 시간T1 에서 T2 의  사이는  AA의  화소만  선택되어  온  또는 오

프된다.  즉, T1 에서 t 1  사이게  한쌍의  데이터선 X 1  에  대해서  데이터  신호를  인가하고,  이  시간내에 

AA  화소의  액점에는  한계치를  넘는  전압이  인가되어  액정이  구동된다.  이때,  액정  표시장치의 반대
전극에 오프셋 전압이 인가되고 있다.

제11도에서는  다음의  시간 T2 에서 T 3  에로  완전히  동일한  신화파형을  인가하여,  AA의  표시를  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간 T3 에서 T 4  및 T 4 에서T 5  에서는  4개의  화소를  선택하고지  않는  신호가  인가되고 

있다. 더욱이 시간 T5에서 T6 사이에서는 다시 AA의 화소를 선택하고 있는 신호가 인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시간 T6 에서 T 5  은  한쌍의 데이터선에 인가하는 신호를 반전시킨 신호가 인가되고,  또한 반

대전극에는  시간 T1 에서 T 6  의  사이에  인가되고  있던  신호와는  극성이  다른  오프셋  전압이 인가되어

서  교류화  신호가  액정에  가해지고  있다.  이  교류신호에  의해,  순간시간 T1 에서 T 6  의  사이에 정

(正)에 치우친 전하를 제거할 수 있다

실제로는 , 시간 T2에서 T4 에 가해지고 있던 신호중 한쌍의 X1 X2 X3 X4 선에 인가된 신호를 

반전하고,  즉  선택신호와  비선택신호를  바꾸어  넣어,  대항  전극의  오프셋  전압의  극성을  반전한다. 
순간시간 T2 에서 T 4  사이의  전반의  프레임에서는  AA의  화소를  선택하고,후반의  프레임에서는  4개의 

화소를 선택하지 않는 교류화 신호를 인가할 수 있어 액정을 구동시킬 수 있다.

이와같이,  본  발명의  구동에  의하면  매우  간단한  펄스신호를  데이터선  및  한쌍의  주사선에  가하는 
것만으로  액정  표시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주사선의  신호전압을  변화시켜 
계조표시를 행할 수 있다.

[실시예3]

이  실시예는  제3도  및  제8도에  해당되는  액정  표시장치의  구성을  가지는  것을  사용해서,  본 실시예
를  행했다.  이도면을  보다  명확히  하면,  Y선의  데이터(3)을  중앙에  배치하고,  한쌍의  주사선중 제1
주사선(5)와 제2주사선(8)에 끼워진 부분을 1개의 픽셀(23)으로 하고 있다.

1개의 픽셀은 2개의 투명 도전막의 화소전극(17),(26)으로 구성되어, 화소(17)은 NTFT(13)과 
PTFT(22)가 접속되고, 화소(26)에는 NTFT(24)와 PTFT(25)가 각기 C/TFT 구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게이트전극은  모두  데이터선(3)에  연결되고,  2개의  NTFT는  제1주사선(3)에,  또한  2개의  PTFT는 제2
주사선(8)에 연결되고 있다.

이들 2개의 C/TFT의 한쪽이, 게이트 전극과 채널형성 영역과의 사이에 누전이 있어 불량인 
경우에도, 픽셀로서의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한쪽의  화소가  어중간하게  밖에  동작하지  않게  되어도,  다른쪽의  화소가 정
상동작해서, 칼라화한때,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의 악화를 낮출수 있다.

동작을 제9도 및 제12도르 이용해 설명한다.

제9도에  있어서는  4×4  매트릭스  구성의  액정  표시를  행할  때  본  발명의  회로도를  나타내고, 제12도
는  구동  신호파형의  타이밍  챠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실시예의  경우,  X1a  및  X1b,X2a  및  X2b,X3a 
및  X,Xb,X4a  및  X4b는  각각 한쌍의 주가 신호선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또한 Y 1 Y 2 Y 3 Y 4 는데이터선

으로서  기능을  갖는다.  또한  제9도중  AA,AB,…DD는  대응하는  위치의  화소  어드레스를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4×4  구성의  표시에  있어서  현  어드레스  AA,AB,BA,BB의  4개  화소에  대응하는 신호
파형과 액정전위와 실제로 액정에 인가되는 전위차의 타이밍 챠트를 제12도에 나타낸다.

제12도에 있어서 횡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1프레임을  시간 T1 에서 T 2  의  사이로  하고,  이것은  16분할해서,  한쌍의  주사선(4)을  연속으로 주사해

서 주사 신호를 인가하고 있다.

도면에선  X1a,  X2a,  X3a,  X4a  만을  기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X1b,  X2b,  X3b,  X4b에는  X1a,  X2a, 
X3a,  X4a로  극성이 다른 동인 파형이 인가되고 있다.  또한 Y 1 Y 2 Y 3 Y 4  선에는 제12도와 같은 데이터

신호가  인가되고  있어  그  타이밍은  선택하는  화소  어드레스에  의해,  1  프레임중의  16분할된  특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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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데이터선에  데이터신호가  인가되는  시간 T1 에서 T 2  의  사이는  AA의  화소만  선택되어  온  또는   

오프되고 있다.  즉 T1 에서 t 1  의  사이에 데이터선 Y 1  에  대해 데이터신호를 인가하고 이 시간내에 AA 

화소의  액정에는  한계치를  넘는  전압이  인가되어  액정이  구동된다.  이때  액정  표시장치의 대항전극
에  오프셋  전압이  인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시간T2 에서 T 3  에서는  4개의  화소를  전혀  선택하지  않는 

신호가 인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시간 T3 에서 T 4  는  데이터선에 인가하는 신호의 논리를 반전시킨 신

호가  인가되고,  도한  반대전극에는  순간 T 1 에서T 3  의  사이에  인가되고  있던  신호와는  극성이  다른 

오프셋  전압이  인가되어  교류화  신호가  액정에  가해지고  있다.  이  교류화  신호에  의해,  시간 T 1 에

서 T 3  의 사이에 정(正)에 치우친 전하를 취소할 수 있다. 즉, 시간 T1에서 T 2  에  가해지고 있던 신

호중 Y 1 Y 2 Y 3 Y 4  선에  인가된  신호를  반전하고,  즉  선택신호와  비선택신호를  바꾸어  넣는다. 반대전

극의  오프셋  전압의  극성을  발전한다.  전반으  프레임에서는AA화소를  선택하고,  후반의  프레임에서는 
4개의 화소를 선택하지 않는 교류화 신호를 인가할 수 있어 액정을 구동할 수 있다.

이와같이,  본  발명의  구동에  의하면  매우  간단한,  펄스신호를  데이터선  및  한쌍의  주사선에  가하는 
것만으로  액정  표시를  행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주사하는  측을  Y선으로  주사했는데 특
히  그  구성에  한정되지  않고  X선측을  주사하는  측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신호를 불규
칙하게 각 데이터선에 인가하고, 화소를 불규칙하게 선택해 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외,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실시예 1,2에 기재된 것과 같다.

[실시예 4]

본  실시예에서는  제16도에  나타낸  바와같은,  회로구성의  액정  표시장치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이 회
로구성에 대응하는 실제 전극등의 배치구성을 제20도에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2×2에 해당하는 부분만 기재 되어있다.

제16도, 제20도에 나타난 제1기판위에 회로, 전극 등을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제작한다.

제1기판과  전면에  투명전극을  설치한  기판을  맞붙여  셀을  형성하고,  이중에  TN(twisted  nematic)의 
액정 물질을 주입했다. 이 액정 표시장치의 전극등 배치 형태를 제20도에 나타내고 있다.

NTFT(113)과  제1신호선(105)와  제3신호선(103)과의  교차부에  설치하고,  제1신호선(105)와 제3신호선
(104)과의  교차부에도  다른  화소용  NTFT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접한  다른 제1신호선
(106)과  제3신호선(103)과의  교차부에는  다른  화소용  PTFT가  설치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제1신호선
(106)과  제3신호선(104)와의  교차부에는  PTFT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같은  C/TFT를  이용한  매트릭스 
구성을  가진다.  NTFT(113)은,  드레인(110)의  입력단의  콘택트를  매개로  제1신호선(105)에  연결되고, 
게이트(109)는  다층  배선  형성된  신호선(103)에  연결되어  있다.  소스(112)의  출력단은  콘택트를 매
개로  화소의  전극(117)에  연결되고  있다.  다른쪽,PTFT(122)는  드레인(120)의  입력단  콘택트를 매개
로  제2신호선(108)에  연결되어  게이트(121)은  신호선(103)에,  소스(118)은  출력단은  콘택트를 매개
로 NTFT와 동일하게 화소전극(117)에 연결되고 있다.

또한,  같은  제3신호선에  접속되고,  동시에  설치된  C/TFT는  PTFT(122)가  제2신호선(106)에 NTFT(11
3)이  제1신호선(107)에  접속되어  잇어  PTFT  접속한  제2신호선끼리가  인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쌍의  신호선(105),(108)에  끼워진  부분(내측)에  투명  도전막으로  이루어진  화소(123)과  C/TFT에 
의해  1개의  픽셀을  구성한다.  위의  구조를  좌우,  상하로  반복함으로써  2×2  매트릭스를  확대한 640
×480, 1280×960의 대화소 액정 표시장치로 만들 수 잇다.

여기에서의  특징은,  1개의  화소에  2개의  TFT가  상보구성으로  설치됨으로써,  화소전극(117)은 3가지
의 액정 전위 VLC 값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또한,  PTFT들은  서로 인접하여,  그것에 접속되는 신호선 사이에 가해지는 전위차는 최대 V SS  여서 누

전이 적다.

상술한  바와같이,  액정에  실제로  가해지는  전위차는  제3신호선의  신호정압,  본  실시예에서는 신호선
의 펄스전압과 반대전극의 오프셋 저압에서 TFT의 Vth 분을 뺀 만큼이다.

즉,  신호선의  펄스전압을  임의로  가변하면  그것에  따라  액정에  실제로  가해지는  전위차를  가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계조표시를  행할  수  있다.  특히  액정  구동의  한계치가  명확하지  않은  즉,  한계전압이 원
활한  분산형  액정등에는  적절한  구동법으로  충분한  계조표시를  행할  수  있다.  또한,  그외의 계조법
으로서,  1개의  표시화면에  대해서  복수프레임의  구동  신호를  액정에  인가함으로써  1화면을  표시하는 
경우는  특정  화소에  가하는  선택신호를  모든  프레임수보다  줄임으로써,  용이하게  계조표시를  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액정  재료에  TN  액정을  이용한다면,  기판간격을  약  10㎛  정도로  하고,  투명 도
전막 쌍방에 배향막을 설치, 이것을 러빙 처리해서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액정  물질에  FLC(강유전성)  액정을  이용하는  경우는  동작전압을  ±20V로  하고,  셀의  간격을 
1.5~3.5㎛ 예를 들면 2.3㎛로 하고, 반대전극(116) 위에만 배향막을 설치하고 러빙처리하면 된다.

분산형  액정  도는  폴리머  액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배향막은  필요치  않고,  스위칭  속도를  크게 하
기 위해 동작전압은 ±10~±15V로 하고, 셀간격은 1~10㎛의 두께로 했다.

특히,  분산형  액정을  이용한  경우에는,  편광판은  필요없기  때문에  반사형으로서도,  또한 투과형으로
서도 광량을 크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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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액정은  한계전압이  없기  때문에,  본  발명과  같이  명확한  한계전압이  규정되는 C/TFT형으
로  함으로써  커다란  콘트라스트를  얻어  크리스토크(인접화소와의  악간섭)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사용한 TFT의 반도체는 본 실시예에서 사용한 물질 이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5]

이  실시예는  제17도  및  제21도에  대응한  액정  표시장치의  구성을  가지는  것을  사용해서  본  실시예를 
행했다.

이  도면에  의해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와같이  Y선의  신호선(103)을  중앙에  배치하고,  한쌍의 신호선
의  제1신호선(105)와  제2신호선(108)에  끼워진  부분을  1개의  픽셀(123)로  하고  있다.  1개의  픽셀은 
1개의  투명  도전막의  화소(117)  및  2개의  NTFT(113),(124)와  2개의  PTFT(122),(125)로  이루어진 2개
의  C/TFT로  연결시키고  있다.  게이트전극은  모두  제3신호선(103)에  연결되어  2개의  NTFT는 제2신호
선(108)에  또한  2개의  PTFT는  제1신호선(105)에  연결되고  있다.  또한  옆  화소에  설치된  C/TFT의 
NTFT는  제2신호선(106)에  PTFT는  제1신호선(107)에  접속되어  있다.  더욱이  이들  2개의  C/TFT의 한쪽
이,  게이트전극과  채널형성  영역과의  사이에  누전이  있어  불량한  경우에도  픽셀로서의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의  특징은  1개의  화소에  2개의  C/TFT를  설치할  수  있음으로  인해,  화소전극(117)은  3가지의 
액정 전위(V LC  )값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또한  NTFT가  인접하고,  그것에  접속된  신호선  사이에 가해

지는 전위차는 최대 VSS 여서 누전이 적다.

그 구동방법을 제18도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제18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한쌍의  제1신호선(105)와  제2신호선(108)  사이에  온  신호파형이  인가되고 
있는  동안에  제3신호선(103)에  대해  온  신호파형을  인가할  때,  액정 전위(V LC  )(114)는  제1신호선에 

인가된  전압 V DD  가  된다.  또한  한쌍의  제1신호선(105)와  제2신호선(108)사이에  오프  신호파형이 인

가된 때,  액정 전위(V LC  )(114)는  전위를 갖지 않는다.  더욱이,  한쌍의 제1신호선(103)에  대해  온 신

호파형을 인가하지 않을 때, 액정 준위(VLC )(114)는 제2신호선에 인가된 전압 VSS 가 된다.

이와같이 액정 전위(VLC )(114)는 VDD 또는 VSS 고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팅이 되는 일이 없다.

[실시예 6]

이  실시예는  제19도  및  제22도  해당되는  액정  표시장치의  구성을  가지는  것을  사용해서  본  실시예를 
행했다.

이  도면에  의해  명확히  알수  있는  바와같이,  Y선의  신호선(103)을  중앙에  배치하고,  한쌍의 신호선
의  제1신호선(105)와  제2신호선(108)에  끼워진  부분을  1개의  픽셀(123)로  하고  있다.  1개의  픽셀은 
2개의  투명  도전막의  화소전극(117),(126)으로  구성되고,  화소(117)은  NTFT(113)과  PTFT(122)가 접
속되어, 화소(126)에는 NTFT(124)와 PTFT(125)가 각기 C/TFT 구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게이트  전극은  모두  신호선(103)에  연결되어,  2개의  NTFT와  제1신호선(105)에,  또한  2개의  PTFT는 
제2신호선(108)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옆  화소에  설치된  C/TFT의  PTFT는  제2신호선(106)에,  NTFT는 
제1신호선(107)에 접속되어 있다.

이들  2개의  C/TFT의  한쪽이,  게이트전극과  채널형성  영역과의  사이에  누전이  있어  불량한  경우에도, 
픽셀로서의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한쪽의  화소가  어중간한  동작이  되어도, 
다른 쪽의 화소가 정상동작해서 칼라화한 때에, 그레이 스케일의 악화를 낮출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인접한  화소간에  설치된  2개의  신호선(108),(106)을  동일  물질로,  우선  하나의 배
선으로 기판상에 형성한다.

그리고  그후  공정에  있어서,  이  배선을  엑시머레이저빔(EXCIMER  LASER  BEAM)으로  분할  했다.  이 경
우,  그  2개의  신호선간의  간격을  좁게  할  수  있어,  표시장치의  개구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제조공정상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요구  정밀도가  낮추어져,  제조공정의  향상과  마스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상의  설명한  것과  같은  본  발명의  구동법에  의해  액정단위를  부유상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
된  표시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액티브  소자로서의  C/TFT의  구동능력이  높기  때문에  동작마진을 확
대할  수  있고,  더욱이  주변의  구동회로를  보다  간단히  할  수  있어  표시  장치의  소형화,  제조단가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

또한,  3개의  신호선과  대항전극에  매우  단순한  신호로  높은  구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불량  TFT가 
일부에 있어도 같은 상태의 출력이기 때문에 보상(補償)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더욱이 인접한 화
소에  접속되어  있는  신호선간에  높은  전위차가  인가되지  않기  때문에,  누전되지  않는다.  또한 인접
한 신호선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어 표시 장치의 개구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표시매채로서는,  투과형의  액정  표시장치  또는  반사형  액정  표시장치로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가능한  액정  물질로서는  상술한  TN  액정,  FLC  액정,  분산형  액정,  폴리머형  액정을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게스트  호스트형,  유전이방성형의  네머틱  액정에  이온성  도판트(dopant)를  첨가해서  전계를 인
가함으로써  네머틱  액정으로  하고  콜레스테릭  액정과  혼합체에  전계를  인가해서,  네머틱상과 콜렉스
테릭상과의  사이에서  상전이(相輾移)를  발생시켜,  투명  내지  백탁(白濁)  표시를  실현하는 상전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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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相錢移液晶)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액정이외에서는  예를들면  염료로  착색한  유기  용매중에 
이들과  색이  다른  안료입자를  분산시킨  소위  전기영동표시용(電氣永動表示用)분산계(分散系)를 이용
할 수 있다.

더욱이  액정  재료를  전기  분해시키지  않기  때문에  액정의  구동으로서는  필수적인  교류화  신호구동을 
C/TFT의  게이트  신호선에  가하는  신호의  논리를  반전시켜,  대항전극에  인가하는  오프셋  전압의 극성
을 반전시키는 것을 간단히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제3신호선의  신호전압을  임의로  가변하면  그에  따라  액정에  실제로  가해지는  전위차를  가변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계조표시를 할 수 있다. 특히 액정 구동의 한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것,  즉 한
계치가 어중간한 원활한 분산형 액정등에는 특히 적절한 구동법으로 충분한 계조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그외의  계조방법으로서,  1개의  표시화면에  대해서  복수  프레임의  구동  신호를  액정에 인가함
으로써  1  화면을  표시하는  경우는  특정  화면에  가하는  선택신호를  모든  프레임  수보다  줄이는 방법
으로 용이하게 계조표시를 할 수 있다.

상술한  선호된  실시예는  설명과  도시의  목적으로  나타내었으나  본  발명을  세밀하게  제한하거나 표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기 기술의 관점에서 많은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히 알 수 있
을 것이다.

실시예는  본  발명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이며  본  발명의  분야의 사람들
은  특정용도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양한  수정과  실시예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본  발명을  활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절연표면을  갖는  기판,  상기  기판상에  설치된  화소전극,  상기  화소전극에  설치된  제1의 절연게이트
형  트랜지스터  및  상기  기판상에  설치된  주변회로를  구성하는  제2의  절연게이트형  트랜지스터를 갖
는  전기광학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절연게이트형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을  구성하는  반도체층에 
포함되는  산소의  농도는  상기  제2의  절연게이트형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을  구성하는  반도체층에 포한
됨 산소의 농도보다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학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절연게이트형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을  구성하는  반도체층에  포함된 산소

의 농도는 4×10
19
 내지4×10

21
원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학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절연게이트형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을  구성하는  반도체층에 포함된산소

의 농도는 7×10
19
원자/㎤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학장치.

청구항 4 

유리기판,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  다수의  화소전극,  상기  기판상에  형성되고  상기  화소전극에  연결된 
다수의  박막  반도체장치.  및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  박막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주변회로를 포함
하고:  상기  주변회로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들은15-300㎠/VS의  전자이동도와  10-200㎠/VS의 정공이
동도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 채널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전기광학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채널  반도체층이  산소가 7×10
19
원자/㎤  이하의  농도로  함유된  실리콘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학장치.

청구항 6 

적어도,  절연표면을  가지는  기판,  및  상기  기판상에  설치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박막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전기광학장치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영역을  구성하는  실리콘을 주성분

으로  하는  반도체를  포함되는  산소의  농도는 4×10
19
내지 4×10

21
원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표면이  산화규소막으로  덮혀진  유리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
학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플루오르화  수소산이  도프된  산화규소로  이루어지는 게이
트 절연막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학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수소가  첨가된  규소로  이루어지는  채널영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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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는  결정성  실리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학 
장치.

청구항 11 

적어도,  절연표면을  가지는  기판,  및  상기  기판상에  설치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박막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전기광학장치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채널  반도체영역  및  소스,  드레인 반도

체영역을  가지고,  상기  채널  반도체영역에  포함되는  산소의  농도는 5×10
20
내지 5×10

21
원자/㎤이며, 

상기  소스,  드레인  반도체영역에  포함되는  산소의  농도는 7×10
19
원자/㎤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학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표면이  산화  규소막으로  덮혀진  유리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플루오르화  수소산이  도프된  산화규소로  이루어지는 게이
트 절연막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학장치.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수소가  첨가된  규소로  이루어지는  채널영역을  가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학장치.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접속된  복수의  화소전극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전
기 광학장치.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는  결정성  실리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
학장치.

청구항 17 

유리기판,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  다수의  화소전극,  상기  기판상에  형성하고,  상기  화소전극에 연결
된  다수의  박막  반도체  장치,  및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  박막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주변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주변회로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가  산소가 7×10
19
원자/㎤  이하의  농도로  함유된 실

리콘을 포함하는 채널 반도체층을 갖는 것을특징으로 하는 전기광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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