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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를 가지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장치 및 온다이 터미네이션 방법

요약

외부클럭에 동기된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작이 구현되도록 하여 온다이 터미네이션 직류(DC) 및 교류(AC) 파라메터 

사양을 확실히 충족시키고, 외부 또는 내부 제어에 의한 적응적 임피던스 매칭을 행할 수 있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

로를 가지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온다이 터미네이션 방법이 개시된다. 외부클럭에 동기하여 데이터 출력 동

작을 행하는 데이터 출력회로를 구비한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상기 데이터 출력 동작을 위한 데이터 출력 업 및

다운 신호의 생성과 동일한 타이밍으로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를 생성하여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작을 행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온다이 터미네이션, 외부 클럭, 터미네이션 업 다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를 가지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일부 블록도

도 2는 본 분야에서 권고된 온다이 터미네이션 직류(DC) 파라메터 사양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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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는 도 1중 ODT 드라이버의 예를 간략히 나타낸 회로도

도 4는 도 1중 ODT 동기 버퍼(32)의 구현예를 보인 회로도

도 5는 도 1중 ODT 게이트(34)의 구현예를 보인 회로도

도 6은 도 1중 출력 드라이버(24)의 구현예를 보인 회로도

도 7은 도 1중 ODT 드라이버(38)의 구현예를 보인 회로도

도 8은 본 분야에서 권고된 온다이 터미네이션 교류(AC) 파라메터 사양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도 1내의 데이터 출력 멀티플렉서와 출력 드라이버간의 연결관계를 보인 도면

도 10은 도 1내의 ODT 게이트와 ODT 드라이버간의 연결관계를 보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터미네이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를 가지는 동기 반도체 메

모리 장치 및 온다이 터미네이션 방법에 관한 것이다.

CPU들, 메모리들, 및 게이트 어레이들 등과 같이 집적회로 칩으로 구현되는 다양한 반도체 장치들(devices)은 퍼스

널 컴퓨터들, 서버들, 또는 워크스테이션들과 같은 다양한 전자 제품내로 합체되어진다. 그러한 전자 제품들의 동작스

피드가 날이 갈수록 고속화됨에 따라 상기 반도체 장치들간에 인터페이스되는 신호의 스윙 폭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

다. 그 이유는 신호전달에 걸리는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신호의 스윙 폭이 줄어들수록 외부 노

이즈에 대한 영향은 증가되고, 인터페이스 단에서 임피던스 미스매칭(mismatching, 부정합)에 따른 신호의 반사도 

크리티컬(critical)해진다. 상기 임피던스 미스매칭은 외부 노이즈나 전원전압의 변동, 동작 온도의 변화, 제조공정의 

변화등에 기인하여 발생된다. 임피던스 미스매칭이 발생되면 데이터의 고속전송이 어렵게 되고 출력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왜곡된 출력신호가 전송될 경우에 수신측에서는 셋업/홀드 페일 또는 입력 레벨의 판단미스등의 문

제들이 빈번히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다이나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DRAM)을 채용하는 전자 제품에서 신호 버스의 주파수는 고속 동작의 실현을 위

해 눈부시게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피던스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여 신호 온전성(signal integrity)이 왜곡되

는 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버스 터미네이션 테크닉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중의 한 연구에서, 

특히 스터브(stub) 버스 구조를 가지는 전자 시스템에 있어서는 마더 보드 터미네이션(이하 MBT:Mother Board Ter

mination)를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온다이 터미네이션(ODT:On-Die Termination)을 사용하는 방식이 신호 온전성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상기 마더 보드 터미네이션에 관한 선행기술들 중 하나는 1999년 8월 31일자로 이슈드(issued)되어 밀라(Millar)에

게 특허허여된 미국특허번호 U.S.P. No. 5,945,886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에 관한 선행기술

들 중 하나는 2000년 12월 5일자로 이슈드되어 테이로(Taylor)외 다수에게 특허허여된 미국특허번호 U.S.P No. 6,1

57,206호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은 메모리 모듈(module)에 장착된 메모리의 입출력 포트(I/O port)에서 버스 터미네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터미네이션 구조를 의미한다. 결국,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은 온-칩 터미네이션(On-Chip Termin

ation)이라고도 불리우는 임피던스 매칭회로이며, 이는 집적회로 칩내의 패드 근방에 채용된다.

반도체 장치중 DDR(Double Data Rate) 타입의 동기 디램(SDRAM)등과 같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임피던

스 매칭을 행하기 위한 전형적인 온다이 터미네 이션은 고정된(fixed) 저항값을 가지는 저항소자를 패드에 연결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예를 들어, 임의의 터미네이션 회로가 60오옴( Ω)의 터미네이션 동작을 행하도록 설계된 경우에

도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터미네이션 회로를 구성하는 저항소자들(Rup,Rdn)의 저항 값은 각기 120오옴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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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는 세팅된 저항 값 만을 가지게 되어 수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터미

네이션 동작을 행해기 어렵다. 즉, 터미네이션이 디폴트 값으로 미리 설정되는 경우에는 적응적인 터미네이션 동작이

불가능하다. 또한, 온다이 터미네이션이 자체적으로 조절되는 셀프 터미네이션 회로를 내부에 구현한 경우라 하더라

도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는 불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더욱이 외부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의해 터미네이션 저항을 다양한 모드의 변경 가능한 값들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고속의 반도체 메모

리 장치에서 온다이 터미네이션 직류(DC) 및 교류(AC) 파라메터 사양이 권고되고 있는데 이를 여유있게 만족시킬 수

있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부클럭에 동기된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작이 구현되도록 하여 권고된 온다이 터미네이션 직류(DC) 및 교류

(AC) 파라메터 사양을 확실히 충족시킴은 물론, 송수신 환경에 따라 최적화된 터미네이션 동작이 외부 또는 내부의 

제어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응적 온-다이 터미네이션 테크닉이 고속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더욱 

더 필요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를 가지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온다이 터미네이션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외부클럭에 동기된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작이 구현되도록 하여 온다이 터미네이션 직류(DC) 

및 교류(AC) 파라메터 사양을 확실히 충족시키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를 가지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온다

이 터미네이션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외부 또는 내부 제어에 의한 적응적 임피던스 매칭을 행할 수 있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

를 가지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온다이 터미네이션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점유면적이 축소되고 전력소모가 적은 온다이 터미네이션회로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온다이 터미네이션 턴온 및 턴오프 동작을 데이터의 출력에 맞추어 행할 수 있는 더블 데이

터 레이트 타입의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 가운데 일부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양상(aspect)에 따라, 외부클럭에 동기하여 데이

터 출력 동작을 행하는 데이터 출력회로를 구비한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상기 데이터 출력 동작을 위한 데이터 

출력 업 및 다운 신호의 생성과 동일한 타이밍으로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 운 신호를 생성하여 온다이 터미네이

션 동작을 행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기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는: 상기 외부클럭을 버퍼링함에 의해 생성된 버퍼드 클럭신호에 응답하

여 인가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를 수신하고, 이를 상기 외부클럭에 지연동기된 제1 클럭신호에 맞추어 출력함

에 의해, 동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를 생성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기버퍼와; 상기 제1 클럭신호 및 상기 제1 

클럭신호와는 설정된 만큼의 위상차를 갖는 제2 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동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를 패싱 및

래치함에 의해,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를 생성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게이트와; 상기 온다이 터미

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의 상태에 응답하여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의 온 또는 오프를 제어함에 의해, 상기 외부클럭

에 동기된 온다이 터미네이션 드라이빙 동작이 행해지도록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드라이버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라, 외부클럭에 동기하여 데이터 출력 동작을 행하는 데이터 출력회로를 구비한 동기 반도

체 메모리 장치에서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방법은, 상기 데이터 출력 동작을 위한 데이터 출력 업 및 다운 신호의 생성

과 동일한 타이밍으로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가 인가될 

경우,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의 상태에 대응된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작을 행하여 온다이 터미네이

션을 위한 드라이버들 내의 풀업 및 풀다운 저항이 제어되도록 하는 단계를 가진다.

상기한 본 발명의 장치적 방법적 구성들에 따르면, 외부클럭에 동기된 온다 이 터미네이션 동작이 구현되므로 온다이

터미네이션 직류(DC) 및 교류(AC) 파라메터 사양이 충족되고, 외부 또는 내부 제어에 의한 적응적 임피던스 매칭이 

수행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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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를 가지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온다이 터미네이

션 방법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비록 다른 도면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동일 내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구성요소들은 동일 내지 유사한 참조부호로서 나타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를 가지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일부 블록도이다.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외부클럭(Ext CLK)에 동기하여 데이터 출력 동작을 행하기 위해, 코어 셀(18), 데이터 패스(2

0), 데이터 출력(DQ) 멀티플렉서(2), 및 출력 드라이버(24)를 포함하는 데이터 출력회로를 구비한다. 또한 동기 반도

체 메모리 장치는, 입력버퍼(30), ODT 동기버퍼(32), ODT 게이트(34), 및 ODT 드라이버(38)를 포함하는 온다이 터

미네이션 회로를 구비한다.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는 상기 데이터 출력 동작을 위한 데이터 출력 업 및 다운 신

호(DQ_UP, DQ_DN)의 생성과 동일한 타이밍으로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ODT_UP, ODT_DN)를 생성

하여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작을 행한다.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ODT)동기 버퍼(32)는, 상기 외부클럭(Ext CLLK)을 버퍼링함에 의해 생성된 버퍼드 클럭신

호(PCLK)에 응답하여 인가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TODT)를 수신하고, 이를 상기 외부클럭(Ext CLK)에 지

연동기(delay locking)된 제1 클럭신호(CLKDQ1)에 맞추어 출력함에 의해, 동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PODT)

를 생성한다.

상기 ODT 게이트(34)는, 상기 제1 클럭신호(CLKDQ1) 및 상기 제1 클럭신호와는 설정된 만큼의 위상차를 갖는 제2 

클럭신호(CLKDQ2)에 응답하여 상기 동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PODT)를 패싱(passing) 및 래치함에 의해, 상

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ODT_UP, ODT_DN)를 생성한다.

상기 ODT 드라이버(38)는,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ODT_UP, ODT_DN)의 상태(status)에 응답하

여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의 온 또는 오프를 제어함에 의해, 상기 외부클럭에 동기된 온다이 터미네이션 드라이빙 

동작이 행해지도록 한다.

상기 데이터 출력회로내의 DQ 멀티플렉서(22)는, 데이터 패스(20)를 통해 인가되는 리드 데이터를 상기 제1,2 클럭

신호(CLKDQ1,CLKDQ2)를 사용하여 멀티플렉싱함에 의해, 데이터 출력 업 및 다운 신호(DQ_UP, DQ_DN)를 생성

한다.

상기 출력 드라이버(24)는 상기 데이터 출력 업 및 다운 신호(DQ_UP, DQ_DN)의 상태에 응답하여 풀업 드라이버와 

풀다운 드라이버의 온 또는 오프를 제어함에 의해 상기 외부클럭에 동기된 데이터 출력동작이 행해지도록 한다.

온다이 터미네이션을 위한 코멘드 패스(path)가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칩셋(chipset)에서제공되는 온다이 터미네이

션 코멘드(ODT Command)는 대개 SSTL 레벨이다.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ODT Command)를 수신하는 입

력 버퍼(30)는 레벨변환동작을 행하여 CMOS 레벨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TODT)를 출력한다. 상기 TODT는 

상기 ODT 동기 버퍼(32)에 인가된다. 상기 ODT 동기 버퍼(32)는 TODT의 셋업/홀드 타임을 상기 PCLK에 의해 결

정한 다음, DLL(Delay Locked Loop)의 클럭인 상기 제1 클럭신호(CLKDQ1)에 동기하여 출력을 생성한다. 이에 따

라, 동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PODT)가 상기 ODT 동기 버퍼(32)로부터 생성된다. 상기 ODT 게이트(34)에 인

가되는 제2 클럭신호(CLKDQ2)는 상기 제1 클럭신호(CLKDQ1)를 외부 클럭의 반주기 만큼 지연한 신호로서, 도 1의

로컬 버퍼(16)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이다. 결국, 상기 제1 및 제2 클럭신호로써 상기 동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

PODT)를 패싱 하고 래치함에 의해, ODT 드라이버(38)를 구동하기 위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O

DT_UP, ODT_DN)가 생성된다.

이제, 데이터 출력 패스가 설명된다. 코어 셀(18)에 저장된 셀 데이터가 데이터 패스(20)를 거쳐 DQ 멀티플렉서(22)

에 인가되면, 상기 DQ 멀티플렉서(22)는 상기 데이터를 상기 제1,2 클럭신호(CLKDQ1,CLKDQ2)를 사용하여 멀티플

렉싱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출력 업 및 다운 신호(DQ_UP, DQ_DN)가 생성된다. 상기 데이터 출력 업 및 다운 신호(

DQ_UP, DQ_DN)의 상태에 따라 상기 출력 드라이버(24)내의 풀업 드라이버와 풀다운 드라이버의 온 또는 오프 동작

이 행해진다. 결국, 상기 출력 드라이버(24)의 출력에 연결된 패드(PD1)를 통해 출력되는 데이터는 상기 외부클럭에 

동기하여 출력된다. 상기 DQ 멀티플렉서(22)와 상기 ODT 게이트(34)에는 상기 제1,2 클럭신호(CLKDQ1,CLKDQ2)

가 공통으로 인가되어, DQ_UP, DQ_DN과 ODT_UP, ODT_DN이 동일한 타이밍으로 인에이블 되므로, 상기 외부클

럭에 동기된 데이터 출력동작에 맞추어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작도 행하여짐을 알 수 있다.

결국, 데이터 출력 시점에 맞추어 ODT 동작이 수행되면 ODT AC 스펙이 자동적으로 만족된다. 여기서, 출력 드라이

버(24)와 ODT 드라이버(38)는 동일한 타입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에서 미설명된 제1,2 클럭버퍼(10,12)는 각기 클럭의 레벨 변환을 위한 용도로서 사용된다. 또한, DLL(14)은 본 

분야에 공지된 딜레이 록 루프이다. 로컬 버퍼(16)는 상기 DLL(14)의 출력을 받아 바이 패스함에 의해 상기 제1 클럭

신호(CLKDQ1)를 출력하고, 상기 DLL(14)의 출력을 상기 외부클럭의 반주기 만큼 지연한 후 출력함에 의해 상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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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럭신호(CLKDQ2)를 출력한다.

도 2는 본 분야에서 권고된 온다이 터미네이션 직류(DC) 파라메터 사양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ODT 

DC 사양중에서는 핀에서 바라보는 등가 저항 Rtt(eff)가 있고, ODT 업 저항 Rup와 ODT 다운 저항 Rdn의 미스매치 

정도를 나타내는 Rtt(mis)가 있다.

즉, Rtt 유효 임피던스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Rtt(eff) = VIHac - VILac / I(VIHac)-I(VILac) = Rup Rdn/Rup + Rdn = Rup// Rdn

또한, Rup 와 Rdn 간의 Rtt 미스매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Rtt(mis)= [(2 x Vm/VDDQ) -1] x 100% = Rup Rdn/Rup + Rdn x 100%

도 3는 도 1중 ODT 드라이버의 예를 간략히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3에서 Rtt(eff)=150Ω일 경우에는 제1 드라이버

부(38a)만이 온(ON)되고, Rtt(eff)=75Ω일 경우에는 제1 드라이버부(38a)와 제2 드라이버부(38b)가 모두 온된다. 도

3에서 ODT_UP0~UP3와 ODT_DN0~DN3 신호는 도 1의 ODT 게이트(34)의 출력인 ODT_UP/ODT_DN과 ODT 

콘트롤부(36)의 출력인 RUP_EN/RDN_EN과의 조합된 신호가 될 수 있다. 상기 ODT_UP0~UP3은 도 3의 풀업 저항

들(Rup0~Rup3)을 온/오프 시키기 위한 신호이며, 상기 ODT_DN0~DN3은 풀다운 저항들(Rdn0~Rdn3)을 온/오프 

시키기 위한 신호이다. 그리고 도 3의 75_UP0~75_UP3은 ODT_UP0~UP3과 실질적으로 같은 신호이며, 다만, Rtt(

eff)=75Ω일 경우에만 75_UP0~75_UP3은 인에이블된다. 75_DN0~75DN3 신호도 ODT_DN0~ODT_DN3 신호와 

같은 신호이며, 마찬가지로 Rtt(eff)=75Ω일 경우에만 인에이블된다. 결국, 도 3에서 제2 드라이버(38b)내의 저항들(

Rup0~Rup3과 Rdn0~Rdn3)는 제1 드라이버(38a)의 저항들(Rup0~Rup3와 Rdn0~Rdn3)과 각기 대응적으로 같으며

, Rtt(eff)=75Ω일 경우에만 인에이블된다. 도 3에서 Rup1~Rup3과 Rdn1~Rdn3은 도 1의 ODT 콘트롤부(36)에 형

성된 퓨즈를 커팅하거나 ODT 콘트롤부(36)를 통해 모드 레지스터 세트 코드를 인가함에 의해 온/오프될 수 있다. 상

기 Rup1~Rup3과 Rdn1~Rdn3의 저항값은 차례로 1KΩ, 2KΩ, 4KΩ순으로 2의 배수로 배치되어 선형적인 Rtt(eff)

특성이 얻어진다. 또한, Rup0~Rup2과 Rdn0~Rdn2는 디폴트로 온되어 있고, Rup3과 Rdn3은 디폴트로 오프되어 있

다.

공정 변화나 전압, 온도 등의 변화에 따라 Rtt(eff)값이 변하게 되고 Rup과 Rdn의 값이 서로 달라져 Rtt(mis)값이 커

지게 된다. 이 경우에 퓨즈 옵션을 통해 Rup과 Rdn의 값을 조절하면, Rtt(eff)값과 Rtt(mis)값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UP 저항 Rup의 경우, 디폴트로 Rup0~Rup2가 온되어 있는데, 실제의 측정값이 예측값보다 크게 나왔을 경우

에, 퓨즈를 통해 Rup3를 온시켜 Rup0~Rup3이 모두 온되도록 하거나, Rup2를 오프시키고 Rup3를 온시켜 Rup0,Rup

1,Rup3이 온되도록 하는 것에 의해, Rup 값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Rup 값을 크게 할 수 있으며, Rdn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트리밍할 수 있다.

도 4는 도 1중 ODT 동기 버퍼(32)의 구현예를 보인 회로도이다. 도면에서, ODT 동기버퍼(32)는, TODT 신호를 수

신하여 소정시간동안 지연하는 딜레이(D1)와, 상기 딜레이(D1)의 출력을 버퍼드(buffered)클럭신호(PCLK)에 응답

하여 래치하는 제1 플립플롭(FF1)과, 제1 플립플롭(FF1)의 출력단(Q)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클럭신호(CLKDQ1)

에 응답하여 래치하는 제2 플립플롭(FF2)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TODT 신호는 도 1내의 입력버퍼(30)에

서 출력되는 신호이다. 여기서, 상기 입력버퍼(30)는 SSTL 레벨로 인가되는 ODT 코멘드의 신호레벨을 CMOS 레벨

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버퍼드 클럭신호(PCLK)는 외부클럭(Ext CLK)을 수신하는 제2 클럭버퍼(12)로부터 

출력된 신호이다. 또한, 클럭신호(CLKDQ1)는 로컬 버퍼(16)로부터 출력되는 DLL 로킹 신호이다. 상기한 ODT 동기

버퍼(32)내에서, 상기 TODT 신호의 셋업/홀드 타임은 상기 클럭신호(PCLK)에 의해 결정된다. 이후 제1 플립플롭(F

F1)에서 출력된 상기 TODT 신호는 클럭신호(CLKDQ1)의 도메인(domain)으로 넘어간다. 결국, 제2 플립플롭(FF2)

로부터 출력되는 출력신호(PODT)는 상기 클럭신호(CLKDQ1)에 동기된 것이다. 도면에서, 상기 제1,2 플립플롭(FF1

,FF2)는 모드 D-타입 플립플롭이다.

도 5는 도 1중 ODT 게이트(34)의 구현예를 보인 회로도이다. 도면에서 ODT 게이트(34)는, 2개의 전송스위치들(SW

1,SW2)과, 2개의 인버터 래치들(L1,L2)과, 피형 모오스 트랜지스터(PMOS1)와, 입력용 인버터(IN1)와, 출력용 인버

터(IN4)와, 제1,2 클럭신호들(CLKDQ1,CLKDQ2)을 반전하기 위한 반전용 인버터들(IN2,IN3)로 구성되어 있다. 여

기서, 상기 ODT 동기버퍼(32)로부터 출력된 출력신호(PODT)는 상기 입력용 인버터(IN1)에 인가되며, 상기 제1,2 

클럭신호들(CLKDQ1,CLKDQ2)은 상기 전송스위치들(SW1,SW2)의 제어단자에 인가된다. 상기 제1 클럭신호(CLKD

Q1)가 하이인 구간에서 전송스위치(SW1)가 온되어 상기 인버터(IN1)의 출력이 래치(L1)에 제공된다. 또한, 상기 제2

클럭신호(CLKDQ2)가 하이인 구간에서 전송스위치(SW2)가 온되어 상기 래치(L1)의 출력이 래치(L2)에 제공된다. 

상기 출력용 인버터(IN4)의 출력단에서 제공되는 출력은 신호(ODT_UP)가 되고, 상기 인버터(IN4)의 입력단에서 제

공되는 출력은 신호(ODT_DN)가 된다. 결국, 상기 ODT 게이트(34)로 인가되는 상기 신호(PODT)는 상기 클럭신호(

CLKDQ1)와 상기 클럭신호(CLKDQ1)에 대하여 0.5 tCK 위상차를 갖는 클럭신호(CLKDQ2)에 각기 동기된 다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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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드라이버(38)를 인에이블 시키는 업/다운신호들(ODT_UP, ODT_DN)로서 출력된다.

도 6은 도 1중 출력 드라이버(24)의 구현예를 보인 회로도이다. 출력드라이버(24)는 복수의 단위 출력드라이버들(24

a,24b)을 포함한다. 하나의 단위 출력드라이버(24a)는 풀업 및 풀다운 동작을 위한 복수의 피형 및 엔형 트랜지스터

들(P1-P3,P10-P12,N1-N3,N10-N12)로 구성되어 있다. 도면에서 단위 출력드라이버들(24a,24b)내의 출력노드들(

NO1,NOn)은 출력패드(PD1)에 공통으로 연 결된다.

도 7은 도 1중 ODT 드라이버(38)의 구현예를 보인 회로도이다. ODT 드라이버(38)는 복수의 단위 ODT 드라이버들(

38a1-38an, 38b1-38bn)을 포함한다. 하나의 단위 ODT드라이버(38a1)는 풀업 및 풀다운 동작을 위한 복수의 피형 

및 엔형 트랜지스터들(P1-P3,P10-P12,N1-N3,N10-N12)과, 풀업 저항(Rup0)과, 풀다운 저항(Rdn0)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피형 및 엔형 트랜지스터들(P1,P2,N1-N3)은 낸드(NAND) 게이트를 구성하고, 상기 피형 및 엔형

트랜지스터들(P10-P12,N10,N11)은 노아(NOR) 게이트를 구성한다. 도면에서 단위 ODT 드라이버들(38a1-38an)

내의 출력노드들(ND1,NDn)은 출력패드(PD1)에 공통으로 연결된다. 한편, 상기 출력패드(PD1)에 또한 연결된 복수

의 단위 ODT 드라이버들(38b1-38bn)은 예컨대 ODT 저항이 75오옴인 경우에만 인에이블 된다.

도 8은 본 분야에서 권고된 온다이 터미네이션 교류(AC) 파라메터 사양(specification)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서 

신호(ODT_UP, ODT_DN)은 노말 데이터 패스의 신호(DQ_UP, DQ_DN)과 같은 딜레이를 가지기 때문에, ODT AC 

사양중에서 tAON, tAOF를 충족하게된다.

도 9는 도 1내의 데이터 출력 멀티플렉서와 출력 드라이버간의 연결관계를 보인 도면이고, 도 10은 도 1내의 ODT 게

이트와 ODT 드라이버간의 연결관계를 보인 도면이다. 도 7에서 보여지는 ODT 드라이버내의 피형 및 엔형 모오스 

트랜지스터(P3,N12)의 사이즈는 각기 도 6에서 보여지는 출력 드라이버내의 피형 및 엔형 모오스 트랜지스터(P3,N1

2)의 사이즈의 절반정도로 구현될 수 있다. 따라 서, 도 10에서와 같이 하나의 ODT 게이트가 2개의 ODT 드라이버를

구동하도록 연결을 하면, ODT 게이트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레이아웃 면적과 파워 소모가 

줄어든다.

이하에서는 상기한 도면들을 참조로 온다이 터미네이션의 동작 예가 설명될 것이다.

ODT 동작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ODT 온 경우에 ODT 코멘드가 입력버퍼(30)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상기 

ODT 동기 버퍼(32)의 출력신호(PODT)는 하이(HIGH)레벨이 된다. 상기 신호(PODT)는 도 5에서 보여지는 ODT 게

이트(34)내의 인버터(IN1)에 의해 반전(인버팅)된 후, 클럭신호(CLKDQ1)에 동기되어 전송스위치(SW1)를 통해 로

우레벨로서 출력된다. 이 때 상기 전송스위치(SW1)의 출력은 로우레벨이므로 피형 모오스 트랜지스터(PMOS1)가 턴

온된다. 이에 따라 래치(L2)의 입력은 하이이고 출력은 로우가 되므로, 상기 ODT 게이트(34)의 업/다운신호들(ODT_

UP, ODT_DN)은 각기 하이와 로우로서 출력된다. 상기 ODT 게이트(34)의 업/다운신호들(ODT_UP, ODT_DN)이 

각기 하이와 로우로서 출력될 때, ODT 드라이버(38)내의 복수의 단위 ODT 드라이버들(38a1-38an, 38b1-38bn)중

대응되는 드라이버들이 활성화된다. 여기서, 대응되는 드라이버들만이 활성화 되는 이유는 도 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낸드 게이트 및 노아 게이트가 풀업 트랜지스터와 풀다운 트랜지스터의 전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상

기 업/다운신호들(ODT_UP, ODT_DN)이 각기 하이와 로우로서 출력되어도, 상기 도 1의 ODT 콘트롤부(36)의 업 및

다운 인에이블 신호(RUP_EN,RDN_EN)가 각기 하이와 로우로서 인가되지 않으면 그에 대응되는 단위 ODT 드라이

버는 오프되는 것이다. 결국, 외부 또는 내부적으로 제어신호를 발생하여 원하는 ODT 드라이버만 선택적으로 드라이

빙을 행함에 의해, 다양한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가 가능하다.

한편, ODT 오프의 경우에 상기 신호(PODT)는 로우레벨이 된다. 상기 신호(PODT)는 도 5에서 보여지는 ODT 게이

트(34)내의 인버터(IN1)에 의해 반전된 후, 클럭신호(CLKDQ1)에 동기되어 전송스위치(SW1)를 통해 출력된다. 이 

때 상기 전송스위치(SW1)의 출력은 하이레벨이므로 피형 모오스 트랜지스터(PMOS1)는 턴오프된다. 한편, 래치(L1)

는 상기 전송스위치(SW1)의 출력을 래치하고 로우레벨을 출력한다. 상기 래치(L1)의 출력은 클럭신호(CLKDQ2)에 

동기되어 전송스위치(SW2)를 통해 로우레벨로서 출력된다. 이에 따라 래치(L2)의 입력은 로우이고 출력은 하이가 되

므로, 상기 ODT 게이트(34)의 업/다운신호들(ODT_UP, ODT_DN)은 각기 로우와 하이로서 출력된다. 이에 따라, O

DT 드라이버(38)내의 복수의 단위 ODT 드라이버들(38a1-38an, 38b1-38bn)이 비활성화된다. 결국, 이 경우에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작이 행해지지 않는다.

도 1에서, DQ 멀티플렉서(2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DQ_UP, DQ_DN)에 의해 출력 드라이버(24)가 구동되는 것은 동

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주지된 사실이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신호(DQ_UP, DQ_DN)의 출력시점에 동

기하여 ODT 게이트(34)로부터 출력되는 신호(ODT_UP, ODT_DN)에 의해 ODT 드라이버(38)도 구동되므로, 온다

이 터미네이션 직류(DC) 및 교류(AC) 파라메터 사양이 충족되고, 외부 또는 내부 제어에 의한 적응적 임피던스 매칭

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미 도 6 및 도 7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풀업 및 풀다운 저항을 제외하고는 출력드라이버(24

)와 상기 ODT 드라이버(38)의 내부 구성은 서로 같은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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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위주로 도면을 따라 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은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당업자에게는 명백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안이 다른 경우에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의 세부적 구성을 다양한 형태로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를 가지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온다이 터미네이션 

방법에 의하면, 외부클럭에 동기된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작이 구현되므로 온다이 터미네이션 직류(DC) 및 교류(AC) 

파라메터 사양이 충족되고, 외부 또는 내부 제어에 의한 적응적 임피던스 매칭이 수행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클럭에 동기하여 데이터 출력 동작을 행하는 데이터 출력회로를 구비한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출력 동작을 위한 데이터 출력 업 및 다운 신호의 생성과 동일한 타이밍으로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

운 신호를 생성하여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작을 행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

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는:

상기 외부클럭을 버퍼링함에 의해 생성된 버퍼드 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인가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를 수신하

고, 이를 상기 외부클럭에 지연동기된 제1 클럭신호에 맞추어 출력함에 의해, 동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를 생성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기버퍼와;

상기 제1 클럭신호 및 상기 제1 클럭신호와는 설정된 만큼의 위상차를 갖는 제2 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동기 온다

이 터미네이션 코멘드를 패싱 및 래치함에 의해,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를 생성하는 온다이 터미네

이션 게이트와;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의 상태에 응답하여 풀업 저항과 풀 다운 저항의 온 또는 오프를 제어함에 의

해, 상기 외부클럭에 동기된 온다이 터미네이션 드라이빙 동작이 행해지도록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드라이버를 구

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출력회로는:

데이터 패스를 통해 인가되는 리드 데이터를 상기 제1,2 클럭신호를 사용하여 멀티플렉싱함에 의해, 데이터 출력 업 

및 다운 신호를 생성하는 데이터 출력 멀티플렉서와;

상기 데이터 출력 업 및 다운 신호의 상태에 응답하여 풀업 드라이버와 풀다운 드라이버의 온 또는 오프를 제어함에 

의해 상기 외부클럭에 동기된 데이터 출력동작이 행해지도록 하는 출력 드라이버를 적어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럭신호는, 상기 외부클럭을 지연동기함에 의해 상기 외부클럭에 지연동기된 클럭신호가 

생성되도록 하는 지연동기회로(DLL)로부터 얻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럭신호와 상기 제2 클럭신호간의 위상차는 상기 외부클럭의 반주기 만큼임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기버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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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를 소정시간 동안 지연하는 딜레이와;

상기 딜레이의 출력을 상기 버퍼드 클럭신호에 응답하여 래치함에 의해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의 셋업 및 홀

드 타임이 결정되도록 하는 제1 플립플롭과;

상기 제1 플립플롭의 출력을 상기 제1 클럭신호에 응답하여 래치함에 의해 동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가 생성되

도록 하는 제2 플립플롭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게이트는:

상기 동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의 레벨을 인버팅하기 위한 제1 인버터와;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을 상기 제1 클럭신호의 제1상태에 응답하여 전송하기 위한 제1 전송게이트와;

상기 제1 전송게이트의 출력을 래치하기 위한 제1 래치와;

상기 제1 래치의 출력을 상기 제2 클럭신호의 제1상태에 응답하여 전송하기 위한 제2 전송게이트와;

상기 제2 전송게이트의 출력을 래치하여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다운 신호를 생성하는 제2 래치와;

상기 제1 전송게이트의 출력에 게이트가 연결되고 소오스로 전원전압을 수신하며 드레인이 상기 제2 전송게이트의 

출력단에 연결된 피형 모오스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2 래치의 출력을 인버팅하여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신호를 생성하는 제2 인버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

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드라이버는:

대응되는 출력 패드에 상기 풀업 저항 및 풀다운 저항의 공통 접속노드가 공통으로 연결된 복수의 단위 드라이버로 

구성되며,

각각의 단위 드라이버는, 상기 공통 접속노드에 각각의 일단이 공통으로 연결된 상기 풀업 저항 및 풀다운 저항과; 상

기 풀업 저항의 타단에 드레인이 연결되고 소오스로 전원전압을 수신하며 게이트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신호

의 상태를 수신하는 풀업 트랜지스터와; 상기 풀다운 저항의 타단에 드레인이 연결되고 소오스로 접지전압을 수신하

며 게이트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다운 신호의 상태를 수신하는 풀다운 트랜지스터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드라이버는 상기 풀업 및 풀다운 트랜지스터를 제외하고는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드라

이버와 같은 형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외부클럭에 동기하여 더블 데이터 레이트 방식으로 데이터 출력 동작을 행하는 데이터 출력회로를 구비한 동기 반도

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가 인가될 경우, 상기 데이터 출력 동작을 위한 데이터 출력 업 및 다운 신호가 생성되는 시

점에 맞추어서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를 생성하여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작을 행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회로는:

상기 외부클럭을 버퍼링함에 의해 생성된 버퍼드 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인가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를 수신하

고, 이를 상기 외부클럭에 지연동기된 제1 클럭신호에 맞추어 출력함에 의해, 동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를 생성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기버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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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클럭신호 및 상기 제1 클럭신호와는 설정된 만큼의 위상차를 갖는 제2 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동기 온다

이 터미네이션 코멘드를 패싱 및 래치함에 의해,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를 생성하는 온다이 터미네

이션 게이트와;

외부 또는 내부 제어에 응답하여 온다이 터미네이션의 선택적 동작을 위한 업 및 다운 인에이블 신호를 출력하는 온

다이 터미네이션 콘트롤부와;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의 상태와 상기 업 및 다운 인에이블 신호의 상태를 논리조합한 조합신호의 

상태에 응답하여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의 온 또는 오프를 제어함에 의해, 상기 외부클럭에 동기된 온다이 터미네

이션 드라이빙 동작이 행해지도록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드라이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출력회로는:

데이터 패스를 통해 인가되는 메모리 셀 데이터를 상기 제1,2 클럭신호를 사용하여 멀티플렉싱함에 의해, 데이터 출

력 업 및 다운 신호를 생성하는 데이터 출력 멀티플렉서와;

상기 데이터 출력 업 및 다운 신호의 상태에 응답하여 풀업 드라이버와 풀다운 드라이버의 온 또는 오프를 제어함에 

의해 상기 외부클럭에 동기된 데이터 출력동작이 행해지도록 하는 출력 드라이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

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럭신호는, 상기 외부클럭을 지연동기함에 의해 상기 외부클럭에 지연동기된 클럭신호

가 생성되도록 하는 지연동기회로(DLL)로부터 얻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럭신호와 상기 제2 클럭신호간의 위상차는 상기 외부클럭의 반주기 만큼임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동기버퍼는: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를 소정시간 동안 지연하는 딜레이와;

상기 딜레이의 출력을 상기 버퍼드 클럭신호에 응답하여 래치함에 의해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의 셋업 및 홀

드 타임이 결정되도록 하는 제1 플립플롭과;

상기 제1 플립플롭의 출력을 상기 제1 클럭신호에 응답하여 래치함에 의해 동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가 생성되

도록 하는 제2 플립플롭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게이트는:

상기 동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의 레벨을 인버팅하기 위한 제1 인버터와;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을 상기 제1 클럭신호의 제1상태에 응답하여 전송하기 위한 제1 전송게이트와;

상기 제1 전송게이트의 출력을 래치하기 위한 제1 래치와;

상기 제1 래치의 출력을 상기 제2 클럭신호의 제1상태에 응답하여 전송하기 위한 제2 전송게이트와;

상기 제2 전송게이트의 출력을 래치하여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다운 신호를 생성하는 제2 래치와;

상기 제1 전송게이트의 출력에 게이트가 연결되고 소오스로 전원전압을 수신하며 드레인이 상기 제2 전송게이트의 

출력단에 연결된 피형 모오스 트랜지스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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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래치의 출력을 인버팅하여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신호를 생성하는 제2 인버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

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드라이버는:

대응되는 출력 패드에 상기 풀업 저항 및 풀다운 저항의 공통 접속노드가 공통으로 연결된 복수의 단위 드라이버로 

구성되며,

각각의 단위 드라이버는, 상기 공통 접속노드에 각각의 일단이 공통으로 연 결된 상기 풀업 저항 및 풀다운 저항과;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의 상태와 상기 업 및 다운 인에이블 신호의 상태를 각기 낸드 및 노아 게이

팅하여 업 및 다운 조합신호를 생성하는 게이팅부와; 상기 풀업 저항의 타단에 드레인이 연결되고 소오스로 전원전압

을 수신하며 게이트로 상기 업 조합신호의 상태를 수신하는 풀업 트랜지스터와; 상기 풀다운 저항의 타단에 드레인이

연결되고 소오스로 접지전압을 수신하며 게이트로 상기 다운 조합신호의 상태를 수신하는 풀다운 트랜지스터를 가짐

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드라이버는 상기 풀업 및 풀다운 트랜지스터를 제외하고는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드라

이버와 같은 형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콘트롤부가 외부 제어에 응답하여 상기 업 및 다운 인에이블 신호를 출력

할 경우에는 모드 레지스터 세트(MRS) 코드가 외부로부터 수신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콘트롤부의 내부 제어는 퓨즈 옵 션에 의해 구현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단위 드라이버중에서 일부 단위 드라이버들은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 값이 75오옴인

경우에만 인에이블 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단위 드라이버들은 각기 서로 다른 풀업 및 풀다운 저항값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동

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3.
외부클럭에 동기하여 데이터 출력 동작을 행하는 데이터 출력회로를 구비한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출력 동작을 위한 데이터 출력 업 및 다운 신호의 생성과 동일한 타이밍으로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

운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온다이 터미네이션 코멘드가 인가될 경우,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업 및 다운 신호의 상태에 대응된 온다이 터미네

이션 동작을 행하여 온다이 터미네이션을 위한 드라이버들 내의 풀업 및 풀다운 저항이 제어되도록 하는 단계를 가짐

을 특징으로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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