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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호 라인을 공유하는 메모리 장치들의 온-다이 터미네이션제어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신호 라인을 공유하는 메모리 장치들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에 대하여 개시된다.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메모리 장치들 각각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인에이블 신호와 어드레스/커맨드 또는 데이터 터미네이션

정보를 해당되는 메모리 장치들의 모드 레지스터들에 셋팅하는 단계와,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인에이블 신호, 어드레

스/커맨드 또는 데이터 터미네이션 정보 및 터미네이션 어드레스들에 응답하여 메모리 장치들 내 신호 라인의 온-다이 터

미네이션 저항들의 저항값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메모리 장치들 중 어느 하나만 활성화되는 경우 활성화되는 메모

리 장치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들을 제1 저항값으로 설정하고, 메모리 장치들 모두가 활성화되는 경우 메모리 장치들

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들을 제2 저항값으로 설정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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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신호 라인들을 공유하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들의 온

-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상기 메모리 장치들 중 어느 하나만 활성화되는 경우, 활성화되는 상기 메모리 장치 내 상기 신호 라인의 온-다이 터미네

이션 저항들을 제1 저항값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메모리 장치들 모두가 활성화되는 경우, 상기 메모리 장치들 내 상기 신호 라인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들을 제2

저항값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상기 메모리 장치의 기입 명령시 사용되지 않는 칼럼 어드레스들에 의해 상기 제1 저항값과 상기 제2 저항값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상기 메모리 장치의 독출 명령시 사용되지 않는 칼럼 어드레스들에 의해 상기 제1 저항값과 상기 제2 저항값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상기 제2 저항값이 상기 제1 저항값의 반 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라인들은

어드레스 라인, 커맨드 라인 또는 데이터 라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

청구항 6.

신호 라인을 공유하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들의 온-

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상기 메모리 장치들 각각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인에이블 신호와 상기 신호 라인의 터미네이션 정보를 해당되는 메

모리 장치들의 모드 레지스터들에 셋팅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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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인에이블 신호, 상기 터미네이션 정보 및 터미네이션 어드레스들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장치들 내 상기 신호 라인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들의 저항값을 조절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메모리 장치들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들의 저항값을 조절하는 단계는

상기 메모리 장치들 중 어느 하나만 활성화되는 경우, 활성화되는 상기 메모리 장치의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들을

제1 저항값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메모리 장치들 모두가 활성화되는 경우, 상기 메모리 장치들의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들을 제2 저항값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상기 메모리 장치들 각각의 어드레스 또는 커멘드 터미네이션 정보를 상기 모드 레지스터에 셋팅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터미네이션 어드레스들은

상기 메모리 장치들의 독출 또는 기입 명령시 사용되지 않는 칼럼 어드레스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상기 제2 저항값이 상기 제1 저항값의 반 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라인들은

어드레스 라인, 커맨드 라인 또는 데이터 라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

청구항 11.

신호 라인을 공유하고, 콘트롤러와 연결되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들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상기 콘트롤러로부터 제1 메모리 장치로 인가되는 제1 기입 명령에 의해 상기 제1 메모리 장치의 제1 온-다이 터미네이션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단계;

상기 제1 온-다이 터미네이션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메모리 장치의 상기 신호 라인의 제1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을

상기 신호 라인과 연결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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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콘트롤러로부터 제2 메모리 장치로 인가되는 제2 기입 명령에 의해 상기 제2 메모리 장치의 제2 온-다이 터미네이션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제2 온-다이 터미네이션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메모리 장치의 상기 신호 라인의 제2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을

상기 신호 라인과 연결시키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제1 기입 명령과 상기 제2 기입 명령 사이에 기입-투-기입 레이턴시가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다이 터미네

이션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과 상기 제2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이 동일한 저항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

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투-기입 레이턴시는

상기 제1 온-다이 터미네이션 신호의 활성화 구간과 상기 제2 온-다이 터미네이션 신호의 활성화 구간이 겹치지 않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라인들은

어드레스 라인, 커맨드 라인 또는 데이터 라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어드레스 라인, 커맨드 라인 또는 데이터 라인을 공유하는 메모리 장치들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시스템의 수신단 또는 송신단에는 전송 라인의 임피던스와 동일한 저항값을 가지는 터미네이션 저항

이 연결된다. 터미네이션 저항은 수신단 또는 송신단의 임피던스와 전송 라인 임피던스를 매칭시켜, 전송 라인을 통하여

전달되는 신호들의 반사를 억제한다.

도 1은 종래의 반도체 시스템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콘트롤러(100)는 제1 및 제2 메모리 장치들

(200,300), 예컨대 DRAM들과 연결된다. 콘트롤러(100)는 클럭 신호(CLK), 제1 및 제2 칩 선택 신호들(CS0, CS1), 커맨

드 신호(CMD), 데이터 입출력 신호(DQ) 및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QS)를 출력한다. 제1 DRAM(200)은 클럭 신호(C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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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칩 선택 신호(CS0), 커맨드 신호(CMD), 데이터 입출력 신호(DQ) 및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QS)를 입력한다. 제2

DRAM(300)은 클럭 신호(CLK), 제2 칩 선택 신호(CS1), 커맨드 신호(CMD), 데이터 입출력 신호(DQ) 및 데이터 스트로

브 신호(DQS)를 입력한다.

콘트롤러(100)는 DQ 라인(400)에 연결되는 제1 온-다이 터미네이션부(On-Die Termination:ODT, 110)를 포함한다. 제

1 ODT부(110)는 전원 전압(VDD)과 DQ 라인 사이에 연결되는 제1 저항(R)으로 구성된다. 제1 저항(R0)은, 예컨대 60Ω

의 저항값을 갖는다.

제1 DRAM(200)은 DQ 라인(400)에 연결되는 제2 ODT부(210)를 포함한다. 제2 ODT부(210)는 전원 전압(VDD)과 DQ

라인(400) 사이에 연결되는 제2 저항(R1)과 제1 스위치(SW1)를 포함한다. 제2 저항(R2)은, 예컨대 60Ω의 저항값을 갖는

다. 제1 스위치(SW1)는 제1 ODT 신호(ODT0)에 응답하여 온된다. 제1 ODT 신호(ODT0)는 제1 DRAM(200)으로 인가

되는 기입 명령에 의해 발생된다.

제2 DRAM(300)은 DQ 라인(400)에 연결되는 제3 ODT부(310)를 포함한다. 제3 ODT부(310)는 전원 전압(VDD)과 DQ

라인(400) 사이에 연결되는 제3 저항(R2)과 제2 스위치(SW2)를 포함한다. 제3 저항(R2)은, 예컨대 60Ω의 저항값을 갖는

다. 제2 스위치(SW2)는 제2 ODT 신호(ODT1)에 응답하여 온된다. 제2 ODT 신호(ODT1)는 제2 DRAM(300)으로 인가

되는 기입 명령에 의해 발생된다.

도 2는 도 1의 반도체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 2를 참조하면, 클럭 신호(CLK)가 순차적으로

입력된다. C0 클럭에서, 제1 DRAM(200)으로 제공되는 제1 칩 선택 신호(CS0)와 제1 기입 명령(WR0)이 발생된다. C2

클럭에서, 제2 DRAM(300)으로 제공되는 제2 칩 선택 신호(CS2)와 제2 기입 명령(WR1)이 발생된다. 이 후, 데이터 스트

로브 신호(DQS)의 에지에 맞추어, 버스트 길이(Burst Length:BL) 4에 해당하는 제1군의 데이터들(FDIN0-FDIN3)과 제

2군의 데이터들(SDIN0-SDIN3)이 데이터 입출력 신호(DQ)로 입력된다. 제1군의 데이터들(FDIN0-FDIN3)은 제1

DRAM(200)에 기입되고, 제2군의 데이터들(SDIN0-SDIN3)은 제2 DRAM(300)에 기입된다.

제1 기입 명령(WR0)에 응답하여 제1 ODT 신호(ODT0)가 C1 클럭에서 C4 클럭 동안 활성화된다. 제1 ODT 신호(ODT0)

가 활성화되면, 제1 DRAM(200)의 제2 ODT부(210)의 제1 스위치(SW1)가 온된다. 이에 따라, DQ 라인(400)은 제1 저항

(R0) 60Ω과 제2 저항(R1) 60Ω이 임피던스 매칭되어, 제1군의 데이터들(FDIN0-FDIN3)이 신호 반사없이 제1 DRAM

(200)의 데이터 입출력 신호(DQ)로 입력되는 것이 기대된다.

제2 기입 명령(WR1)에 응답하여 제2 ODT 신호(ODT1)가 C3 클럭에서 C6 클럭 동안 활성화된다. 제2 ODT 신호(ODT1)

가 활성화되면, 제2 DRAM(300)의 제2 ODT부(310)의 제2 스위치(SW2)가 온된다. 이에 따라, DQ 라인(400)은 제1 저항

(R0) 60Ω과 제3 저항(R2) 60Ω이 임피던스 매칭되어, 제2군의 데이터들(SDIN0-SDIN3)이 신호 반사없이 제2 DRAM

(300)의 데이터 입출력 신호(DQ)로 입력되는 것이 기대된다.

그런데, 제1 ODT 신호(ODT0)와 제2 ODT 신호(ODT1) 둘다가 활성화되는 구간, 즉 C3 클럭에서 C4 클럭 사이의 구간에

서, 제1 및 제2 DRAM들(200, 300) 측의 DQ 라인(400)은 제2 저항(R1)과 제3 저항(R2)이 병렬 연결되어 30Ω의 임피던

스를 갖는다. DQ 라인(400)은 콘트롤러(100) 측의 제1 저항(R0) 60Ω과 제1 및 제2 DRAM들(200, 300) 측의 병렬 저항

30Ω이 임피던스 미스매칭된다. 이에 따라, DQ 라인(400)으로 전달되는 제1군의 데이터들 중 FDIN2-FDIN3과 제2군의

데이터들 중 SDIN0 각각은 신호 반사에 의해 제1 DRAM(200)과 제2 DRAM(300)으로 안정적으로 기입되지 못하는 문제

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 라인을 공유하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시스템에서 메모리 장치

들의 ODT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메모리 장치들의 모드 레지스터와 터미네이션 어드레스를 이용한 ODT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메모리 장치의 기입-투-기입 레이턴시를 이용한 ODT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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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메모리 장치들의 ODT 제어 방법은, 신호 라인을 공유하는 적어도 2

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시스템에 있어서, 메모리 장치들 중 어느 하나만 활성화되는 경우 활성화되는

메모리 장치 내 신호 라인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들을 제1 저항값으로 설정하는 단계와, 메모리 장치들 모두가 활성

화되는 경우 메모리 장치들 내 신호 라인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들을 제2 저항값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메모리 장치의 기입 명령시 사용되지 않는 칼럼 어드레스들

에 의해 제1 저항값과 제2 저항값이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메모리 장치의 독출 명령시 사용되지 않는 칼럼 어드레스들

에 의해 제1 저항값과 제2 저항값이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제2 저항값이 제1 저항값의 반 정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신호 라인은 어드레스 라인, 커맨드 라인 또는 데이터 라인일 수 있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일면에 따른 메모리 장치들의 ODT 제어 방법은, 신호 라인을 공유하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시스템에 있어서, 메모리 장치들 각각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인에이블 신호와 신호 라인의 터미네이션 정보를 해당되는 메모리 장치들의 모드 레지스터들에 셋팅하는 단계와,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인에이블 신호, 터미네이션 정보 및 터미네이션 어드레스들에 응답하여 메모리 장치들 내 상기 신호 라인

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들의 저항값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메모리 장치들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들의 저

항값을 조절하는 단계는, 메모리 장치들 중 어느 하나만 활성화되는 경우 활성화되는 메모리 장치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들을 제1 저항값으로 설정하는 단계와, 메모리 장치들 모두가 활성화되는 경우 메모리 장치들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들을 제2 저항값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메모리 장치들 각각의 어드레스 또는 커멘드 터미네이션 정

보를 상기 모드 레지스터에 셋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터미네이션 어드레스들은 메모리 장치들의 독출 또는 기입 명령시 사용되지 않는 칼럼 어드레

스들일 수 있다.

상기 또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또다른 일면에 따른 메모리 장치들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신호 라인을 공유하고, 콘트롤러와 연결되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메모리 장치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시스템에 있어서, 콘트

롤러로부터 제1 메모리 장치로 인가되는 제1 기입 명령에 의해 제1 메모리 장치의 제1 온-다이 터미네이션 신호를 활성화

시키는 단계와, 제1 온-다이 터미네이션 신호에 응답하여 제1 메모리 장치의 제1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을 신호 라인과

연결시키는 단계와, 콘트롤러로부터 제2 메모리 장치로 인가되는 제2 기입 명령에 의해 제2 메모리 장치의 제2 온-다이

터미네이션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단계와, 제2 온-다이 터미네이션 신호에 응답하여 제2 메모리 장치의 제2 온-다이 터미

네이션 저항을 신호 라인과 연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1 기입 명령과 상기 제2 기입 명령 사이에 기입-투-기입 레이

턴시가 존재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제1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과 제2 온-다이 터미네이션 저항은 동일한 저항값을 갖을 수 있

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기입-투-기입 레이턴시는 제1 온-다이 터미네이션 신호의 활성화 구간과 제2 온-다이 터미

네이션 신호의 활성화 구간이 겹치지 않도록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ODT 제어 방법은, 신호 라인을 공유하는 메모리 장치들이 액티브 모드인지 또는 파워 다운 모드인지에

따라 모드 레지스터와 터미네이션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신호 라인의 임피던스를 매칭시킨다. 또한, 기입-투-기입 레이턴

시를 이용하여 메모리 장치들 각각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신호들이 활성화되는 구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신호 라인의

임피던스 부정합을 방지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예

시적인 실시예를 설명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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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ODT 제어 방법을 위한 확장 모드 레지스터(Extended Mode Register: EMRS) 셋팅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EMRS는 메모리 장치의 ODT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

터미네이션을 위하여, RA1 및 RA2 어드레스들이 사용된다. 어드레스 또는 커맨드 터미네이션을 위하여, RA3, RA4 어드

레스들이 사용된다. ODT 제어 인에이블 여부를 나타내기 위하여, RA5 어드레스가 사용된다.

RA2, RA1 어드레스들이 "00"으로 설정되면 데이터 터미네이션은 수행되지 않는다. RA2, RA1 어드레스들이 "01"로 설정

되면, ODT 제어 인에이블 신호(OCE)가 "0"이면 데이터 터미네이션은 60Ω으로, 그리고 ODT 제어 인에이블 신호(OCE)가

"1"이면 데이터 터미네이션은 60Ω 또는 120Ω으로 설정된다. RA2, RA1 어드레스들이 "10"로 설정되면, ODT 제어 인에이

블 신호(OCE)가 "0"이면 데이터 터미네이션은 120Ω으로, 그리고 ODT 제어 인에이블 신호(OCE)가 "1"이면 데이터 터미

네이션은 120Ω 또는 240Ω으로 설정된다.

RA4, RA3 어드레스들이 "00"으로 설정되면 어드레스 또는 커맨드 터미네이션은 수행되지 않는다. RA4, RA3 어드레스들

이 "01"로 설정되면 어드레스 또는 커맨드 터미네이션은 60Ω으로, RA4, RA3 어드레스들이 "10"로 설정되면 어드레스 또

는 커맨드 터미네이션은 120Ω으로, 그리고 RA4, RA3 어드레스들이 "11"로 설정되면 어드레스 또는 커맨드 터미네이션은

240Ω으로 설정된다.

RA5 어드레스가 "0"이면 ODT 제어는 디세이블되고, "1"이면 ODT 제어는 인에이블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ODT 저항값 설정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터미네이션 어드레스들에 따라 60Ω,

120Ω, 240Ω으로 각각 설정된다. 터미네이션 어드레스들 TA1, TA2, TA3은, 기입 명령시 사용되지 않는 칼럼 어드레스를

이용한다. 통상적으로, DRAM에서 사용되는 칼럼 어드레스 수는 로우 어드레스 수 보다 적다.

도 5는 본 발명의 ODT 제어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5를 참조하면, ODT 제어 방법은, 도 1과 같은 반도체 시

스템에서, 메모리 장치가 1개 또는 2개인 경우(400)에 따라 구별된다.

메모리 장치가 1개인 경우, 반도체 시스템의 파워-업 동안, 도 3과 같이 확장 모드 레지스터를 셋팅한다(510). RA 어드레

스 "0", RA4/RA3 어드레스 "0/1", 그리고 RA2/RA1 어드레스 "0/1"에 따라, 메모리 장치 1개의 ODT가 조절된다. 이에 따

라, ODT 제어 인에이블 신호(OCE)와 기입 명령 그리고 터미네이션 어드레스에 상관없이(512), 어드레스 또는 커맨드 터

미네이션은 60Ω으로 설정되고, 데이터 터미네이션은 60Ω으로 설정된다.

메모리 장치가 2개인 경우, 반도체 시스템의 파워-업 동안, 도 3과 같이 확장 모드 레지스터를 셋팅한다(520). RA 어드레

스 "1", RA4/RA3 어드레스 "0/1", 그리고 RA2/RA1 어드레스 "0/1"에 따라, 2개의 메모리 장치가 조절된다. 2개의 메모리

장치 각각은 해당되는 클럭 인에이블 신호(CKE)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액티브 모드와 파워 다운 모드로 동작된다. 메모리

장치 둘다의 클럭 인에이블 신호(CKE)가 "1"로 활성화되면(522), 즉, 메모리 장치 둘다 액티브 모드이면, 기입 명령시

ODT 제어 인에이블 신호(OCE) "1"과 TA1 터미네이션 어드레스에 의해 어드레스 또는 커맨드 터미네이션과 데이터 터미

네이션은 120Ω으로 설정된다(524).

524 단계는, 도 6과 같이, 제1 메모리 장치(200, 도 1)의 제1 클럭 인에이블 신호(CKE0)와 제2 메모리 장치(300, 도 1)의

제2 클럭 인에이블 신호(CKE1)가 인에이블된 상태를 의미한다. 제1 칩 선택 신호(CS0)와 함께 수신되는 기입 명령(WR0)

과 ODT 제어 인에이블 신호(OCE)에 의해 제1 ODT 제어 신호(ODT0)와 제2 ODT 제어 신호(ODT1)가 활성화된다. 이

때, TA1 터미네이션 어드레스(미도시)에 의해 제1 및 제2 메모리 칩(200, 300)의 DQ 라인의 ODT 저항값 각각은 120Ω으

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제1 및 제2 DRAM들(200, 300) 측 DQ 라인(400)의 저항값은, 120Ω ODT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60Ω이 된다.

DQ 라인(400)은 콘트롤러(100) 측의 제1 저항(R0) 60Ω과 제1 및 제2 DRAM들(200, 300) 측의 병렬 저항 60Ω이 임피던

스 매칭된다. DQ 라인(400)으로 전달되는 제1군의 데이터들(FDIN0-FDIN3)과 제2군의 데이터들(SDIN0-SDIN3) 각각

은 신호 반사 없이 제1 DRAM(200)과 제2 DRAM(300)으로 안정적으로 기입된다.

한편, 제1 및 제2 ODT 제어 신호들(ODT0, ODT1)은, 제2 칩 선택 신호(CS1)와 함께 수신되는 기입 명령(WR1)에 대응되

는 기입 레이턴시(WL) 후에 버스트 길이(BL)의 반에 해당하는 클럭(CLK) 사이클 후에 디세이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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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다시 참조하면, 2개의 메모리 장치들 중 어느 하나의 클럭 인에이블 신호(CKE) 만이 "1"로 활성화되면(522), 즉,

하나는 액티브 모드이고, 나머지 하나는 파워 다운 모드이면, 반도체 시스템은 이후에 설명될 기입-투-기입(W2W) 레이턴

시를 조절한다(526). 다른 방법으로, 반도체 시스템은 기입 명령시 ODT 제어 인에이블 신호(OCE) "1"과 TA0 터미네이션

어드레스에 의해 어드레스 또는 커맨드 터미네이션과 데이터 터미네이션이 60Ω으로 설정된다.

도 7은 도 5의 기입-투-기입 레이턴시를 조절하는 방법(526)을 설명하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종래

의 도 2에서 설명된 제1 ODT 신호(ODT0)와 제2 ODT 신호(ODT1)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구간을 피하기 위하여, 제1 기

입 명령(WR0)이 입력되는 C0 클럭으로부터 적어도 4 클럭 후에, 즉 C4 클럭에서 제2 기입 명령(WR1)이 입력된다. 제1

기입 명령(WR0)에 의한 제1 ODT 신호(ODT0)의 활성화 구간과 제2 기입 명령(WR1)에 의한 제2 ODT 신호(ODT1)의

활성화 구간이 겹치지 않는다. 제1 ODT 신호(ODT0) 활성화 구간 동안에, DQ 라인(400, 도 2)으로 전달되는 제1군의 데

이터들(FDIN0-FDIN3)이 신호 반사 없이 제1 DRAM(200)의 데이터 입출력 신호(DQ)로 입력된다. 제2 ODT 신호

(ODT1)의 활성화 구간 동안에, DQ 라인(400, 도 2)으로 전달되는 제2군의 데이터들(SDIN0-SDIN3)이 신호 반사 없이

제1 DRAM(200)의 데이터 입출력 신호(DQ)로 입력된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예컨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메모리 장치들의 기입 명령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메모리 장치의 독출 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의 ODT 제어 방법은, 어드레스 라인, 커맨드 라인 또는 데이터 라인을 공유하는 메모리 장치들이 액티브 모

드인지 또는 파워 다운 모드인지에 따라 모드 레지스터와 터미네이션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공유된 라인의 임피던스를 매

칭시킨다. 또한, 기입-투-기입 레이턴시를 이용하여 메모리 장치들 각각의 온-다이 터미네이션 신호들이 활성화되는 구

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공유된 라인의 임피던스 부정합을 방지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반도체 시스템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의 반도체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ODT 제어 방법을 위한 확장 모드 레지스터 셋팅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ODT 저항값 설정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ODT 제어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6은 도 5에서 메모리 장치들 둘다가 액티브 모드일 때 ODT 제어 방법을 설명하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 7은 도 5의 기입-투-기입 레이턴시를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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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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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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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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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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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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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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