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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반도체 장치는 병렬 접속된 외부 구동용의 복수의 트랜지스터; 하나의 외부 저항을 접속하는 접속 단자; 및 상기 접속 
단자 및 상기 출력 버퍼 회로에 접속되고, 상기 외부 저항에 따라서 상기 출력 버퍼의 임피던스를 조정하며, 드레인이 
상기 접속 단자에 접속되는 제1 도전형의 제1 트랜지스터,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상기 접속 단자
의 전압이 소정 전압 레벨이 되도록,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의 레벨을 제어하는 제1 레벨 제어 회로; 게이트가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소스가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접속되는 제2 트랜지스터; 상기 제2 트랜
지스터와 접속되고, 상기 외부 구동용의 복수의 트랜지스터에 대응한 회로를 갖고 각각의 트랜지스터가 병렬로 접속되
는 제2 도전형의 제1 더미용 트랜지스터군; 및 상기 제2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1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에 접속되고, 
상기 제2의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1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과의 노드의 레벨이 상기 소정 전압 레벨 되도록, 상기 제1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을 제어하는 제1 제어 회로; 상기 제1의 제어 회로의 제어 결과에 기초하여,상기 외부 구동용의 
트랜지스터군을 제어하는 제2의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하나의 출력 임피던스 회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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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9

색인어
임피던스, 제어 회로, 정합 컨트롤러, NMOS 트랜지스터, PMOS 트랜지스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프로그래블 임피던스 출력 버퍼 회로의 관련 기술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의 관련 기술을 나타내는 회로도.

도 3은 도 2의 회로의 전류 패스를 저항 분할로 나타낸 도면.

도 4는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를 구성하는 메모리칩의 블록도.

도 5는 제1 실시예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의 블록도.

도 6은 제1 실시예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의 회로도.

도 7은 제2 실시예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의 회로도.

도 8은 도 7의 회로의 전류 패스를 저항 분할로 나타낸 도면.

도 9는 제3 실시예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의 회로도.

도 10은 제3 실시예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의 블록도.

도 11은 제4 실시예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의 회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P1 : PMOS 트랜지스터 (제1 트랜지스터 소자)

P2 : PMOS 트랜지스터 (제2 트랜지스터 소자)

P3 : PMOS 트랜지스터 (제3 트랜지스터 소자)

Nl : NMOS 트랜지스터 (제4 트랜지스터 소자)

N2 : NMOS 트랜지스터 (제5 트랜지스터 소자)

OP1 : 연산 증폭기 (제1 레벨 제어 회로)

OP4 : 연산 증폭기 (제2 레벨 제어 회로)

Pdm : 더미 버퍼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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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m : 더미 버퍼 회로

52 : 데이터 갱신 컨트롤러 (제2 및 제4 제어 회로)

70 : 출력 버퍼 회로

71 :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

213 : 정합 컨트롤러 (제1 제어 회로)

215 : 정합 컨트롤러 (제3 제어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출력 버퍼 회로를 외부 저항에 맞춰 조절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이다.

MPU의 성능 향상에 따라, 메모리에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 속도도 고속화가 도모되고 있다. 외부 캐쉬 메모리 등의 동
작 주파수는 수백 ㎒ 레벨로 되어 있다.

이러한 주파수로 메모리의 출력 데이터를 MPU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보드 상 데이터 버스에 있어서의 신호 반사 등을 
고려에 넣어, 메모리측의 출력 버퍼 회로의 임피던스와 보드 상 데이터 버스의 임피던스와의 매칭을 취하는 것이 필요
해진다. 동작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이 임피던스 매칭이 필요로 되는 정밀도도 보다 엄격하게 되어 있다. 그 때문에, 회
로 설계시로부터의 어긋남을 포함해서 보정하는 바와 같은 기능이 이용되게 되었다.

프로세스 변동 등 제조 공정에서의 변동이나 동작 온도 및 동작 전압 등의 사용 조건에 기인하여, 메모리측의 출력 회로 
트랜지스터의 실효적인 구동력에 관한 특성이 변화하는 것에 대하여, 이 기능은 이들을 보정하기 위해 트랜지스터 사이
즈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구동력을 원하는 값으로 조정한다. 이 기능을 프로그래머블 임피던스 제어 기능이라고 한다.

도 1은, 종래의 프로그래머블 임피던스 제어 기능을 실현한 회로도이다. 이 회로는, 출력 버퍼 회로(111)와, 이 출력 
버퍼 회로(111)의 출력 임피던스를 조정하는 출력 임피턴스 제어 회로(112∼120)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매칭시키고 싶은 버스의 임피던스를, ZQ 단자에 저항 RQ로서 외부 부착한다. 이에 따라,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는 
출력 버퍼 회로(111)의 출력 임피던스가 저항 RQ에 맞도록 출력 버퍼 회로(111)의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바꾸도록 제
어한다.

도 1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는, 평가 회로(112)와, 전압 비교 회로(113)와, 업/다운 계수기(114)와, 레지스터(1
15, 116, 117)와, 선택기(118)와, 데이터 갱신 컨트롤러(119)와, 샘플링 클럭 발생 회로(120)로 구성된다.

    
평가 회로(1l2)는, NMOS 트랜지스터(112a)와 저항 R0, R1로 이루어지는 기준 전류원 회로와, 출력 버퍼 회로(111)
와 마찬가지의 회로 형식 또는 상수배의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갖는 더미 버퍼 회로(1X, 2X, 4X, 8X)를 갖는다. 기준 
전류원 회로에 의해 발생한 ZQ 단자의 전압 VZQ를 더미 버퍼 회로로 인가되는 전압 VEVAL을 전압 비교 회로(113)
에 제공한다. 이 전압 비교 회로(113)의 출력에 따라서 업/다운 카운트를 행하는 업/다운 계수기(114)는, 전압 VZQ와 
전압 VEVAL의 전압이 일치하도록 더미 버퍼 회로의 NMOS 트랜지스터 1X∼8X의 온/오프 전환을 행한다.
    

 - 3 -



등록특허 10-0373671

 
이와 같이 하여, 더미 버퍼 회로의 임피던스가 외부 저항 RQ에 맞도록 제어된다.

그리고, 이 더미 버퍼 회로의 정합 임피던스에 대응하는 데이터(data corresponded to an impedance output by th
e dummy buffer circuit)는, 데이터 갱신 컨트롤러(119)를 통해 출력 버퍼 회로(111)로 보내지고, 그 데이터에 기초
하여, 출력 버퍼 회로(111)를 구성하는 외부 구동용 트랜지스터 1Y∼8Y, 1Z∼8Z가 선택적으로 온/오프 제어된다. 이
에 따라, 출력 버퍼 회로(111)는 외부 저항 RQ에 의해 결정되는 임피던스로 설정된다.

이러한 회로에 있어서는, 출력 버퍼 회로(111)의 풀-업(pull-up)측 및 풀-다운(pull-down)측이 모두 NMOS 트랜
지스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트랜지스터에 있어서의 프로세스 변동 및 동작 환경에 의한 변동은 모두 일치한
다. 따라서, NMOS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더미 버퍼 회로를 이용하여 한계통으로 정합한 결과를, 이들 트랜지스터
에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나, 풀-업측이 P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로세스 변동이 NMOS 트랜지스터와 다르기 때문
에, PMOS 트랜지스터의 더미 버퍼 회로를 이용한 다른 계통의 임피던스의 정합을 행할 필요가 있다.

도 2는, 종래의 프로그래머블 임피던스 출력 버퍼 회로에 있어서, 2계통의 임피던스 정합이 행해지는 출력 임피던스 제
어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이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의 기준 전류원 회로(211)는, 회로의 고레벨측 전원 VDD와 저레벨측 전원 VSS 사이의 중
간 레벨 전원 VDDQ를 이용하여, ZQ 단자에 정전압을 제공하는 기준 전압 발생 회로(221)를 갖는다. 기준 전압 발생 
회로(221)는, 분압 저항 Ra, Rb와 활성화용 NMOS 트랜지스터 N20으로 이루어지는 전압 발생 회로에 의해, 기준 전
압 VDDQ/2를 생성한다. 얻어진 전압은 연산 증폭기 OP1의 비반전 입력 단자에 입력되고, 그 출력에 의해 제어되는 N
MOS 트랜지스터 N21의 소스를 연산 증폭기 OP1의 반전 입력 단자로 귀환함으로써, ZQ 단자에는 기준 전압 VZQ= 
VDDQ/2가 제공된다.
    

ZQ 단자에 제공되는 기준 전압 VZQ에 의해, 이것에 접속된 외부 저항 RQ에는 전류 IZQ가 흐르고, 이것이 외부 저항 
RQ의 저항치 정보에 상당하는 기준 전류가 된다. 이 기준 전류 IZQ에 기초하여, PMOS 트랜지스터 P21과 P23에 의한 
전류 미러에 의해, 전원 VDD측으로부터 풀-다운용 더미 버퍼 회로 Ndm에 공급되는 전류를 유입시키는 유입 전류원
(222)이 구성된다.

또한, PMOS 트랜지스터 P21 및 P22의 전류 미러와, 이것을 입력하는 NMOS 트랜지스터 N22 및 N23에 의한 전류 
미러에 의해, 풀-업용 더미 버퍼 회로 Pdm으로부터 VSS에 전류를 인입하는 인입 저전류원(223)이 구성된다.

또한,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는, 노드 REFIU의 전압과 ZQ 단자의 전압 VZQ가 들어가는 연산 증폭기 OP2와, 그 출
력에 따라서 업/다운 카운트를 행하는 계수기(224)를 갖는 풀-다운용의 정합 컨트롤러(213)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노드 REFID의 전압과 ZQ 단자의 전압 VZQ가 들어가는 연산 증폭기 OP3과, 그 출력에 따라서 업/다운 카운트를 행하
는 계수기(225)를 갖는 풀-업용의 정합 컨트롤러(215)를 구비하고 있다.

풀-다운용 더미 버퍼 회로 Ndm은, 여러개 (도면의 경우, N개) 배열하여 구비된 NMOS 트랜지스터 N31, N32, …, N
33에 의해 구성되고, 이들의 드레인에, 유입 저전류원(222)의 노드 REFIU가 공통 접속되어 있다. NMOS 트랜지스터 
N31, N32, … N33은 소스가 공통으로 VSS에 접속되어 있고, 게이트 폭은 1:2:4:…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

계수기(224)의 N비트 출력 D0∼Dn-1은, 각각 NMOS 트랜지스터 N31, N32, …, N33의 게이트에 입력된다. 따라서, 
상기 풀-다운용의 정합 컨트롤러(213)는, 노드 REFIU의 전압이 VZQ에 일치하도록, 더미 버퍼 회로 Ndm의 NMOS 
트랜지스터 N31, N32, … N33의 온/오프를 결정하고, 이것에 의해, 더미 버퍼 회로 Ndm의 사이즈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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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풀-업용 더미 버퍼 회로 Pdm은 여러개 (도면의 경우, M개) 배열되어 구비된 PMOS 트랜지스터 P31, P32, … 
P33에 의해 구성되고, 이들의 드레인에 인입 저전류원(223)의 노드 REFID가 공통 접속되어 있다. PMOS 트랜지스터 
P31, P32, … P33은, 소스가 공통으로 중간 레벨 전원 VDDQ에 접속되어 있고, 게이트 폭은 1:2:4:…와 같이 설정되
어 있다.

계수기(225)의 M비트 출력 U0∼Um-1은, 각각 PMOS 트랜지스터 P31, P32, … P33의 게이트에 입력된다. 따라서, 
풀-다운용의 정합 컨트롤러(215)는, 노드 REFID의 전압이 VZQ에 일치하도록, 더미 버퍼 회로 Pdm의 PMOS 트랜지
스터 P31, P32,… P33의 온/오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더미 버퍼 회로 Pdm의 사이즈가 결정된다.

이상과 같이 하여, 각 더미 버퍼 회로 Ndm, Pdm의 사이즈, 즉 임피던스는, 외부 저항 RQ에 대응하여 생성되는 기준 
전류 IZQ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이것을 결정한 풀-업 및 풀-다운용의 정합 컨트롤러(213, 215)의 출력 D0∼Dn-1, 
U0∼Um-1 은 출력 버퍼 회로 (도시 생략)로 보내지고, 상기 출력 버퍼 회로의 임피던스가 설정된다.

    
통상, 출력 버퍼 회로 및 더미 버퍼 회로의 임피던스는, 출력 레벨에 대하여 리니어 특성을 갖고 있다고는 한하지 않으
므로, 임피던스치의 정의로서는, 출력 레벨이 출력 버퍼 회로 구동용의 전원 전압 VDDQ의 1/2 (출력 레벨의 중간) 인 
경우에서 생각하도록 되어 있다. 도 9에 도시한 회로와 같이, 정전류원을 단순한 저항 분할(R0, R1)로 회로를 구성한 
경우에 있어서, 내부 회로측의 소자의 임피던스를, 외부 저항 RQ의 값에 가까운 값으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외부 저항 
RQ가 커버하여야 할 범위가 좁은 경우 (예를 들면 50Ω 정도)에는, ZQ 단자의 레벨은, 외부 저항 RQ의 값에 상관 없
이 VDDQ/2의 레벨의 근방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외부 저항 RQ가 커버하여야 할 범위가 넓은 경우 (예
를 들면 50∼70Ω)에는, 외부 저항 RQ가 접속되는 ZQ 단자의 레벨은 외부 저항 RQ의 값에 의해서 크게 변화하고, 임
피던스의 리니어티의 분만큼, 임피던스의 정합 오차가 생긴다.
    

이것에 대하여, 도 2에 도시한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ZQ 단자의 레벨(VZQ)과, 더미 버퍼 
회로 Ndm, Pdm의 드레인 단자 레벨(REFIU, REFID)이 출력 구동 전원(VDDQ)의 1/2의 레벨이 되도록 내부 회로측
의 임피던스를 제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부 저항 RQ가 커버하여야 할 범위가 넓은 경우에서도, 외부 저항 RQ와 더
미 버퍼 회로의 임피던스가 정의한 바와 같이 비교되어, 정밀도가 있는 임피던스의 정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술의 도 2에 도시한 임피던스 제어 회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1) LSI의 전원 전압은, 세대와 함께 점차로 내려 오고 있다. 전원 전압을 내린 경우에는,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 
Vth 도 그것에 따라서 스케일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왔다.

이것은, 소위 S 팩터(dIg/dVg)가 스케일링되지 않기 때문에, 부임계 누설은 게이트 전압의 저하에 대하여 저감되지 않
고, 또한 임계치 전압 Vth 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누설 전류가 증대된다. 이것은, 부임계 누설 전류가 대기 전류 등의 
관점으로부터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되어 왔기 때문이다.

게이트 지연이라는 견해에서 보면, 전원 전압이 내려감에 따른 부하 충방전 전하량의 감소나, 소자 그 자체 혹은 디자인
룰적인 스케일링에 의한 부하 용량의 스케일링 등으로, 특성이 개선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트랜지스터의 종방향 적층 
접속이 행해지는 회로에서의 임계치 전압 드롭 (임계치 전압분의 전압 강하)등, 임계치 전압 V th 의 값이 직접 관계하
는 회로에 있어서는, 전원 전압이 내려가고, 임계치 전압 V th 가 스케일링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회로 동작의 전원 마
진에의 영향은 커진다.

    
이 점을 도 2에 도시한 종래예의 회로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도 2의 회로에서는, 더미 버퍼 회로 Ndm 또는 Pd
m에 공급되는 전류의 값을 외부 저항 RQ에 흐르는 전류 IZQ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PMOS 트랜지스터 P21, P22, P2
3과 NMOS 트랜지스터 N22, N23으로 구성되는 전류 미러 회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통상의 형태의 전류 미러 회로를 
구성하기 때문에 PMOS 트랜지스터 P21과 NMOS 트랜지스터 N22가, 게이트·드레인 접속되고, 임계치 전압 드롭이 
발생하는 회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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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ZQ 단자의 레벨을 VDDQ/2로 제어하기 위해서, NMOS 트랜지스터 N21의 게이트의 레벨을, ZQ 단자의 레벨로
부터 피드백시켜서, NMOS 트랜지스터 N21에서 레벨을 클램프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NMOS 트랜지스터 N21에 있
어서도 임계치 전압 드롭이 발생한다. 이들 임계치 전압 드롭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트랜지스터의 동작 전압은 손상된
다.

또한, 전류 미러 회로가, 정밀도 있게 전류를 미러하기 위해서는, 게이트가 공통 접속된 미러하는 상호 트랜지스터에 있
어서의 드레인 전압 의존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즉, 트랜지스터가 소위 5극간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보다 드레인 전압
이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압 마진이 손상되면, 전류 미러 회로에서의 전류 미러의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문제도 발생된다.

도 2에 도시한 회로에서는, 외부 저항 RQ의 전류 패스에는 PMOS 트랜지스터 P21과 NMOS 트랜지스터 N21의 2단의 
임계치 전압 드롭이 발생되기 때문에 임계치 전압이 스케일링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전원 전압이 저하하면, 상술과 같
이 동작 마진이 엄격하게 되어, 임피던스의 정합을 정밀도 있게 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2) 풀-업측과 풀-다운측과의 임피던스 정합 정밀도의 차이에 대해 생각한다.

도 3은 도 2에 도시한 회로의 전류 패스를 간단한 저항 분할로 표현한 도면이다. 전류 패스(Ia)는, 가변 저항 R (PMO
S 트랜지스터 P21)과 외부 저항 RQ와의 직렬 접속으로 나타내는 전류 패스이고, 전류 패스(Ib)는, 가변 저항 R' (PM
OS 트랜지스터 P23)와 풀-다운용 더미 버퍼 회로 Ndm과의 직렬 접속으로 나타내는 전류 패스이다. 그리고, 각각의 
중간 노드 n1, n2, n3의 전위가 VDDQ/2가 되도록 가변 저항 R, R', R''를 조절하게 된다.

전류 패스(Ia) (Ib)에 대해서는, 각각 외부 저항 RQ 및 더미 버퍼 회로 Ndm의 전압차가 VDDQ/2로 되는 것이 필요하
지만, 가변 저항 R, R'에 접속되는 전원은 VDD이기 때문에, 가변 저항 R, R'의 전위차는, (VDD-VDDQ/2)로 된다. 이
것에 대하여, 전류 패스(Ic)에 대해서는, 전원측에 더미 버퍼 회로 Pdm이 있기 때문에, 더미 버퍼 회로 Pdm의 소스측 
전원은, 출력 버퍼 회로의 풀-업용 트랜지스터에 맞춰 VDDQ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더미 버퍼 회로 Pdm의 전위차를 (VDDQ/2)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간 노드 n3이 (VDDQ/2)로 된다. 결과로
서, 가변 저항 R''에 인가되는 전압차도 VDDQ/2로 된다. 이 가변 저항 R''는, 5극간 영역에서 구동시켜야 되는 트랜지
스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가되는 전위차는 큰 쪽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출력 버퍼 회로 구동용의 전원 VDDQ는 전원 전압 VDD에 비교하여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VDD-VDDQ/2) VDDQ/2

로 되어, 풀-업 제어의 가변 저항 R''의 구동 전압이, 그 이외의 2개의 가변 저항 R, R'의 구동 전압에 비교하여 낮아진
다. 즉, 풀-다운 제어의 전원 마진이 보다 컸다고 하여도, 전원 마진이, 풀-업 제어의 부분에서 결정되어, 회로 전체로
서의 성능이 저하한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3) 도 2의 회로에 있어서는, VDD 전원에서 구동하여 중간 노드 n1, n2, n3의 전위를 (VDDQ/2)에 정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VDD 전원과 VDDQ 전원의 각각의 노이즈에 대해, 임피던스의 정합 정밀도에 악영향을 일으킨다고 하는 문제
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그 목적은, 프로그래머블 임피던스 제어 기능
을 갖는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전원 전압이 저전압화되어도, 출력 버퍼 회로에 대한 고정밀도의 임피던스 조정을 행할 
수 있는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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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치는 병렬 접속된 외부구동용의 복수의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1개의 출력 버퍼 회로; 1개의 외부 저항을 접속
하는 접속 단자; 및 상기 접속 단자 및 상기 출력 버퍼 회로에 접속되고, 상기 외부 저항에 따라서 상기 출력 버퍼의 임
피던스를 조정하며, 상기 접속 단자에 접속되는 제1 전도형의 제1 트랜지스터; 상기 접속 단자의 전압이 소정 전압 레
벨이 되도록,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의 레벨을 제어하는 제1 레벨 제어 회로; 상기 제1 트랜지스터와 게이트 및 
소스를 각각 공통으로 하고 있는 제1 도전형의 제2 트랜지스터; 상기 제2 트랜지스터와 접속되고, 상기 외부 구동용의 
복수의 트랜지스터에 대응한 회로를 지니고, 각각의 트랜지스터는 병렬로 접속되는 제2 도전형 제1 더미용 트랜지스터
군; 상기 제2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1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에 접속되고, 상기 제2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1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과의 접속 노드의 레벨이 상기 소정 전압 레벨이 되도록, 상기 제1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을 제어하는 제
1 제어 회로; 상기 제1 제어 회로의 제어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외부 구동용의 트랜지스터군을 제어하는 제2 제어회로
를 구비한 1개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회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기타 목적 및 특징은, 첨부 도면을 참조한 이하의 실시예를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4는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를 구성하는 메모리칩의 주요한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 
메모리 칩(60)은 어드레스 패드(66)로부터 어드레스 버퍼(67)를 통해 입력된 어드레스 데이터가, 로우 선택기(62)와 
컬럼 선택기(63)에 입력되어, 메모리 어레이(61) 중의 원하는 기입 셀 또는 판독 셀이 선택된다.

    
기입시에는, I/O 패드(68)로부터 입력된 기입 데이터가 입력 버퍼 회로(69)를 통해 기입 버퍼(65)로 입력되고, 메모
리 어레이(61) 중의 원하는 기입셀에 저장된다. 한편, 판독 시에는, 선택된 판독 셀로부터 판독된 데이터가 감지 증폭
기(64)를 통해 출력 버퍼 회로(70)로 입력되고, 출력 버퍼 회로(70)로부터 I/O 패드(68)를 통해 칩 외부로 구동되도
록 되어 있다. 또, 타이밍 컨트롤 회로(72)로부터 버퍼(73)를 통해 타이밍 제어 신호가 로우 선택기(62)와 컬럼 선택
기(63), 감지 증폭기(64), 및 기입 버퍼(65)에 입력되어 기입시 또는 판독시에 있어서의 동작 타이밍의 컨트롤이 행
해진다.
    

그리고, 메모리칩(60) 내부에는, 출력 버퍼 회로(70)로 입력의 임피던스를 조정하는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71)가 
설치되고, 출력 버퍼 회로(70)와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71)에서, 상술한 프로그래머블 임피던스 제어 기능을 실현
하는 프로그래머블 임피던스 출력 버퍼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매칭하여야 할 임피던스를 지정하기 위한 외부 저항 RQ를 ZQ 단자에 접속하고, 메모리칩(60) 내부에서
는, 출력 버퍼 회로(70)의 임피던스가 외부 저항 RQ의 값 혹은 그 상수배가 되도록, 출력 버퍼 회로(70)의 구동 능력
이 조정된다. 즉, 출력 버퍼 회로(70)와 마찬가지의 회로 형식을 갖는 (혹은 사이즈가 상수배) 더미 버퍼 회로 Ndm, 
Pdm의 구동 능력을 변화시키면서, 상기 더미 버퍼 회로 Ndm, Pdm의 임피던스가 외부 저항 RQ와 같게 되는 사이즈를 
찾아 그 결과를 출력 버퍼 회로(70)에 반영시키고 있다. 또, 구동 능력의 조정에는 트랜지스터 사이즈의 변경이 포함된
다.
    

도 5는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의 블록도이다. 출력 버퍼 회로(70)가 PMOS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풀-업용 트랜
지스터군(70a)과 NMOS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풀-다운용 트랜지스터군(70b)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임피던스
의 정합 제어를 출력 버퍼 회로(70)의 풀-업용 트랜지스터군(70a)과 풀-다운용 트랜지스터군(70b)에 각각 대응시
킨 회로 형식을 갖는 더미 버퍼 회로 Pdm, Ndm을 이용하여 2계통에서 행한다.

우선은, 풀-다운용 트랜지스터군(70b)의 임피던스를 조정하기 위한 제어계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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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의 회로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임피던스 제어 회로(71)는, ZQ 단자에 직렬 접속
된 PMOS 트랜지스터 P1 (제1 트랜지스터 소자)과, PMOS 트랜지스터 P1과 게이트 및 소스를 각각 공통으로 한 PM
OS 트랜지스터 P2 (제2 트랜지스터 소자)를 구비하고 있다.

PMOS 트랜지스터 P1의 게이트 레벨은, ZQ 단자의 전압 VZQ가 출력 버퍼 회로(70)에 있어서의 출력 구동용 전원 전
압 VDDQ의 1/2의 레벨이 되도록, 연산 증폭기 OP1 (제1 레벨 제어 회로)에 의해서 레벨 제어된다.

또, 여기서는 출력 구동용 전원 전압을 VDDQ/2로 하였지만, 그 이외의 소정의 전압에서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분압 저항 Ra, Rb와 활성화용 NMOS 트랜지스터 N20으로 이루어지는 전압 발생 회로에 의해 VDDQ/2로 되는 
기준 전압을 발생시킨다. 이 기준 전압 VDDQ/2는 연산 증폭기 OP1의 반전 입력 단자에 입력되고, 그 출력에 의해 제
어되는 PMOS 트랜지스터 P1, P2 중, PMOS 트랜지스터 P1의 드레인을 연산 증폭기 OP1의 비반전 입력 단자로 귀환
함으로써 ZQ 단자에는 기준 전압 VZQ=VDDQ/2가 제공된다.

또, 이 분압 저항 Ra, Rb는 트랜지스터로 실시가 가능하다. 이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를 바꿈으로써 연산 증폭기 OP1로 
출력하는 전압 레벨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트랜지스터의 채널폭, 혹은 게이트 길이 또는 그 양쪽을 변화시킨다.

연산 증폭기 OP2와 업/다운 계수기(224)를 갖는 정합 컨트롤러(213: 제1 제어 회로)는, PMOS 트랜지스터 P2와 더
미 버퍼 Ndm과의 접속 노드 REFIU의 전압이 VDDQ/2가 되도록, 업/다운 계수기(224)의 출력 데이터 D0, D1, …, D
n-1에 의해, 더미 버퍼 회로 Ndm의 NMOS 트랜지스터군 N31, N32, …, N33 (제1 더미용 트랜지스터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도통, 비도통을 제어한다.

또한, 업/다운 계수기(224)의 출력 데이터 D0, D1, …, Dn-1,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레지스터(51)를 통해 데이
터 갱신 컨트롤러(52: 제2 및 제4 제어 회로)에 공급된다. 데이터 갱신 컨트롤러(52)는, 정합 컨트롤러(213)의 제어 
결과인 업/다운 계수기(224)의 출력 데이터 D0, D1, …, Dn-1에 기초하여, 출력 버퍼 회로(70)의 풀-다운용 트랜지
스터군(70b)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도통, 비도통을 제어한다.

다음에, 풀-다운용 트랜지스터군(70a)의 임피던스를 조정하기 위한 풀-업 제어계에 대해 설명한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임피던스 제어 회로(71)는, PMOS 트랜지스터 P1과 게이트 및 소스가 접속된 
PMOS 트랜지스터 P3 (제3 트랜지스터 소자)과, 이 PMOS 트랜지스터 P3과 직렬 접속된 NMOS 트랜지스터 N1 (제
4 트랜지스터 소자)과, NMOS 트랜지스터 N1과 게이트 및 소스를 각각 접속 NMOS 트랜지스터 N2 (제5 트랜지스터 
소자)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PMOS 트랜지스터 P3과 NMOS 트랜지스터 N1의 공통 노드 a1의 전압이 VDDQ/2가 되도록, 연산 증폭기 OP4 
(제2 레벨 제어 회로)에 의해서 NMOS 트랜지스터 N1의 게이트 레벨이 제어된다.

연산 증폭기 OP3과 업/다운 계수기(225)를 갖는 정합 컨트롤러(215: 제3 제어 회로)는, PMOS 트랜지스터 P2와 더
미 버퍼 회로 Pdm과의 접속 노드 REFID의 전압이, VDDQ/2가 되도록, 업/다운 계수기(225)의 출력 데이터 U0, U1, 
…, Um-1에 의해, 더미 버퍼 회로 Pdm의 PMOS 트랜지스터군 P31, P32, …, P33 (제2 더미용 트랜지스터군)에 대
하여 선택적으로 도통, 비도통을 제어한다.

또한, 업/다운 계수기(225)의 출력 데이터 U0, U1, …, Um-1은,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레지스터(53)를 통해 데
이터 갱신 컨트롤러(52)에 공급된다. 데이터 갱신 컨트롤러(52)는, 정합 컨트롤러(215)의 제어 결과인 업/다운 계수
기(225)의 출력 데이터 U0, U1, …, Um-1에 기초하여, 출력 버퍼 회로(70)의 풀-업용 트랜지스터군(70a)에 대하
여 선택적으로 도통, 비도통을 제어한다.

이와 같이 하여, 매칭하여야 할 임피던스를 지정하기 위한 외부 저항 RQ를 ZQ 단자에 접속함으로써, 출력 임피던스 제
어 회로(71)는, 출력 버퍼 회로(70)의 임피던스가 외부 저항 RQ의 값 (혹은 그 상수배)이 되도록, 출력 버퍼 회로(7
0)의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자동 조정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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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에서는, ZQ 단자의 전류 패스와, 풀-다운 제어용의 전류 패스
와, 풀-업 제어용의 전류 패스에 각각 삽입된 PMOS 트랜지스터 P1, P2, P3은 각 게이트를 공통으로 하였기 때문에, 
임계치 전압 드롭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 도 2에 도시한 회로 구성과 같이 게이트·드레인 접속의 형태를 한 PMO
S 트랜지스터(P21)와는 다르다.

ZQ 단자의 레벨에 대해서는, 연산 증폭기 OP1에 의한 피드백 회로를 이용하여 VDDQ/2 레벨로 정합시키도록 하고 있
지만, 레벨 제어에 PMOS 트랜지스터 P1을 이용함으로써 임계치 전압 드롭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도 도 2의 NMO
S 트랜지스터 N21과는 다르다.

풀-다운 제어용의 전류 패스에 대해서도, 더미 버퍼 회로 Ndm의 드레인 레벨에 맞는 PMOS 트랜지스터 P2의 드레인 
레벨 (노드 REFIU)을 VDDQ/2에 정합시도록 하고 있다. 또한, 풀-업 제어용 전류 패스의 PMOS 트랜지스터 P3의 드
레인 (노드 a1)에 대해서도, VDDQ/2에 정합시키도록 하고 있다.

즉, PMOS 트랜지스터 P1, P2, P3에 대해 드레인 레벨은 VDDQ/2에 일치하고, 또한 게이트가 상호 접속되어 있기 때
문에 구동 능력이 동일하면, 전류는 일치한다. 따라서, 도 2에 도시한 전류 미러 회로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갖게 된다.

또한, 종래의 전류 미러 회로가 정확하게 전류를 미러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가 드레인 전류 의존을 갖지 않도록 5
극 사이 영역에서 동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계치 전압 드롭이 발생하는 것 외에, 전압이 내려가면 미러하는 
정밀도가하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전압 마진이 엄격하다. 이것에 대하여, 본 실시예에서는, 게이트와 드레인 전압이 같
게 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에 대한 제약이 없어져서, 전압 마진은 각별히 개선된다.

또한, 종래에는, 전류 미러는 PMOS 트랜지스터 P21에서, 레벨 제어는 NMOS 트랜지스터 N21에서 각각의 트랜지스터
로 행하고 있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들 1개의 PMOS 트랜지스터 P1로 실현할 수가 있으므로, 트랜지스터의 종방향 
적층 단수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방향 적층 회로에 의한 전원 마진 부족도 해소된다.

또한, NMOS 트랜지스터 N1, N2에 있어서도, 게이트 공통으로 각 드레인(노드 a1, REFID)이, VDDQ/2에 정합되기 
때문에, 더미 버퍼 회로 Pdm에 있어서도 정밀도 있게 마찬가지의 전류의 미러가 가능해진다.

또, 상기 종래예와 비교하여, 노드 a1에 대한 VDDQ/2로의 정합이 새롭게 필요해지지만, VDDQ/2에의 정합 회로는 Z
Q 단자, 노드 REFIU, 및 노드 REFID의 3개소에 필요하던 것이, 1개소 증가하게 된다.

이 것에 의해 소비 전류는 증가하지만, 동작 스피드가 요구되는 회로가 아니므로 전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며, 그 
증가량은 전체의 소비 전류에 비교하면 무시할 수 있는 범위이다.

도 7은 제2 실시예의 반도체 장치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의 주요부 회로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6의 회로와 
비교하여 PMOS 트랜지스터 P1, P2, P3을 VDDQ 전원으로 구동하도록 한 것이다.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외부 저항 RQ, 더미 버퍼 회로 Pdm, Ndm, 및 가변 저항 부분 (R=PMOS 트랜지스터 P1, R'
=PMOS 트랜지스터 P2, R''=NMOS 트랜지스터 N2)이 모두 VDDQ/2로 구동 가능하기 때문에, 풀-업 제어계와 풀-
다운 제어계에서 전원 마진이 다른 점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양 제어계에서의 정합 정밀도의 차이가 없어져, 출력 임
피던스 제어 회로 전체의 고성능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 2의 회로도에 있어서는, VDD 전원에서 구동하여 중간 노드를 VDDQ/2에 정합하고 있기 때문에, VDD 전원과 
VDDQ 전원의 각각의 노이즈에 대하여, 정합이 악영향을 받았다. 이것에 대하여, 본 실시예에서는, VDDQ 전원을 각 
트랜지스터 P1, P2, P3의 소스에 접속하고 있으므로, AC적인 노이즈에 대하여 중간 노드 전위가 전원 노이즈에 동기
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소멸한 후의 복구가 매우 원활하게 행해진다. 따라서, 노이즈 특성을 포함한 동작 마진
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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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제3 실시예서는 출력 버퍼 회로(70)의 외부 구동용 트랜지
스터가 NMOS 트랜지스터군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피던스의 정합 제어를 한계통으로 행하는 것이다. 도 10은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의 주요부 블록도이다.

본 실시예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는, 풀-업 제어계의 구성 요소를 제외한 회로 구성이며, 이와 같이 임피던스의 정
합 제어를 한계통으로 행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도 11은 제4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의 주요부 회로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9에 도
시한 구성에 있어서, PMOS 트랜지스터 P1, P2를 VDDQ 전원으로 구동하도록 한 것이고, 그 작용 효과는, 상기 제2 실
시예의 회로와 마찬가지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에 따르면, 전원 전압이 저전압화되어도 출력 버퍼 회로에 대한 고정밀도
의 임피던스 조정을 행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시된 실시예는 모든 점에서 예시이며 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한 설
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설명되며, 특허청구범위와 균등의 의미 및 범위 내에서의 모든 변경이 포함되는 것이 
의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병렬 접속된 외부 구동용의 복수의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1개의 출력 버퍼 회로;

1개의 외부 저항을 접속하는 접속 단자; 및

상기 접속 단자 및 상기 출력 버퍼 회로에 접속되고, 상기 외부 저항에 따라서 상기 출력 버퍼의 임피던스를 조정하며,

상기 접속 단자에 접속되는 제1 전도형의 제1 트랜지스터;

상기 접속 단자의 전압이 소정 전압 레벨이 되도록,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의 레벨을 제어하는 제1 레벨 제어 
회로;

상기 제1 트랜지스터와 게이트 및 소스를 각각 공통으로 하고 있는 제1 도전형의 제2 트랜지스터;

상기 제2 트랜지스터와 접속되고, 상기 외부 구동용의 복수의 트랜지스터에 대응한 회로를 지니고, 각각의 트랜지스터
는 병렬로 접속되는 제2 도전형 제1 더미용 트랜지스터군;

상기 제2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1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에 접속되고, 상기 제2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1 더미용의 트랜
지스터군과의 접속 노드의 레벨이 상기 소정 전압 레벨이 되도록, 상기 제1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을 제어하는 제1 제
어 회로; 및

상기 제1 제어 회로의 제어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외부 구동용의 트랜지스터군을 제어하는 제2 제어회로

를 구비한 1개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회로

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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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출력 임피던스 회로는

제1 도전형의 제3 트랜지스터, 게이트를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소스를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소
스에 접속되는 제1 도전형의 제3 트랜지스터;

상기 제3 트랜지스터와 직렬 접속된 제2 도전형의 제4 트랜지스터;

상기 제3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4 트랜지스터와의 접속 노드의 레벨을 상기 소정 전압이 되도록 상기 제4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레벨을 제어하는 제2 레벨 제어 회로;

게이트가 상기 제4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소스가 상기 제5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접속되는 제2 도전형의 제
5 트랜지스터;

상기 제5 트랜지스터와 접속되어, 상기 외부 구동용의 복수의 트랜지스터에 대응한 회로를 지니고, 각각의 트랜지스터
는 병렬로 접속되는 제1 도전형의 제2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 및

상기 제5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2의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에 접속되고, 상기 제5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2 더미용의 트
랜지스터군과의 접속 노드의 레벨이 상기 소정 전압 레벨이 되도록, 상기 제2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을 제어하는 제3 
제어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의 트랜지스터의 공통 소스 또는 드레인 단자를 상기 출력 버퍼의 구동용 전원에 의해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전압 레벨은, 0보다 크고 상기 출력 버퍼의 구동 전원의 전압의 1/2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
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전압 레벨은, 상기 출력 버퍼의 구동 전원 전압의 1/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임피던스 회로는

상기 출력 버퍼의 구동 전원에 접속되는 제1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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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의 저항에 직렬로 접속되는 제2 저항 ;

상기 제1 저항, 상기 제2 저항, 및 상기 제1 레벨 제어 회로가 접속되는 접속 노드

를 구비하는 상기 제1 레벨 제어 회로에 상기 소정 전압 레벨을 출력하는 1개의 전원 발생 회로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저항 및 상기 제2 저항은 트랜지스터이고, 이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를 조정함으로써, 상기 제1 레벨 제어 회로
로 출력하는 전압 레벨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트랜지스터의 공통 소스 단자 또는 드레인 단자를 출력 구동용 전원에 의해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전압 레벨은, 0보다 크고 상기 출력 버퍼의 구동 전원 전압의 1/2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전압 레벨은, 상기 출력 버퍼의 구동 전원의 전압의 1/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0.

각각의 트랜지스터는 병렬 접속되고, 외부 구동용에 이용되는 풀-업용 트랜지스터군과,

각각의 트랜지스터는 병렬 접속되어, 외부 구동용에 이용되는 풀-다운용 트랜지스터군

을 구비한 1개의 출력 버퍼 회로;

1개의 외부 저항을 접속하는 접속 단자; 및

상기 접속 단자 및 상기 출력 버퍼 회로에 접속되고, 상기 외부 저항에 따라서 상기 출력 버퍼의 임피던스를 조정하며,

상기 접속 단자에 직접 접속된 제1 도전형의 제1 트랜지스터 ;

상기 제1의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상기 접속 단자의 전압이 소정 전압 레벨이 되도록, 상기 제1 트랜지스터
의 게이트의 레벨을 제어하는 제1 레벨 제어 회로;

게이트가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소스가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접속되는 제2 트랜지스터;

상기 제2의 트랜지스터와 접속되고, 상기 풀-다운용 트랜지스터에 대응한 회로를 지니고, 각각의 트랜지스터는 병렬로 
접속되는 제2 도전형의 제1의 더미용 트랜지스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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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의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1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에 접속되고, 상기 제2의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1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과의 접속 노드의 레벨이 상기 소정 전압 레벨이 되도록, 상기 제1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을 제어하는 제
1 제어 회로;

상기 제1 제어 회로의 제어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풀-다운용 트랜지스터군을 제어하는 제2 제어 회로;

게이트를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소스를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접속되는 제1 도전형의 제
3 트랜지스터:

상기 제3 트랜지스터와 직렬 접속되는 제2 도전형의 제4 트랜지스터;

상기 제3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4의 트랜지스터와의 접속 노드의 레벨을 상기 소정 전압이 되도록 상기 제4 트랜지스터
의 게이트 레벨을 제어하는 제2의 레벨 제어 회로;

게이트가 상기 제4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소스가 상기 제5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접속되는 제2 도전형의 제
5 트랜지스터;

상기 제5 트랜지스터와 접속되고, 상기 풀-업용 트랜지스터군에 대응한 회로를 지니고, 각각의 트랜지스터는 병렬로 
접속되는 제1 도전형의 제2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

상기 제5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2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에 접속되고, 상기 제5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2 더미용의 트랜
지스터군과의 접속 노드의 레벨이 상기 소정 전압 레벨이 되도록, 상기 제1 더미용의 트랜지스터군을 제어하는 제3의 
제어 회로; 및

상기 제3 제어 회로의 제어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풀-업용 트랜지스터군을 제어하는 제4 제어 회로

를 구비한 1개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 회로;

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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