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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온 다이 터미네이션 임피던스 조절 장치

요약

  본 발명인 반도체 장치내의 온 다이 터미네이션 임피던스 조절 장치는 ODT 임피던스의 조절을 위한 펄스 형태의 조절신

호를 출력하는 펄스 발생기와, 상기 조절신호의 펄스 수를 카운팅하는 M 비트 카운터와, 상기 M 비트 카운터에 의하여 제

어되는 제 1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와, 상기 조절신호의 펄스 수를 카운팅하는 N 비트 카운터와, 상기 N 비트 카

운터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 2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와, 상기 지연신호를 수신하여 일정 시간 지연시킨 후 출력

하는 지연부와, 상기 지연부의 출력신호에 의하여 토글링하는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와, 상기

조절신호를 수신하여 ODT 임피던스를 조절하기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ODT 임피던스 조절부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ODT 장치의 임피던스를 조절(calibration)하는 장치의 일예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회로 블록의 일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ODT 장치의 임피던스 조절 장치의 실시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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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펄스 발생기의 일예이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350)의 일예이다.

  도 6은 도 1, 2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7은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350)의 출력신호(Cal_update)를 도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온 다이 터미네이션 임피던스 조절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정의 임프던스를 갖는 버스 라인을 통하여 전달되는 펄스 또는 신호(이하, 신호)가 임피던스가 다른 버스

라인을 만나는 경우, 신호의 일부는 반사하게 된다. 온 다이 터미네이션(이하, ODT)은 이와같은 신호의 반사를 감소시키

기 위한 장치를 의미한다.

  주지된 바와같이, 메모리 장치와 같은 반도체 장치는 외부 시스템과 데이타 등을 수수한다. 그런데, 반도체 장치와 시스

템사이를 연결하는 버스 라인의 임피던스와 상기 버스 라인과 직접 연결된 반도체 장치내의 신호 라인의 임피던스가 서로

다른 경우, 데이타의 반사가 초래될 수 있다. 최근의 고속 반도체 장치에는 이러한 데이타 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피던

스를 매칭시키는 장치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전술한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ODT 장치로 부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ODT 장치는 반도체 장치의 입출력 패드와 연결된 라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저항 소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저항 소자들은 소정 전압과 상기 라인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저항 소자들은 모스 트랜지스

터로 구성되므로, 모스 트랜지스터를 선택적으로 턴온/오프시켜 라인의 임피던스를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 1은 ODT 장치의 임피던스를 조절(calibration)하는 장치의 일예이다.

  도 1에서,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는 internal calibration enable의 약어로서, 반도체 장치의 내부에서 발생

되며, ODT 임피던스 조절 모드시에 발생되는 신호이다.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ext_calen) 는 external calibration enable 의 약어로서, 반도체 장치의 정상 동작중에 외부에

서 인가되는 신호이다. "ext_calen" 는 정상 동작중에 온도, 전압 등의 변동으로 인한 반도체 장치의 특성이 변하는 경우,

ODT 장치의 임피던스를 조절하기 위하여 인가되는 신호이다.

  도 1에서, 오실레이타(110)는 하이 레벨의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를 수신하여 발진 신호(osc_clk)를 출력

한다. M 비트 카운터(11)발진 신호(osc_clk)의 펄스 수를 카운팅한다.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120)는 M 비트 카운터(11)에 의하여 제어되며, 발진 신호(osc_clk)의 펄스가 M 번째인

경우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120)의 출력신호(int_discal)를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천이시킨다.

  펄스 발생기(130)는 발진 신호(osc_clk)의 러이징 에지에 동기되어 펄스 신호(G_calp)를 출력한다. 또한, 펄스 발생기

(130)는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ext_calen)를 수신한다.

  오실레이타(140)는 펄스 발생기(130)의 출력신호(G_calp)를 수신하며, 펄스 발생기(150)의 동작을 제어한다. 도 6에서

알 수 있듯이, 펄스 발생기(150)의 출력신호(L_calp)는 신호(G_calp)의 라이징 에지에 동기되어 복수개의 펄스를 출력한

다.

  N 비트 카운터(12)는 펄스 발생기(150)의 펄스 수를 카운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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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160)는 N 비트 카운터(12)에 의하여 제어되며, 신호(L_calp)의 펄스가 N 번째인 경우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160)는 펄스 발생기(150)의 동작을 디스에이블 시킨다.

  ODT 임피던스 조절부(170)는 펄스 발생기(150)의 출력신호(L_calp)를 수신하여 복수개의 제어신호(code<0:n-1>)를

출력한다. 선택적으로 인에이블되는 제어신호(code<0:n-1>)에 의하여 ODT 임피던스를 조절한다(도 2의 220 참조).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회로 블록의 일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같이, ODT 임피던스 조절 장치(170)는 비교기(210)와, ODT 블록(220)과, N 비트 카운터(230)를 구

비한다.

  비교기(210)와 N 비트 카운터(230)의 동작은 펄스 발생기(150)의 출력신호(L_calp)에 의하여 제어된다.

  비교기(210)는 기준전압(Vref)과 라인 전압(ZQ_in)을 비교한다.

  N 비트 카운터(230)는 비교기(210)의 출력신호(Com_out)를 수신하여 ODT 블록(220)을 제어하는 제어신호

(code<0:n-1>)를 출력한다.

  제어 신호(code<0:n-1>)에 의하여 PMOS 트랜지스터의 턴온/오프를 조절하여 라인(ZQ_in)의 임피던스 전압을 조절한

다. ODT 블록내의 A, B, C, D 는 저항치를 나타낸다.

  라인(ZQ_in)과 연결된 저항(RQ)는 ODT 임피던스의 일부로, 신호의 반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도 6은 도 1, 2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이하, 도 1, 2, 6을 참조하여 ODT 임피던스 조절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치가 정상 동작을 수행하려면 외부 신호를 수신하는 반도체 장치의 내부 라인의 ODT 임피던스를

최적의 값으로 설정하는 ODT 임피던스 조절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ODT 임피던스가 최적화 되어야 입력 신호의 왜곡

또는 신호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 반도체 장치의 내부에서 ODT 임피던스 조절 작업은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에 의하여 수행된다.

  반도체 장치가 정상 동작을 수행하는 중에는 온도, 전압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ODT 임피던스를 재차 조절할 필요가 있

다. 이 경우,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ex_calen)를 수신하여 ODT 임피던스를 재조정한다. 그러나,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

호(ex_calen)의 최소 주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동안 ODT 임피던스를 재조절할 수 있는 횟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오실레이타(110)와 오실레이타(140)의 동작 특성이 변하는 경우, 도 6의 a에서 알 수 있듯이, 출력신호(L_calp)와

출력신호(G_calp)가 오버랩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정상 동작중인 반도체 장치의 온도, 전압 특성등이 급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즉, 도 6의 b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 동작중에 발생되는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ex_calen)의 주기가 결정되어 있으므

로, 온도, 전압 등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신호(L_calp)의 펄스 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ODT 임피던스를 최적화하기 함들다

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ODT 임피던스 조절 장치는 초기에 내부적으로 수

행되는 ODT 임피던스 조절 작업에 의하여 ODT 임피던스를 최적화시킨 후, 반도체 장치의 정상 동작중에 ODT 임피던스

를 최적화하는 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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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인 반도체 장치내의 온 다이 터미네이션 임피던스 조절 장치는

  ODT 임피던스의 조절을 위한 펄스 형태의 조절신호를 출력하는 펄스 발생기와, 상기 조절신호의 펄스 수를 카운팅하는

M 비트 카운터와, 상기 M 비트 카운터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 1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와, 상기 조절신호의 펄스

수를 카운팅하는 N 비트 카운터와, 상기 N 비트 카운터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 2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와, 상기

지연신호를 수신하여 일정 시간 지연시킨 후 출력하는 지연부와, 상기 지연부의 출력신호에 의하여 토글링하는 펄스 신호

를 출력하는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와, 상기 조절신호를 수신하여 ODT 임피던스를 조절하기위한 제어신호를 출력

하는 ODT 임피던스 조절부를 구비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펄스 발생기는 반도체 장치의 초기 동작시에 인가되는 제 1 인에이블 신호와 상기 반도체의 정상 동작

중에 인가되는 제 2 인에이블 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M 비트 카운터에 의하여 카운팅된 조절 신호의 펄스 수가 M 인 경우, 상기 제 1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는

상기 펄스 발생기의 동작을 디스에이블시키며,

  상기 N 비트 카운터에 의하여 카운팅된 조절 신호의 펄스 수가 N 인 경우, 상기 제 2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는

상기 펄스 발생기의 동작을 디스에이블시키며,

  상기 제 1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는 상기 제 2 인에이블 신호에 인에이블되며,

  상기 제 2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는 상기 제 1 인에이블 신호에 인에이블된다.

  본 발명에서, 상기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는 상기 지연부의 출력신호의 폴링 에지에 동기되어 토글링되는 신호를

출력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 2 인에이블 신호가 인에이블되는 경우, 상기 제 2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는 디스에이블된

다.

  본 발명에서, 상기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는 상기 제 1 인에이블 신호가 인에이블되는 경우에 동작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조절신호가 인가되는 경우, 상기 ODT 임피던스 조절부는 상기 반도체 장치의 입출력 패드와 연결된

라인의 임피던스를 조절한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ODT 장치의 임피던스 조절 장치의 실시예이다.

  먼저, 도 3에서 사용되는 신호의 의미를 설명한다.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는 internal calibration enable의 약어로서, 반도체 장치의 내부에서 발생되며, ODT

임피던스 조절 모드시에 발생되는 신호이다.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ext_calen) 는 external calibration enable 의 약어로서, 반도체 장치의 정상 동작중에 외부에

서 인가되는 신호이다. "ext_calen" 는 정상 동작중에 온도, 전압 등의 변동으로 인한 반도체 장치의 특성이 변하는 경우,

ODT 장치의 임피던스를 조절하기 위하여 인가되는 신호이다.

  도 3의 장치는 펄스 발생기(310)와, 최대 카운터 트리거(maximun-counter trigger) 신호 발생기(320, 330)와, 지연부

(340)와,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부(350)와, ODT 임피던스 조절부(360)를 구비한다. M 비트 카운터(31)는 트리거 신

호 발생부(320)의 동작을 제어하며, N 비트 카운터(32)는 트리거 신호 발생부(330)의 동작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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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에서, 펄스 발생기(310)는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ext_calen)와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를 수신한다.

펄스 발생기(310)의 출력신호는 ODT 임피던스를 조절하기 위한 조절 신호로서 "L_calp"로 표시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같이, 하이 레벨의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가 인가되면, 펄스 발생기(310)는 일정 시간 동

안 연속적으로 펄스를 발생한다.

  펄스 발생기로부터 출력된 조절신호(L_calp)는 M 비트 카운터(31)와 N 비트 카운터(32)에 인가된다. 여기서, M 비트 카

운터(31)와 N 비트 카운터(32) 각각은 조절신호(L_calp)의 펄스 수를 카운팅하는 회로이다.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ext_calen)를 수신하는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부(320)의 동작은 M 비트 카운터(31)에

의하여 제어된다. 트리거 신호 발생부(320)의 출력신호는 "ex_discal_b"로 표시된다. 트리거 신호 발생부(320)는 M 비트

카운터(31)로부터 최대 카운터 비트가 인가되면 출력신호(ex_discal_b)를 디스에이블 시킨다. 출력신호(ex_discal_b)는

펄스 발생기(310)에 인가된다. 트리거 신호 발생부(320)의 출력신호의 파형은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를 수신하는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부(330)의 동작은 N 비트 카운터(32)에

의하여 제어된다. 트리거 신호 발생부(330)의 출력신호는 "int_discal_b"로 표시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같이, 트리거 신

호 발생부(320)의 출력신호 (ex_discal_b)는 펄스 형태의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의 라이징 에지에 동기되어 로우 레벨

에서 하이 레벨로 천이한다. N 비트 카운터(31)는 조절 신호(L_calp)의 펄스 수가 카운트한다. 트리거 신호 발생부(330)는

N 비트 카운터(32)로부터 최대 카운터 비트가 인가되면 출력신호(int_discal_b)를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천이시킨

다. 출력신호(int_discal_b)는 펄스 발생기(310)에 인가된다. 트리거 신호 발생부(320)의 출력신호의 파형은 도 7에 도시

되어 있다.

  지연부(340)에 인가된 조절신호(L_calp)는 일정 시간 지연된 후 출력된다. 지연부(340)의 출력신호는 "L_calpd"로 표시

된다.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350)는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와 지연신호(L_calpd)를 수신한다.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350)의 출력신호(Cal_update)는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가 로우 레벨인 경우에는 로우

레벨을 유지하며, 펄스신호인 지연신호(L_calpd)가 인가되면 토글링되는 신호이다.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350)의

출력신호(Cal_update)는 펄스 발생기(310)에 인가된다.

  도 7은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350)의 출력신호(Cal_update)를 도시한다.

  ODT 임피던스 조절부(360)는 조절 신호(L_calp)를 수신하여 ODT 임피던스를 조절하는 n 개의 제어 신호(code<0:n-

1>)를 출력한다.

  도 3의 회로 동작을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처음에, ODT 임피던스 조절은 반도체 장치의 내부에서 발생된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에 의하여 시작된다.

초기 과정인 종료된 후에는 반도체 장치와 연결된 시스템으로부터 인가되는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ext_calen)에 의하

여 ODT 임피던스 조절이 수행된다.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ext_calen)에 의한 ODT 임피던스 조절을 수행하는 이유는

정상 동작중의 반도체 장치 ODT 임피던스는 온도, 전압 등의 변화로 인하여 가변되기 때문이다.

  도 3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의 ODT 임피던스 조절 장치는 펄스 발생기로부터 출력되는 펄스 형태의 조절 신호

(L_calp)를 이용하여 ODT 임피던스를 조절한다. 즉, ODT 임피던스 조절부(360)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code<0:n-

1>)을 사용하여 ODT 임피던스를 조절한다. 조절신호(L_calp)의 펄스 주기는 지연부(340)와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

기(350)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지연부(340)는 조절신호(L_calp)를 소정 시간 지연시킨다. 조절신호 (L_calp)의 펄스 주

기는 지연부(340)의 지연 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350)는 ODT 임피던스 조절을 위한 업데

이트 신호(Cal_update)를 출력한다. 업데이트 신호(Cal_update)를 수신한 펄스 발생기는 펄스 형태의 조절 신호(L_calp)

를 발생한다. 도 7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절 신호(L_calp)의 펄스 주기에 대응하여 업데이트 신호(Cal_update)가 발생하고,

업데이트 신호(Cal_update)에 의하여 다시 조절 신호(L_calp)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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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에 의하여 조절 신호(L_calp)는 발생되고 조절 신호(L_calp)

의 펄스 수가 N 개일 때, N 번째 펄스 를 감지한 N 비트 카운터(32)는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330)를 제어하여

출력신호(int_discal_b)를 로우 레벨로 천이시킨다. 로우 레벨의 출력신호(int_discal_b)가 펄스 발생기(310)에 인가되면

펄스 발생기(310)의 동작은 디스에이블된다. 따라서, 조절신호(L_calp)의 발생이 차단된다.

  도 7에서 알 수 있듯이, 반도체 장치가 정성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ex_calen)에 의하여 조

절 신호(L_calp)가 발생되고 조절 신호(L_calp)의 펄스 수가 M 개일 때, M 번째 펄스를 감지한 M 비트 카운터(31)는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320)를 제어하여 출력신호(ex_discal_b)를 로우 레벨로 천이시킨다. 로우 레벨의 출력신호

(ex_discal_b)가 펄스 발생기(310)에 인가되면 펄스 발생기(310)의 동작은 디스에이블된다. 따라서, 조절신호(L_calp)의

발생이 차단된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펄스 발생기의 일예이다.

  도 4의 펄스 발생기는 라이징 에지 펄스 발생기(410)와 라이징&폴링 에지 펄스 발생기(420)과 복수개의 논리 게이트로

구성된다.

  라이징 에지 펄스 발생기(410)는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의 라이징 에지에 동기되어 초기의 조절 스타트 신

호(calibration start signal)인 "s_intp"를 발생한다. 펄스 형태인 조절 스타트 신호(s_intp)가 하이 레벨로 인에이블되면는

낸드 게이트(47)의 출력신호인 조절신호(L_calp)는 하이 레벨의 펄스 신호를 출력한다. 다음, 조절신호(L_calp)에 의하여

제어 신호(code<0:n-1>)가 업데이트되고 따라서 ODT 임피던스 조절이 이루어진다. 이와 동시에, 조절신호(L_calp)는

ODT 임피던스 조절부(360)의 동작 시간을 모델링한 지연부(340)에 인가된 후 일정 시간 지연되어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350)에 인가된다.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350)는 ODT 임피던스 조절을 업데이트하라는 업데이트 신호

(Cal_update)를 출력한다. 업데이트 신호(Cal_update)는 도 4의 라이징&폴링 에지 펄스 발생기(420)에 인가되어 다음

차례의 ODT 임피던스 조절을 위한 신호(next_calp)를 출력한다.

  도 4에서, 낸드 게이트(41)는 신호(next_calp)와 신호(int_discal_b)를 수신한다. 인버터(43)는 낸드게이트(41)의 출력

신호를 수신한다. 낸드 게이트(42)는 신호(next_calp)와 신호(ex_discal_b)를 수신한다. 인버터(44)는 낸드게이트(42)의

출력신호를 수신한다. 노아 게이트(45)는 조절 스타트 신호(s_intp)와 인버터(43)의 출력신호와 인버터(44)의 출력신호를

수신한다. 인버터(46)는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ex_calen)를 수신한다. 낸드 게이트(47)는 인버터(46)의 출력 신호와 노

아 게이트(45)의 출력신호 수신한다. 낸드 게이트(47)의 출력신호는 조절신호(L_calp)이다.

  도 4의 회로 동작은 도 3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같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350)의 일예이다.

  도 5에서, 스위치(51, 54)의 턴온/오프는 지연신호(L_calpd)에 의하여 정해진다. 즉, 지연신호(L_calpd)가 하이 레벨인

경우 스위치(51)는 턴온되고 지연신호(L_calpd)가 로우 레벨인 경우 스위치(51)는 턴오프된다. 지연신호(L_calpd)가 하

이 레벨인 경우 스위치(54)는 턴오프되고 지연신호(L_calpd)가 로우 레벨인 경우 스위치(54)는 턴온된다.

  도 5에서, 스위치(51)의 입력 노드(a)는 인버터(57)의 출력노드(b)와 연결되어 있다. 낸드 게이트(52)는 스위치(51)를 통

과한 신호와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를 수신한다. 스위치(51)의 출력노드는 "c"로 표시된다. 낸드 게이트(52)

의 출력신호는 스위치(54)의 입력 노드(d)와 연결된다. 인버터(53)는 낸드 게이트(52)의 출력신호를 수신하며, 인버터(53)

의 출력신호는 노드(c)로 전달된다. 스위치(54)의 출력노드는 "e"로 표시된다. 낸드 게이트(55)는 스위치(54)를 통과한 신

호와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를 수신한다. 낸드 게이트(55)의 출력신호는 인버터(57)의 입력 노드(f)와 연결된

다. 인버터(56)는 낸드 게이트(55)의 출력신호를 수신하며, 인버터(56)의 출력신호는 노드(e)로 전달된다. 인버터(57)의

출력신호는 업데이트 신호(Cal_update)이다.

  도 5의 회로 동작은 다음과 같다.

  최초에,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가 로우 레벨인 경우(즉, ODT 임피던스 조절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업데이

트 신호(Cal_update)는 로우 레벨로 초기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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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ODT 임피던스 조절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가 하이 레벨로 천이하는 경우, 조절신

호(L_calp)를 일정 시간 지연시킨 지연신호(L_calpd)를 수신하여 일정 주기로 토글링하는 업데이트 신호(Cal_update)를

생성한다.

  도 7은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ODT 임피던스 조절 장치에 사용되는 신호의 타이밍도이다.

  도 7에서, 초기의 ODT 임피던스 조절은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가 하이 레벨로 인에이블되면서 시작된다.

내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int_calen)에 의한 ODT 임피던스 조절은 N 번째의 조절 신호(L_calp) 펄스가 발생하는 경우 차

단된다.

  도 7에서, 정상 동작중인 반도체 장치의 ODT 임피던스 조절은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ex_calen)가 하이 레벨로 인에

이블되면서 시작된다. 외부 조절 인에이블 신호(ex_calen)에 의한 ODT 임피던스 조절은 M 번째의 조절 신호(L_calp) 펄

스가 발생하는 경우 차단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본 발명은 초기 동작시 ODT 임피던스를 최적화시킨 다음, 반도체 장치의 정상 동작중에

도 ODT 임피던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경우, 반도체 장치의 ODT 임피던스를 항상 최적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장치내의 온 다이 터미네이션 임피던스 조절 장치에 있어서,

  ODT 임피던스의 조절을 위한 펄스 형태의 조절신호를 출력하는 펄스 발생기와,

  상기 조절신호의 펄스 수를 카운팅하는 M 비트 카운터와

  상기 M 비트 카운터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 1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와,

  상기 조절신호의 펄스 수를 카운팅하는 N 비트 카운터와

  상기 N 비트 카운터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 2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와,

  상기 지연신호를 수신하여 일정 시간 지연시킨 후 출력하는 지연부와,

  상기 지연부의 출력신호에 의하여 토글링하는 펄스 신호를 출력하는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와,

  상기 조절신호를 수신하여 ODT 임피던스를 조절하기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ODT 임피던스 조절부를 구비하며,

  상기 펄스 발생기는 반도체 장치의 초기 동작시에 인가되는 제 1 인에이블 신호와 상기 반도체의 정상 동작중에 인가되

는 제 2 인에이블 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M 비트 카운터에 의하여 카운팅된 조절 신호의 펄스 수가 M 인 경우, 상기 제 1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는

상기 펄스 발생기의 동작을 디스에이블시키며,

  상기 N 비트 카운터에 의하여 카운팅된 조절 신호의 펄스 수가 N 인 경우, 상기 제 2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는

상기 펄스 발생기의 동작을 디스에이블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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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 1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는 상기 제 2 인에이블 신호에 인에이블되며,

  상기 제 2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는 상기 제 1 인에이블 신호에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 다이 터미

네이션 임피던스 조절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는 상기 지연부의 출력신호의 폴링 에지에 동기되어 토글링되는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 다이 터미네이션 임피던스 조절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인에이블 신호가 인에이블되는 경우, 상기 제 2 최대 카운터 트리거 신호 발생기는 디스에이블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온 다이 터미네이션 임피던스 조절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트리거 신호 발생기는 상기 제 1 인에이블 신호가 인에이블되는 경우에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

다이 터미네이션 임피던스 조절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신호가 인가되는 경우, 상기 ODT 임피던스 조절부는 상기 반도체 장치의 입출력 패드와 연결된 라인의 임피던

스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 다이 터미네이션 임피던스 조절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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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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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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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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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0532972

- 12 -



도면5

등록특허 10-0532972

- 13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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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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