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11C 7/1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1월17일

10-0670674

2007년01월11일

(21) 출원번호 10-2005-0058712 (65) 공개번호 10-2007-0002995

(22) 출원일자 2005년06월30일 (43) 공개일자 2007년01월05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6월30일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72) 발명자 김용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305-40번지

(74) 대리인 특허법인 신성

심사관 : 윤난영

전체 청구항 수 : 총 17 항

(54) 반도체 메모리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ODT 동작 타이밍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고, 모듈의 어떤 랭크로

배치되더라도 ODT 동작 타이밍을 유연성있게 조절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데이터 입력패드; 외부에서 입력되는 ODT신호를 ODT 전달신호에 응답하여 전달받아, 입력된 디코딩값에 대응하

는 임피던스값 선택신호로 출력하는 ODT 동작제어부; 상기 임피던스값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입력패드에 인

가되는 임피던스값을 조절하기 위한 임피던스조정회로부; ODT 동작을 위해 내부에서 생성되어 제공되는 제어신호를 제1

타이밍만큼 지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제1 지연조정부; 상기 제1 지연조정부에 의해 출력된 신호를 제2 타이밍만큼 지연시

켜 출력하기 위한 제2 지연조정부; 및 현재 상태가 모듈의 제1 랭크로 사용되는 것인지 제2 랭크로 사용되는 것인지에 따

라 상기 제1 지연조정부의 출력 또는 제2 지연조정부의 출력을 상기 ODT 전달신호로 제공하기 위한 ODT 타이밍제어부

를 구비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입력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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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입력되는 ODT신호를 ODT 전달신호에 응답하여 전달받아 입력된 디코딩값에 대응하는 임피던스값 선택신호로

서 출력하는 ODT 동작제어부;

상기 임피던스값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입력패드에 인가되는 임피던스값을 조절하기 위한 임피던스조정회로

부;

ODT 동작을 위해 내부에서 생성되어 제공되는 제어신호를 제1 타이밍만큼 지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제1 지연조정부;

상기 제1 지연조정부에 의해 출력된 신호를 제2 타이밍만큼 지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제2 지연조정부; 및

현재 상태가 모듈의 제1 랭크로 사용되는 것인지 제2 랭크로 사용되는 것인지에 따라 상기 제1 지연조정부의 출력 또는 제

2 지연조정부의 출력을 상기 ODT 전달신호로 제공하기 위한 ODT 타이밍제어부

를 구비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ODT 타이밍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제1 랭크감지신호에 응답하여 턴온되어 상기 제1 지연조정부의 출력을 상기 ODT

동작제어부로 전달하기 위한 제1 전송게이트; 및

상기 ODT 타이밍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제2 랭크감지신호에 응답하여 턴온되어 상기 제2 지연조정부의 출력을 상기 ODT

동작제어부로 전달하기 위한 제2 전송게이트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ODT 타이밍제어부는

라이트 명령에 대응하는 라이트 신호와, 어드레스 입력패드를 통해 입력되는 EMRS 신호를 디코딩한 값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랭크감지신호 또는 제2 랭크감지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랭크감지신호 출력부; 및

상기 어드레스 입력패드를 통해 입력되는 EMRS 신호를 디코딩하여 상기 디코딩된 값을 출력하기 위한 ODT 임피던스 디

코더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랭크감지신호 출력부는

상기 ODT 임피던스 디코더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디코딩된 값을 논리합하여 출력하기 위한 논리게이트;

상기 라이트 신호와, 상기 논리게이트의 출력을 논리곱하여 상기 제1 랭크감지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낸드게이트; 및

상기 낸드게이트의 출력을 반전하여 상기 제2 랭크감지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인버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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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ODT 임피던스 디코더부는

제1 EMRS 신호를 입력받는 제1 인버터;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을 입력받는 제2 인버터;

제2 EMRS 신호를 입력받는 제3 인버터;

상기 제3 인버터의 출력을 입력받는제4 인버터;

상기 제2 인버터와 상기 제3 인버터의 출력을 입력받아 제1 디코딩신호를 출력하는 제1 앤드게이트;

상기 제1 인버터와 상기 제4 인버터의 출력을 입력받아 제2 디코딩신호를 출력하는 제2 앤드게이트; 및

상기 제2 인버터와 상기 제4 인버터의 출력을 입력받아 제3 디코딩신호를 출력하는 제3 앤드게이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ODT 동작제어부는

상기 ODT 신호를 상기 ODT 전달신호에 응답하여 래치하여 전달하기 위한 ODT 신호전달부; 및

상기 ODT 신호전달부에 의해 전달된 신호를 상기 제1 내지 제3 디코딩신호에 따라 정해지는 임피던스값에 대응하는 임피

던스값 선택신호로 출력하기 위한 임피던스값 선택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ODT 신호전달부는

상기 ODT 전달신호에 응답하여 턴온되어 상기 ODT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전송게이트; 및

상기 전송게이트에 의해 전달된 신호를 래치하여 출력하기 위한 래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값 선택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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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디코딩신호와 상기 ODT 신호전달부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논리곱하여 제1 임피던스저항값에 대응하는 제1 임피

던스 선택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1 논리게이트;

상기 제2 디코딩신호와 상기 ODT 신호전달부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논리곱하여 제2 임피던스저항값에 대응하는 제2 임피

던스 선택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2 논리게이트; 및

상기 제3 디코딩신호와 상기 ODT 신호전달부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논리곱하여 제3 임피던스저항값에 대응하는 제3 임피

던스 선택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3 논리게이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조정회로부는

상기 제1 내지 제3 임피던스 선택신호에 각각 대응하는 제1 내지 제3 인에이블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인에이블신호 출력

부; 및

상기 데이터 입력패드에 인가되는 임피던스를 상기 제1 내지 제3 인에이블신호에 응답하는 임피던스로 조정하기 위한 임

피던스조정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드라이빙신호 출력부는

상기 제1 내지 제3 임피던스 선택신호를 각각 입력받아 상기 제1 내지 제3 인에이블신호를 각각 출력하기 위한 제1 내지

제3 단위 인에이블신호 출력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단위 인에이블신호 출력부는

상기 제1 임피던스 선택신호를 반전하여 피모스용 제1 인에이블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1 인에이블용 인버터; 및

반전된 상기 제1 임피던스 선택신호를 반전하여 앤모스용 제1 인에이블 신호를 출력하는 제2 인에이블용 인버터를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조정부는

상기 데이터 입력패드를 제1 내지 제3 임피던스값으로 각각 조정하기 위한 제1 내지 제3 임피던스조정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임피던스조정부는

상기 데이터 입력패드에 일측이 각각 접속된 제1 및 제2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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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피모스용 제1 인에이블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저항의 타측과 전원전압 공급단을 연결하기 위한 피모스트랜지스

터; 및

상기 앤모스용 제1 인에이블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저항의 타측과 접지전압 공급단을 연결하기 위한 앤모스트랜지스

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모스트랜지스터와 앤모스트랜지스터는 각각 다수개가 병렬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지연조정부는

상기 ODT 동작을 위해 내부에서 생성되어 제공되는 제어신호를 지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제1 딜레이;

상기 제1 딜레이의 출력을 지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제2 딜레이;

상기 제2 딜레이의 출력을 지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제3 딜레이;

상기 ODT 동작을 위해 내부에서 생성되어 제공되는 제어신호를 출력신호로 출력시키기 위한 제1 전송게이트;

상기 제1 딜레이의 출력을 출력신호로 출력시키기 위한 제2 전송게이트;

상기 제2 딜레이의 출력을 출력신호로 출력시키기 위한 제3 전송게이트;

상기 제3 딜레이의 출력을 출력신호로 출력시키기 위한 제4 전송게이트; 및

상기 외부에서 입력되는 ODT신호의 입력타이밍에 대한 상기 데이터 입력패드의 임피던스 조정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해,

상기 제1 내지 제4 전송게이트를 선택적으로 턴온시키기 위한 딜레이타임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딜레이타임 제어부는

상기 제1 전송게이트와 상기 제4 전송게이트를 선택적으로 턴온시키기 위한 제1 딜레이타임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1 딜

레이타임 제어부;

상기 제2 전송게이트를 턴온시키기 위한 제2 딜레이타임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2 딜레이타임 제어부; 및

상기 제3 전송게이트를 턴온시키기 위한 제3 딜레이타임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3 딜레이타임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반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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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딜레이는

직렬연결된 제1 내지 제3 버퍼;

신호입력단과 상기 제1 버퍼를 연결하기 위한 제1 스위치;

상기 제1 버퍼의 출력단과 상기 제2 버퍼의 입력단을 연결하기 위한 제2 스위치;

상기 제2 버퍼의 출력단과 상기 제3 버퍼의 입력단을 연결하기 위한 제3 스위치;

상기 제3 버퍼의 출력단과 신호출력단을 연결하기 위한 제4 스위치;

상기 신호입력단과 상기 신호출력단을 연결하기 위해 직렬연결된 제5 및 제6 스위치;

상기 제5 및 제6 스위치의 공통노드와 상기 제2 버퍼의 입력단을 연결하기 위한 제7 스위치; 및

상기 제5 및 제6 스위치의 공통노드와 상기 제3 버퍼의 입력단을 연결하기 위한 제8 스위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딜레이타임 제어부는

일측이 전원전압 공급단에 접속된 퓨즈;

상기 퓨즈의 타측과 접지전압 공급단 사이에 접속된 캐패시터;

상기 퓨즈의 타측에 입력단이 접속된 제1 인버터;

상기 퓨즈의 타측과 상기 접지전압 공급단 사이에 접속되며, 게이트로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을 입력받는 앤모스트랜지

스터; 및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을 반전하여 상기 제1 전송게이트와 상기 제5 전송게이트를 선택적으로 턴온시키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인버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일측이 전원전압 공급단에 접속되고, 게이트로 안티퓨즈 제어신호를 입력받는 제1 피모스트랜지스터;

일측이 상기 제1 피모스트랜지스터의 타측에 접속되고, 게이트로 상기 안티퓨즈 제어신호를 입력받는 제1 앤모스트랜지

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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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로 안티퓨즈 인에이블 신호를 입력받고, 상기 제1 앤모스트랜지스터의 타측과 접지전압 공급단사이에 접속된 제2

앤모스트랜지스터;

게이트로 파워업신호를 입력받고, 일측이 상기 전원전압 공급단에 접속되며, 타측은 상기 제1 앤모스트랜지스터의 일측에

접속된 제2 피모스트랜지스터;

상기 제2 피모스트랜지스터의 타측과 안티퓨즈용 전원공급단 사이에 접속되는 안티퓨즈;

상기 제1 피모스트랜지스터의 타측에 인가되는 신호를 반전하여 상기 제1 전송게이트와 상기 제5 전송게이트를 선택적으

로 턴온시키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인버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ODT(ON Die Termination) 제어에 관한 것이

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MICRO PROCESSOR)의 메인 메모리로 주로 사용되며, 칩셋(Chipset)이라고

하는 회로블럭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반도체 메모리 장치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중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칩셋에서 반도체 메모리 장치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칩셋의 출력버퍼에서 출력된 데이터신호가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입

력버퍼로 입력되는데, 이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신호 반사현상(signal reflection)이다. 신호반사현상이란 메모리

장치에 구비되는 입력버퍼의 입력단 입력임피던스와 데이터 전달라인의 임피던스간의 임피던스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메모리 장치의 입력버퍼에 입력된 데이터 신호중 일정부분이 데이터 전달라인으로 반사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칩셋에서 데이터 신호를 연속해서 출력할 때, 출력되는 속도가 별로 빠르지 않는다면, 상기의 신호 반사현상은 크게 문제

가 되지 않으나, 출력되는 데이터 신호의 속도가 일정한 속도이상이 되면 신호 반사현상이 데이터를 메모리 장치로 안정적

으로 전달하는데 문제가 된다.

즉, 칩셋에서 이전에 출력된 데이터신호의 반사신호와 다음 출력된 데이터 신호 사이에 간섭현상이 발생하여 데이터가 제

대로 입력되지 않을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피던스 매치용 터미네이션 저항을 반도체 메모리 장치

가 접속된 기판에 구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메모리 장치의 동작이 복잡해지고 고속화되면서 전술한 터미네이션 저항을 메모리 장치의 내부에 구비하게 되었는데, 이

를 ODT(On Chip termination) 라고 한다.

도1은 칩셋에 접속되는 메모리 장치의 모듈을 나타내는 블럭구성도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제조된 이후, 적용될 시스템에 따라서 모듈로 만들어 져서 시스템에 장착된다.

시스템에서 메모리 장치는 칩셋과 데이터를 주고 받게 되는데, 하나의 모듈은 2이상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구비하고, 각

각의 메모리 장치가 칩셋과 데이터를 입출력시킬 수 있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듈은 통상 조각형태의 PCB(Printed Circuit Board)기판으로 이루어지 있으며, 양면에 각각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부착

하고 있고, 시스템을 이루는 보드에 장착된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마더보드에 부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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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의 한쪽면을 랭크라고 하며, 따라서 모듈은 통상 2개의 랭크가 존재하게 된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듈에 구비되

는 제1 랭크와 제2 랭크별로 칩셋과 데이터를 데이터를 주고 받게 되는데, 랭크별로 칩셋과 연결되는 데이터 전송라인의

로드는 서로 다르게 된다.

도1에서는 제2 랭크에 있는 데이터가 칩셋으로 전달되는데, 더 많은 로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2는 종래기술에 의한 ODT 제어를 하기 위한 블럭구성도이다.

ODT라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단이 시스템상에서 임피던스 매칭을 하기 위한 것인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임피던스 매칭을 하기 위해 지연고정루프에서 출력되는 지연고정된 클럭신호를 펄스형태로 출력하

는 DLL 펄스생성부(10)와, DLL 펄스생성부(10)에서 출력되는 펄스를 지연시켜 출력하는 지연부(20)와, 지연부(20)에서

출력되는 펄스신호와, ODT신호(ODT)를 이용하여 임피던스조정회로부를 제어하기 위한 ODT 제어부(30)와, ODT제어부

(30)의 제어에 따라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입력패드(DQ)의 임피던스를 조정하기 위한 임피던스조정회로부(40)를 구비하

게 된다.

지연고정루프에서 출력되는 지연고정된 클럭신호는 데이터를 출력시키는데 있어서, 외부에서 입력되는 클럭신호와 동기

되어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클럭신호이다.

ODT신호(ODT)는 외부의 칩셋에서 메모리 장치에 입력되는 신호로서 데이터가 입력되지 전에 데이터 입력단의 임피던스

매칭을 조절하기 위해 입력되는 신호이다.

임피던스조정회로부(40)는 스펙에서 정해지는 저항값(예를 들어 50, 75,150옴)을 데이터 입력패드(DQ)가 가질 수 있도록

동작한다.

ODT 제어부(30)는 ODT신호(ODT)와, 지연부(2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임피던스조정회로부(40)를 제어하게

된다.

도3은 ODT에 과한 JEDCE 스펙을 나타내는 파형도이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ODT 신호(ODT)가 외부에서 입력되는 타이밍에 따라 내부적으로 임피던스 매칭을 이루는 타이

밍(tAON,tAOF)이 클럭에 대한 타이밍으로 나타나 있다.

메모리 장치의 내부적으로는 ODT 신호가 입력되고 난 이후에 정해진 타이밍의 마진안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입력패드의

임피던스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메모리 장치를 제조하는 과정에 따라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지연부(20)의 지연시간을 조절하여 달라진 타이밍

에 대처하고 있다.

지연부(20)에서 지연시키는 타이밍을 배선의 연결과 단락으로 조절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한번 틀어진 타이밍을

수정한 이후 다시 수정하려면 마스크 리비전(mask revision)을 통해 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번 ODT 타이밍을 수정하려고 하면 다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

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 장치가 모듈로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상황에서 각 랭크별로 데이터의 입출력 타이밍이 다르

기 때문에 어떤 랭크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ODT 타이밍을 달리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정해진 스펙의 동작마진으로

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데이터의 입력시 에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ODT 동작 타이밍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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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듈의 어떤 랭크로 배치되더라도 ODT 동작 타이밍을 유연성있게 조절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데이터 입력패드; 외부에서 입력되는 ODT신호를 ODT 전달신호에 응답하여 전달받아 입력된 디코딩값에 대응

하는 임피던스값 선택신호로 출력하는 ODT 동작제어부; 상기 임피던스값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입력패드에

인가되는 임피던스값을 조절하기 위한 임피던스조정회로부; ODT 동작을 위해 내부에서 생성되어 제공되는 제어신호를

제1 타이밍만큼 지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제1 지연조정부; 상기 제1 지연조정부에 의해 출력된 신호를 제2 타이밍만큼 지

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제2 지연조정부; 및 현재 상태가 모듈의 제1 랭크로 사용되는 것인지 제2 랭크로 사용되는 것인지에

따라 상기 제1 지연조정부의 출력 또는 제2 지연조정부의 출력을 상기 ODT 전달신호로 제공하기 위한 ODT 타이밍제어

부를 구비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블럭구성도이다.

도4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 입력패드(DQ)와, 입력패드(DQ)를 통해 입력되

는 데이터를 입력받아 내부로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입력버퍼(700)와, 외부에서 입력되는 ODT신호(ODT)를 ODT 전달신

호(iRCLKid, iRCLKid, iFCLK2d, iRCLK2d)에 응답하여 전달받아 입력된 디코딩 값(S0,S1,S2)에 대응하는 임피던스값

선택신호(ODT0,ODTS1,ODTS2)로서 출력하는 ODT 동작제어부(200)와, 임피던스값 선택신호(ODT0,ODTS1,ODTS2)

에 응답하여 데이터 입력패드(DQ)에 인가되는 임피던스값(예를 들어 50,75,150옴)을 조절하기 위한 임피던스조정회로부

(300)와, ODT 동작을 위해 내부에서 생성되어 제공되는 제어신호(iRCLK1,iRCLKi, iFCLK2, iRCLK2)를 제1 타이밍만큼

지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제1 지연조정부(400)와, 제1 지연조정부(400)에 의해 출력된 신호를 제2 타이밍만큼 지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제2 지연조정부(500)와, 현재 상태가 모듈의 제1 랭크로 사용되는 것인지 제2 랭크로 사용되는 것인지에

따라 제1 지연조정부(400)의 출력 또는 제2 지연조정부(500)의 출력을 ODT 전달신호(iRCLKid, iRCLKid, iFCLK2d,

iRCLK2d)로 제공하기 위한 ODT 타이밍제어부(100)를 구비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ODT 타이밍제어부(100)에서 출력되는 제1 랭크감지신호(dly_rank는 하이레벨, dly_rankz는 로

우레벨)에 응답하여 턴온되어 제1 지연조정부(400)의 출력을 ODT 동작제어부(200)로 전달하기 위한 제1 전송게이트

(T1)와, ODT 타이밍제어부(100)에서 출력되는 제2 랭크감지신호(dly_rank는 로우레벨, dly_rankz는 하이레벨)에 응답

하여 턴온되어 제2 지연조정부(500)의 출력을 ODT 동작제어부(200)로 전달하기 위한 제2 전송게이트(T2)를 더 구비한

다.

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모듈로 적용될 때에, 제1 랭크로 되는 것인지 제2 랭크로 되는 것인지에 따라 ODT 동작

이 되는 타이밍을 달리하여 주는데, 이를 위한 블럭이 제1 지연조정부(400)와 제2 지연조정부(500)이다. 여기에 관한 자

세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히 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지연고정루프에서 출력되는 지연고정된 신호(RCLKDLL,FCLKDLL)를 이

용하여 펄스형태의 제어신호(iRCLK1,iRCLKi, iFCLK2, iRCLK2)를 출력하는 DLL펄스생성부(600)를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회로블럭(1000)은 모두 4개가 병렬로 되어 각각 하나의 신호를 선택적으로 지연시킨 다음

ODT 동작제어부로 출력시켜야 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하나의 신호를 지연시키기 위한 회로만 표시하였다.

또한, 제1 랭크감지신호는 dly_rank는 하이레벨이고, dly_rankz는 로우레벨인 상태를 말하고, 제2 랭크감지신호는 dly_

rank는 로우레벨이고 dly_rankz는 하이레벨인 상태를 말하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제1 랭크감지신호를 dly_rank 라고

하고, 제2 랭크감지신호를 dly_rankz라고 한다.

도5는 도4에 도시된 ODT 타이밍 제어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5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ODT 타이밍제어부(100)는 라이트 명령에 대응하는 라이트 신호(WT)와, 어드레스 입력패드를

통해 입력되는 EMRS 신호(EMRS<A2>,EMRS<A6>)를 디코딩한 값(S0,S1,S2)에 응답하여 제1 랭크감지신호(dly_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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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2 랭크감지신호(dly_rankz)를 출력하기 위한 랭크감지신호 출력부(110)와, 어드레스 입력패드를 통해 입력되는

EMRS 신호(EMRS<A2>,EMRS<A6>)를 디코딩하여 디코딩된 값(S0,S1,S2)을 출력하기 위한 ODT 임피던스 디코더부

(120)를 구비한다.

랭크감지신호 출력부(110)는 ODT 임피던스 디코더부(120)에서 출력되는 디코딩된 값(S0,S1,S2)을 논리합하여 출력하

기 위한 논리게이트(NR1,I1)와, 라이트 신호(WT)와, 논리게이트(NR1,I1)의 출력을 논리곱하여 제1 랭크감지신호(dly_

rank)로 출력하기 위한 낸드게이트(ND1)와, 낸드게이트(ND1)의 출력을 반전하여 제2 랭크감지신호(dly_rankz)를 출력

하기 위한 인버터(I2)를 구비한다.

ODT 임피던스 디코더부(120)는 제1 EMRS 신호(EMRS<A2>)를 입력받는 인버터(I3)와, 인버터(I5)의 출력을 입력받는

인버터(I4)와, 제2 EMRS 신호(EMRS<A6>)를 입력받는 인버터(I5)와, 인버터(I5)의 출력을 입력받는 인버터(I6)와, 인버

터(I4)와 인버터(I5)의 출력을 입력받아 제1 디코딩신호(S0)를 출력하는 앤드게이트(ND2,I7)와, 인버터(I3)와 인버터(I6)

의 출력을 입력받아 제2 디코딩신호(S1)를 출력하는 앤드게이트(ND3,I8)와, 인버터(I4)와 인버터(I6)의 출력을 입력받아

제3 디코딩신호(S2)를 출력하는 앤드게이트(ND4,I9)를 구비한다.

도6은 도5에 도시된 라이트신호(WT)를 생성하기 위한 블럭구성도이다.

도6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라이트신호(WT)를 생성하기 위해 명령어신호(/CS, /RAS,/

CAS, /WE)를 입력받는 명령어버퍼와, 명령어버퍼에 의해 전달된 신호를 래치하기 위한 래치와, 래치에 의해 래치된 명령

어신호를 디코딩하여 출력하기 위한 명령어디코더를 구비한다.

명령어디코더는 리드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리드신호(RD), 프리차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프리차지신호(PCG), 라이트명

령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트신호(WT)등을 출력하는데, 여기서 생성된 라이트신호(WT)를 랭크감지신호 출력부(110)의 낸

드게이트(ND1)이 입력받게 되는 것이다.

도7은 도4에 도시된 ODT 동작제어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7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ODT 동작제어부(200)는 ODT 신호(ODT)를 ODT 전달신호(iRCLKid, iRCLKid, iFCLK2d,

iRCLK2d)에 응답하여 래치하여 전달하기 위한 ODT 신호전달부(210)와, ODT 신호전달부(210)에 의해 전달된 신호를

제1 내지 제3 디코딩신호(S0,S1,S2)에 따라 정해지는 임피던스값에 대응하는 임피던스값 선택신호

(ODTS0,ODTS1,ODTS2)로 출력하기 위한 임피던스값 선택부(220)를 구비한다.

ODT 신호전달부(210)는 ODT 전달신호(iRCLKid, iRCLKid, iFCLK2d, iRCLK2d)에 응답하여 턴온되어 ODT 신호를 전

달하기 위한 전송게이트(T1)와, 전송게이트(T3 ~ T6))에 의해 전달된 신호를 래치하여 출력하기 위한 래치(L1 ~ L4)를

구비한다.

임피던스값 선택부(220)는 제1 디코딩신호(S0)와 ODT 신호전달부(210)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논리곱하여 제1 임피던스

저항값(예를 들어 50옴)에 대응하는 제1 임피던스 선택신호(ODTS0)를 출력하기 위한 논리게이트(ND2,I7)와, 제2 디코

딩신호(S1)와 ODT 신호전달부(210)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논리곱하여 제2 임피던스저항값(예를 들어 75옴)에 대응하는

제2 임피던스 선택신호(ODTS1)를 출력하기 위한 논리게이트(ND3,I8)와, 제3 디코딩신호(S2)와 ODT 신호전달부(210)

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논리곱하여 제3 임피던스저항값(예를 들어 150옴)에 대응하는 제3 임피던스 선택신호(S2)를 출력

하기 위한 논리게이트(ND4,I9)를 구비한다.

도8은 도도4에 도시된 임피던스조정회로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8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임피던스조정회로부(300)는 제1 내지 제3 임피던스 선택신호(ODTS0,ODTS1,ODTS2)에 각

각 대응하는 제1 내지 제3 인에이블신호(PU_S0,PD_S0,PU_S1,PD_S1,PU_S2,PD_S2)를 제공하기 위한 인에이블신호

출력부(310)와, 데이터 입력패드에 인가되는 임피던스를 제1 내지 제3 인에이블신호(PU_S0,PD_S0,PU_S1,PD_S1,PU_

S2,PD_S2)에 응답하는 임피던스로 조정하기 위한 임피던스조정부(320 ~ 340)를 구비한다.

인에이블신호 출력부(310)는 제1 내지 제3 임피던스 선택신호(ODTS0,ODTS1,ODTS2)를 각각 입력받아 제1 내지 제3

인에이블신호(PU_S0,PD_S0,PU_S1,PD_S1,PU_S2,PD_S2)를 각각 출력하기 위한 제1 내지 제3 단위 인에이블신호 출

력부(311,312,313)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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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단위 인에이블신호 출력부(311)는 제1 임피던스 선택신호(ODTS0)를 반전하여 피모스용 제1 인에이블신호(PU_S0)

를 출력하기 위한 제1 인에이블용 인버터(MP1,MN1)와, 반전된 제1 임피던스 선택신호(ODTS0)를 반전하여 앤모스용 제

1 인에이블 신호(PD_S0)를 출력하는 제2 인에이블용 인버터(MP2,MN2)를 구비한다.

임피던스조정부(320 ~ 340)는 데이터 입력패드를 제1 내지 제3 임피던스값으로 각각 조정하기 위한 제1 내지 제3 임피

던스조정부(320,320,340)를 구비한다.

제1 임피던스조정부(320)는 데이터 입력패드에 일측이 각각 접속된 저항(P_R1,N_R1)와, 피모스용 제1 인에이블신호

(PU_S0)에 응답하여 저항(P_R1)의 타측과 전원전압 공급단(VDDQ)을 연결하기 위한 피모스트랜지스터(MP3 ~ MP6)

와, 앤모스용 제1 인에이블신호(PD_S0)에 응답하여 저항(N_R1)의 타측과 접지전압 공급단(VSSQ)을 연결하기 위한 앤

모스트랜지스터(MN3 ~ MN6)를 구비한다.

여기서 피모스트랜지스터(MP3 ~ MP6)와 앤모스트랜지스터(MN3 ~ MN6)는 각각 다수개가 병렬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도9는 도4에 도시된 제1 지연조정부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이다.

도9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제1 지연조정부(400)는 ODT 동작을 위해 내부에서 생성되어 제공되는 제어신호(iRCLK1)를

지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딜레이(410)와, 딜레이(410)의 출력을 지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딜레이(420)와, 딜레이(420)의

출력을 지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딜레이(430)와, ODT 동작을 위해 내부에서 생성되어 제공되는 제어신호(iRCLK1)를 출

력신호(iRCLK1d)로 출력시키기 위한 전송게이트(T9)와, 딜레이(410)의 출력을 출력신호(iRCLK1d)로 출력시키기 위한

전송게이트(T10)와, 딜레이(420)의 출력을 출력신호로 출력시키기 위한 전송게이트(T7)와, 딜레이(430)의 출력을 출력

신호(iRCLK1d)로 출력시키기 위한 전송게이트(T8)와, 외부에서 입력되는 ODT신호(ODT)의 입력타이밍에 대한 데이터

입력패드의 임피던스 조정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해, 전송게이트(T7 ~ T10)를 선택적으로 턴온시키기 위한 딜레이타임 제

어부(440~460)를 구비한다.

또한, 딜레이타임 제어부(440~460)는 전송게이트(T9)와 전송게이트(T9)를 선택적으로 턴온시키기 위한 제1 딜레이타임

신호(opt_dly<i>,opt_dlyz<i>)를 출력하기 위한 제1 딜레이타임 제어부(440)와, 전송게이트(T7)를 턴온시키기 위한 제2

딜레이타임신호(opt_dly<j>,opt_dly<j>)를 출력하기 위한 제2 딜레이타임 제어부(450)와, 전송게이트(T8)를 턴온시키기

위한 제3 딜레이타임신호(opt_dly<k>,opt_dly<k>)를 출력하기 위한 제3 딜레이타임 제어부(460)를 구비한다.

도10은 도9에 도시된 딜레이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이다.

도10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딜레이(410)는 직렬연결된 제1 내지 제3 버퍼(I4 ~ I6, 각각 2개의 인버터가 하나의 버퍼를 이

룬다)과, 신호입력단(IN)과 제1 버퍼(I4,I5)를 연결하기 위한 스위치(S1)와, 제1 버퍼(I4,I5)의 출력단과 제2 버퍼(I6,I7)의

입력단을 연결하기 위한 스위치(S7)와, 제2 버퍼(I6,I7)의 출력단과 제3 버퍼(I8,I9)의 입력단을 연결하기 위한 스위치(S6)

와, 제3 버퍼(I8,I9)의 출력단과 신호출력단(OUT)을 연결하기 위한 스위치(S6)와, 신호입력단(IN)과 신호출력단(OUT)을

연결하기 위해 직렬연결된 스위치(S2,S5)와, 스위치(S2,S5)의 공통노드와 제2 버퍼(I6,I7)의 입력단을 연결하기 위한 스

위치(S3)와, 스위치(S2,S5)의 공통노드와 제3 버퍼(I8,I9)의 입력단을 연결하기 위한 스위치(S4)를 구비한다.

도11은 도9에 도시된 딜레이타임 제어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11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딜레이타임 제어부(440)는 일측이 전원전압 공급단에 접속된 퓨즈(F)와, 퓨즈(F)의 타측과 접

지전압 공급단(VSS) 사이에 접속된 캐패시터(Cap)와, 퓨즈(F)의 타측에 입력단이 접속된 인버터(I10)와, 퓨즈(F)의 타측

과 접지전압 공급단(VSS) 사이에 접속되며, 게이트로 인버터(I10)의 출력을 입력받는 앤모스트랜지스터(MN7)와, 인버터

(I10)의 출력을 반전하여 전송게이트(T9)와 전송게이트(T10)를 선택적으로 턴온시키기 위한 신호(opt_dly<i>,opt_

dlyz<i>)를 출력하는 인버터(I11)를 구비한다.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도9에 도시된 나머지 딜레이타임제어부는 도11에 도시된 딜레이타임제어부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

으므로, 나머지 딜레이타임제어부의 구성은 생략한다.

도12는 도9에 도시된 딜레이타임 제어부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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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2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딜레이타임 제어부(440)는 일측이 전원전압 공급단에 접속되고, 게이트로 안티퓨즈 제어신호

(낸드게이트(ND5)의 출력신호)를 입력받는 피모스트랜지스터(MP7)와, 일측이 피모스트랜지스터(MN8)의 타측에 접속

되고, 게이트로 안티퓨즈 제어신호를 입력받는 앤모스트랜지스터(MN8)와, 게이트로 안티퓨즈 인에이블 신호(pg)를 입력

받고, 앤모스트랜지스터(MN8)의 타측과 접지전압 공급단(VSS)사이에 접속된 앤모스트랜지스터(MN9)와, 게이트로 파워

업신호(pwrup)를 입력받고, 일측이 전원전압 공급단(VDD)에 접속되며, 타측은 앤모스트랜지스터(MN8)의 일측에 접속

된 피모스트랜지스터(MP8)와, 피모스트랜지스터(MP8)의 타측과 안티퓨즈용 전원공급단(VBBF) 사이에 접속되는 안티

퓨즈(AntF)와, 피모스트랜지스터(MP8)의 타측에 인가되는 신호를 반전하여 전송게이트(T9)와 전송게이트(T10)를 선택

적으로 턴온시키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인버터(I13)를 구비한다.

여기에서 안티퓨즈 제어신호는 낸드게이트(ND5)의 출력신호인데, 테스트신호(Tm_I)와, 안티퓨즈 인에이블신호(Anti_

en)를 낸드게이트(ND5)가 입력받아 출력하게 된다.

테스트신호(Tm_I)는 테스트모드에서 활성화되는 신호이며, 안티퓨즈 인에이블신호(Anti_en)는 테스트 모드에서 안티퓨

즈가 있는 회로를 인에이블 시키기 위한 신호이다. 또한, 안티퓨즈와 노드(bb)의 사이에는 전송게이트(TF)가 추가적으로

구비될 수 있다.

안티퓨즈용 전원공급단(VBBF)은 안티퓨즈(AntF)를 단락시키기 위한 전압레벨을 공급하는데, 안티퓨즈(AntF)는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의 차이가 일정레벨 이상이면 단락되도록 구성된다.

또한 파워업신호(pwrup)는 메모리 장치에 전원이 인가된 후, 인가된 전원전압의 레벨이 안정적으로 된 이후에 활성화되는

신호이다.

여기서는 제2 실시예에 따른 안티퓨즈로 구성된 딜레이타임제어부(440)만을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도9에

도시된 나머지 딜레이타임제어부는 도12에 도시된 딜레이타임제어부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딜레이타임제

어부의 구성은 생략한다.

이하에서는 도4 내지 도12를 참조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동작을 살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 장치는 컴퓨터와 같은 시스템에 적용될 때에 하나씩 개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개가 PCB

기판에 집적되는 모듈로 적용된다.

모듈에는 메모리 장치가 부착되는 위치에 따라 제1 랭크와 제2 랭크로 나눌 수 있는데, 제1 랭크와 제2 랭크에 따라서 칩

셋과의 신호를 주고받는데 적용되는 로드가 다르게 걸리게 된다.

따라서 메모리 장치가 ODT 신호를 입력받아 데이터 신호를 입력받는 입력단의 임피던스를 조정하기 위한 타이밍에 대한

마진도 제1 랭크와 제2 랭크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전에는 이를 단지 ODT 신호의 입력에 관한 스펙상 주어지는 마진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ODT 동작제어부로 입력되어 ODT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신호가 되는 ODT 전달신호

(iRCLKid, iRCLKid, iFCLK2d, iRCLK2d)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랭크에 메모리 장치에 있는지 선택적으로 지연값

을 조정하여 출력하여 랭크의 위치에 따라 최적의 ODT 동작타이밍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DLL 펄스 생성부(60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제1 지연조정부(400)만을 통과시켜 ODT동작제어부(200)로 전달

하거나, 제1 및 제2 지연조정부(400,500)를 모두 통과시켜 ODT동작제어부(200)로 전달하게 된다.

또한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는 곳의 랭크에 있는 메모리 장치로 하여금 ODT 동작을 하게 하고, 이웃한 랭크에 있는 메모리

장치는 ODT 동작없이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동작할 수 있다.

이 때에도 ODT 전달신호(iRCLKid, iRCLKid, iFCLK2d, iRCLK2d)의 전달경로를 전송게이트(T1,T2)에 따라 선택적으

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장치가 어떤 랭크게 배치되더라도 ODT 동작타이밍을 최적화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ODT 타이밍 제어부(100)의 ODT 임피던스 디코더부(110)는 EMR 신호

(EMRS<A2>,EMRS<A6>)를 입력받아 디코딩하여 디코딩한 값(S0,S1,S2)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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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감지신호 출력부(110)는 디코딩한 값(S0,S1,S2)을 논리곱한 신호(ODT_EMRS)와 라이트 명령에 대응하는 라이트신

호(WT)를 논리곱하여 랭크감지신호(dly_rank, dly_rank)를 출력한다. 랭크감지신호(dly_rank, dly_rank)에 따라서

ODT 전달신호(iRCLKid, iRCLKid, iFCLK2d, iRCLK2d)의 전달경로가 정해진다. 즉 지연시킨이 정해지는 것이다.

ODT 동작제어부(200)는 칩셋등 외부에서 입력되는 ODT신호(ODT)를 ODT 전달신호(iRCLKid, iRCLKid, iFCLK2d,

iRCLK2d)에 동기시켜 전달한 다음, ODT 타이밍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디코딩한 값(S0,S1,S2)에 대응하여 임피던스값 선

택신호(ODT0,ODTS1,ODTS2)중 하나를 하이레벨로 활성화시켜 출력한다.

임피던스 조정회로부(300)는 하이레벨로 입력되는 임피던스값 선택신호(ODT0,ODTS1,ODTS2)에 응답하여 데이터 입

력패드(DQ)의 입력임피던스를 예를 들어 50옴, 75옴, 150옴와 같이 정해진 값으로 조정하게 된다. 임피던스조정부(320

~ 340)는 각각 활성화될 때에 구비된 저항과 병렬연결된 모스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정해진 임피던스값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 입력패드(DQ)의 임피던스가 정해지면 외부에서 입력되는 데이터 신호는 반사없이 안정적으로 데이터 입력

버퍼(700)에 입력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메모리 장치로 ODT 신호(ODT)가 입력되고, 임피던스 조정회로부가 인에이블되어 입력패드(DQ)에 인가되는 임피

던스가 조정될 때의 타이밍에 관한 스펙인 tAON과, tAOF가 있다.

메모리 장치를 제조할 때에 tAON과, tAOF를 맞추어 놓는다 하더라도, 제조된 이후 여러 상황에서 tAON과, tAOF의 타이

밍이 틀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제1 지연조정부에 구비되는 다수의 딜레이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딜레이타임제어부(440,450,460)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DLL 펄스 생성부(600)에서 출력되는 ODT 전달신호(예

를 들어 iRCLK1)는 구비된 3개의 딜레이중 선택된 딜레이만 통과되어 출력하게 된다.

통과되는 딜레이의 수는 지연조정부에 구비된 전송게이트(T7 ~ T10)를 선택적으로 턴온시킴으로서 정해지고, 이를 위해

딜레이타임 제어부(440,450,460)는 전송게이트(T7 ~ T10)를 선택적으로 턴온시킬 수 있는 신호를 출력한다.

딜레이타임 제어부(440,450,460)는 도11과 도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퓨즈를 이용하거나, 안티퓨즈를 이용할 수 있다.

퓨즈를 이용할 때에는 웨이퍼상에서 딜레이타임 제어부(440,450,460)에 구비되는 퓨즈를 선택적으로 블로잉시킴으로서

전송게이트(T7 ~ T10)중 어떤 전송게이트가 턴온될 때 정할 수 있다.

안티퓨즈는 테스트 모드신호(Tm_I)와, 안티퓨즈 인에이블 신호(Anti_en)가 하이레벨로 활성화된 상태에서 안티퓨즈용 전

압공급단(AntF)에 일정한 레벨의 전압이 인가되는 상태에서는 안티퓨즈의 양단에 일정한 레벨이상의 전압이 인가되고, 그

로 인해 단락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지연조정부(400,500)에서 지연되는 지연값을 조정함으로서, 전술한 tAON과, tAOF의 타이밍이 틀어졌을 경우 조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해서 메모리 장치가 모듈에 장착될 때에 어떤 랭크에 적용되더라도, ODT 타이밍을 최적화시킬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ODT 회로가 동작하는 타이밍이 설계한 바와 다르게 되더라도, 이를 보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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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메모리 장치가 적용되는 시스템에서는 ODT 타이밍이 항상 최적화되어 칩셋등에서 메모리 장치에

데이터를 고속으로 입력시키더라도 안정적으로 메모리 장치가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시스템의 동작상 신뢰성이

향상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칩셋에 접속되는 메모리 장치의 모듈을 나타내는 블럭구성도.

도2는 종래기술에 의한 ODT 제어를 하기 위한 블럭구성도.

도3은 ODT에 관한 JEDCE 스펙을 나타내는 파형도.

도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블럭구성도.

도5는 도4에 도시된 ODT 타이밍 제어부를 나타내는 회로도.

도6은 도5에 도시된 라이트신호(WT)를 생성하기 위한 블럭구성도.

도7은 도4에 도시된 ODT 동작제어부를 나타내는 회로도.

도8은 도도4에 도시된 임피던스조정회로부를 나타내는 회로도.

도9는 도4에 도시된 제1 지연조정부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

도10은 도9에 도시된 딜레이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

도11은 도9에 도시된 딜레이타임 제어부를 나타내는 회로도.

도12는 도9에 도시된 딜레이타임 제어부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회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I1 ~ I14 : 인버터

MN1 ~ MN9 : 앤모스트랜지스터

MP1 ~ MP8 : 피모스트랜지스터

ND1 ~ ND5 : 낸드게이트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670674

- 14 -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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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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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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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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