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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개시된 저전력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칩 인에이블 방법은, 외부로부터 입력된 칩 인에이블 신호와,

외부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 및 상기 반도체 칩들의 식별 정보에 응답하여,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 중 하나를 활성화시킨다. 그 결과, 실제 동작되지 않는 반도체

칩들이 비활성화 되어, 전류 소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출력 핀들을 공유하는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된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입력된 칩 인에이블 신호, 외부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 상기 칩들의 식별 정보 및 상기 칩들의 동작 모드 정보

에 응답하여,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칩 인에이블 버퍼; 그리고

상기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 중 하나를 활성화시키는 제어 로직을 포함하며,

상기 비활성화 된 반도체 칩들은 해당 반도체 칩의 동작 모드에 따라서 스탠바이 상태가 되거나 또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칩 인에이블 버퍼 및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각각의 반도체 칩 내부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의 적어도 한 비트는 상기 칩들의 최상위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칩 인에이블 버퍼는,

상기 어드레스, 상기 식별 정보 및 상기 동작 모드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칩 선

택부; 그리고

외부로부터 입력된 칩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선택된 칩에게 활성화된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

발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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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본딩 또는 퓨즈 옵션에 의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칩이 상위 몇 번째 칩인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

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칩 선택부는, 상기 칩 선택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멀티칩 모드로 동작하는지 또는 싱글칩

모드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모드 정보를 고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정보는, 본딩 또는 퓨즈 옵션에 의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싱글칩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 상기 비활성화된 반도체 칩들은 전원공급이 차단되도록 제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멀티 칩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 상기 비활성화된 반도체 칩들은 스탠바이 상태가 되도록 제

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출력 핀들을 공유하는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된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의 칩 인에이블 버퍼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697270

- 3 -



외부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 상기 칩들의 식별 정보 및 상기 칩들의 동작 모드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칩 선택부; 그리고

외부로부터 입력된 칩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선택된 칩에게 활성화된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

발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비활성화 된 반도체 칩들은 해당 반도체 칩의 동작 모드에 따라서 스탠바이 상태가 되거나 또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칩 인에이블 버퍼.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칩 인에이블 버퍼는, 상기 각각의 반도체 칩 내부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칩 인

에이블 버퍼.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의 적어도 한 비트는 상기 칩들의 최상위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칩 인에이블 버퍼.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본딩 또는 퓨즈 옵션에 의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칩 인에이블 버

퍼.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칩이 상위 몇 번째 칩인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의 칩 인에이블 버퍼.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칩 선택부는, 상기 칩 선택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멀티칩 모드로 동작하는지 또는 싱글칩

모드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모드 정보를 고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칩 인에이블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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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정보는, 본딩 또는 퓨즈 옵션에 의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칩 인에이블 버

퍼.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싱글칩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 상기 선택되지 않은 칩들은 전원공급이 차단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칩 인에이블 버퍼.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멀티 칩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 상기 선택되지 않은 칩들은 스탠바이 상태가 되도록 제어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칩 인에이블 버퍼.

청구항 21.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출력 핀들을 공유하는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된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의 칩 인에이블 방법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입력된 칩 인에이블 신호, 외부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 상기 칩들의 식별 정보, 및 상기 칩들의 동작 모드 정

보에 응답하여,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 중 하나를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비활성화 된 반도체 칩들은 해당 반도체 칩의 동작 모드에 따라서 스탠바이 상태가 되거나 또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칩 인에이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패키지 내에 복수 개의 메모리 칩들이 내장된 멀

티 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3G 이동전화(third-generation mobile phone), 디지털 스틸 카메라(digital still

camera), 등과 같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mobile applications)은, 소형화 및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오랫동안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기술에 의해 대응되어 왔다. 그러나, 개발 기간 및 공정 기술의 비용 증가 등으로 미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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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얻기가 점점 힘들게 되자, MCP(Multi-Chip Package) 기술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채용되고 있다. MCP란, 여

러 개의 메모리 칩들(예를 들면, 노어 플래시, 낸드 플래시, SRAM, UtRAM, 등)을 하나의 패키지에 장착한 복합 칩 제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MCP는 동일한 종류의 메모리 칩들이 2개, 4개, 또는 그 이상이 상하로 적층된 구조를 갖는다. 따라

서, MCP를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단품들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보다 내부 실장면적을 50% 이상 줄일 수 있고, 배선도

단순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원가절감과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하지만, MCP 제품은 다수의 칩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많은 핀들이 존재하며, 이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일의 패키지에 포함된 복수 개의 메모리 칩들이 외부 핀들(어드레스, 제어 및 데이터

핀들)을 공유하도록 구성된다. 하지만, 복수 개의 메모리 칩들이 외부 핀들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칩 선택이 자유롭게 수행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유발된다.

도 1은 일반적인 멀티칩 패키지(MCP)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1에는, 하나의 패키지 내에 동일한 구조를 가지

는 두 개의 칩들이 적층된 듀얼 다이 패키지(Dual Die Package ; DDP)가 도시되어 있다. 그리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멀

티칩 패키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먼저 도 1을 참조하면, 멀티칩 패키지에는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10, 20)(예를 들면, 노어 플래시, 낸드 플래시, SRAM,

UtRAM, 등)이 하나의 패키지에 장착된다. 반도체 칩들(10, 20)은, 외부로부터 인가된 칩 인에이블 신호(chip enable

signal ; nCEx)에 의해 활성화된다. 이 경우, 실제 동작하는 칩은 하나이지만,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든 반도체 칩들

(10, 20)이 활성화된다. 선택되지 않은 반도체 칩(20)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동작도 수행하지 않지만, 액티브 상태로 활성

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류를 소모하게 된다. 따라서, 멀티 칩 패키지 전체의 면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선택되지 않은 반도체 칩(20)에서 발생되는 전류 소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출력 핀들을 공유하는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로 구성된 멀

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선택되지 않은 반도체 칩에서 발생되는 전류 소모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멀티칩 반도

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출력 핀들을 공유하는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된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칩 인에이블 신호와,

외부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 및 상기 칩들의 식별 정보에 응답하여,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칩 인에이블 버퍼;

그리고 상기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 중 하나를 활성화시키는 제어 로직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칩 인에이블 버퍼 및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각각의 반도체 칩 내부에 구비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의 적어도 한 비트는 상기 칩들의 최상위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비활성화 된 반도체 칩들은 스탠바이 상태가 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본딩 또는 퓨즈 옵션에 의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칩이 상위 몇 번째 칩인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칩 인에이블 버퍼는, 상기 칩 선택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멀티

칩 모드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모드 정보를 고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싱글칩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 상기 비활성화된 반도체 칩들은

전원공급이 차단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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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멀티 칩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 상기 비활성화된 반도체 칩들은

스탠바이 상태가 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드 정보는, 본딩 또는 퓨즈 옵션에 의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출력 핀들을 공유

하는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된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칩 인에이블 버퍼는, 외부로부터 입

력된 어드레스와 상기 칩들의 식별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칩 선택부; 그리고

외부로부터 입력된 칩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선택된 칩에게 활성화된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

발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출력 핀들을

공유하는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된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칩 인에이블 방법은, 외부로부터

입력된 칩 인에이블 신호와, 외부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 및 상기 칩들의 식별 정보에 응답하여,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 중 하나를 활성화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신규한 저전력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칩 인에이블 방법은, 외부로부터 입력된 칩 인에이블 신호

와, 외부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 및 상기 반도체 칩들의 식별 정보에 응답하여,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 중 하나를 활성화시킨다. 그 결과, 실제 동작되지 않는 반

도체 칩들이 비활성화 되어, 전류 소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에는 하나의 패키지

내에 두 개의 반도체 칩이 구비되는 경우의 회로 구성에 도시되어 있지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반도체 칩들이 하나의 패

키지 상에 형성될 수 있음은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들에 자명하다. 또한, 본 발명은 복수 개의 동종 반도체 칩들

로 구성된 멀티칩 패키지는 물론, 복수 개의 이종 반도체 칩들로 구성된 멀티칩 패키지에도 적용 가능하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는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100, 200)을 포함한다.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100, 200)은 모두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된다. 멀티칩 패키지에 구비된 반도체 칩들(100, 200)은, 적어도 하나 이상

의 입출력 핀들을 공유한다. 각각의 반도체 칩들(100, 200) 내부에는, 칩 인에이블 버퍼(150, 250)와 제어 로직(미 도시

됨)이 포함된다.

칩 인에이블 버퍼(150, 250)는, 외부로부터 칩 인에이블 신호(nCEx)와, 어드레스 신호(A24)를 받아들여, 내부 칩 인에이

블 신호(nCE1, nCE2)를 발생한다. 그리고, 각 반도체 칩들(100, 200)에 포함된 제어 로직들은, 칩 인에이블 버퍼(150,

250)로부터 발생된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nCE1, nCE2)에 응답해서, 해당 메모리 칩(100, 200)을 활성화/비활성화 시킨

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칩 인에이블 버퍼(150, 250) 내부에는 각각의 칩들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의 식별 정보와,

칩들의 동작 모드에 대한 정보가 설정되어 있다. 칩 인에이블 버퍼(150, 250)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칩 인에이블 신호

(nCEx) 및 어드레스(A24)는 물론, 반도체 칩들(100, 200)에 설정되어 있는 칩의 식별 정보(FCS) 및 모드 정보(FMulti)를

모두 고려하여, 실제로 동작될 반도체 칩에게 활성화 된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한다. 이와 동시에, 칩 인에이블 버

퍼(150, 250)는 동작되지 않는 나머지 반도체 칩들에게는 비활성화 된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한다. 그 결과, 멀티칩 패

키지의 전류 소모가 최소화 된다.

여기서, 칩의 식별 정보는 해당 칩이 상위 칩인지 또는 하위 칩인지에 대한 정보(또는, 둘 이상의 칩들로 구성되는 경우, 해

당 칩이 상위 몇 번째 칩인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그리고, 동작 모드 정보는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하나의 반도체

칩처럼 동작되는 멀티칩 모드의 수행 여부를 나타낸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칩 인에이블 버퍼(150)의 상세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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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칩 인에이블 버퍼(150)는, 칩 선택부(151)와, 신호 발생부(157)를 포함한다. 칩 선택부

(151)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A24)와 상기 칩들의 식별 정보(FCS)를 비교한다. 그리고 나서, 칩 선택부(151)는

상기 비교 결과와 상기 반도체 칩들(100, 200)의 모드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100, 200) 중 하나를

선택한다. 신호 발생부(157)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칩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선택된 칩에게 활성화된 내부 칩 인

에이블 신호(nCE1 또는 nCE2)를 발생한다. 칩 선택부(151)와 신호 발생부(157)의 상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칩 선택부(151)는, 제 1 인버터(152)와, XNOR 게이트(153), 및 제 1 NOR 게이트(154)를 포함한다.

제 1 인버터(152)는 멀티칩 패키지의 모드 정보(FMulti)를 반전하고, 반전된 결과를 제 1 NOR 게이트(154)로 출력한다.

모드 정보(FMulti)는, 멀티칩 패키지가 멀티칩 모드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본딩 또는 퓨즈 옵션에 의해

설정된다. 멀티칩 모드란,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하나의 반도체 칩처럼 통합되어 동작되는 동작 모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멀티칩 패키지가 멀티칩 모드를 수행하는 경우, 모드 정보(FMulti)는 논리 "하이(또는 1)"의 값을 갖도록 설정된다.

그리고, 멀티칩 패키지에 구비된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이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싱글칩 모드가 수행되는 경우, 모드 정보

(FMulti)는 논리 "로우(또는 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된다.

XNOR 게이트(153)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 신호(A24)와, 칩의 식별 정보(FCS)를 받아들여, 논리 XNOR 연산을

수행한다. 외부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 신호(A24)는, 멀티칩 패키지의 24번째 어드레스 핀으로부터 입력되는 어드레스

신호로서, 상기 반도체 칩들(100, 200)의 최상위 비트(MSB : Most Significant Bit)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상위 칩(100)

의 어드레스 신호(A24)는 논리 "하이(또는 1)"의 값을 갖고, 하위 칩(200)의 어드레스 신호(A24)는 "논리 로우(또는 0)"의

값을 갖는다. 상기 어드레스 신호(A24)는 호스트로부터 입력된다.

그리고, 칩의 식별 정보(FCS)는 각 칩마다 정의되어 있는 고유의 값으로서, 본딩 또는 퓨즈 옵션에 의해 설정된다. 예를 들

면, 상위 칩(100)의 칩의 식별 정보(FCS)는 논리 "하이(또는 1)"의 값을 갖고, 하위 칩(200)의 칩의 식별 정보(FCS)는 "논

리 로우(또는 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된다.

만일, 도 3에 도시된 멀티칩 패키지에 4개의 반도체 칩들이 구비되는 경우, XNOR 게이트(153)는 외부로부터 2 비트의 어

드레스 신호(A23, A24)를 받아들여 4개의 반도체 칩들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상위 첫 번째 칩의 어드레스 신호(A23,

A24)는 "11"의 값을 갖고, 상위 두 번째 칩의 어드레스 신호(A23, A24)는 "10"의 값을 갖고, 상위 세 번째 칩의 어드레스

신호(A23, A24)는 "01"의 값을 갖고, 그리고 상위 네 번째 칩의 어드레스 신호(A23, A24)는 "00"의 값을 갖도록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칩의 식별 정보(FCS) 역시 멀티칩 패키지에 구비된 칩의 개수에 따라서 복수 개의 비트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상위 첫 번째 칩의 식별 정보(FCS)는 "11"의 값을 갖고, 상위 두 번째 칩의 식별 정보(FCS)는 "10"의 값을 갖고, 상위

세 번째 칩의 식별 정보(FCS)는 "01"의 값을 갖고, 그리고 상위 네 번째 칩의 식별 정보(FCS)는 "00"의 값을 갖도록 구성

될 수 있다.

XNOR 게이트(153)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 신호(A24)와, 칩의 식별 정보(FCS)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논리

하이(또는 1)"의 값을 출력한다. 이와 같은 XNOR 게이트(153)의 논리 XNOR 연산에 따르면, 실제 동작이 수행될 메모리

칩의 어드레스와, 반도체 칩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가 판별된다. XNOR 게이트(153)의 논

리 XNOR 연산 결과는 제 1 NOR 게이트(154)로 입력된다.

제 1 NOR 게이트(154)는, 제 1 인버터(152)로부터 입력된 모드 정보(FMulti)의 반전 결과와, XNOR 게이트(153)의 논리

XNOR 연산 결과를 받아들여, 논리 NOR 연산을 수행한다. 제 1 NOR 게이트(154)의 논리 NOR 연산 결과는 신호 발생부

(157)로 입력된다.

신호 발생부(157)는, 제 2 NOR 게이트(158)와 제 2 인버터(159)를 포함한다. 제 2 NOR 게이트(158)는, 외부로부터 칩

인에이블 신호(nCEx)를 받아들이고, 제 1 NOR 게이트(154)로부터 논리 NOR 연산 결과를 받아들여, 논리 NOR 연산을

수행한다. 제 2 인버터(159)는, 제 2 NOR 게이트(158)의 논리 NOR 연산 결과를 반전한다. 제 2 인버터(159)에 의해 반전

된 결과는,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nCE1)로서 출력된다. 이 경우, 외부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A24)와 칩의 식별 정보가

일치되는 반도체 칩에 대해서만 활성화 된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가 발생되고, 나머지 반도체 칩들에 대해서는 비 활성화

된 칩 인에이블 신호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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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기 멀티칩 패키지가 멀티칩 모드를 수행하는 경우, 비 활성화된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받아들이는 반도체 칩들에게

는 최소의 전원이 인가된다. 최소의 전원이 인가되는 반도체 칩들은 스탠바이 상태가 된다(또는 저전력 모드에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멀티칩 패키지가 싱글칩 모드를 수행하는 경우, 비 활성화된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받아들이는 반도체

칩들은 전원 공급이 차단된다. 그 결과,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전류 소모가 최소화된다.

도 5a 및 5b는 도 3에 도시된 칩 인에이블 버퍼들(150, 250)의 동작 타이밍도이다.

도 5a 및 5b를 참조하면, 외부 칩 인에이블 신호(nCEx)가 로우 레벨로 활성화되면, 외부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A24)와

칩의 식별 정보(FCS)가 일치되는 반도체 칩에게만 로우 레벨로 활성화 된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칩 인에이블 스킴에 따르면, 실제 동작될 반도체 칩에게만 활성화 된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가 인가되어, 멀티칩

패키지의 전류 소모가 최소화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의 칩 인에이블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의 칩 인에이블 방법은, 외부로부터 입력된 칩 인에이블 신호(nCEx)와, 명

령이 수행될 어드레스(A24), 및 상기 칩들의 식별 정보(FCS)에 응답하여,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nCE1, nCE2)를 발생한

다(1510 단계).

1510 단계에서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nCE1, nCE2)가 발생되고 나면,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100, 200) 중 활성화된 내

부 칩 인에이블 신호(nCE1 또는 nCE2)가 인가되는 해당 반도체 칩(100 또는 200)을 활성화 시킨다. 그리고, 상기 반도체

칩들(100, 200) 중 비 활성화된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nCE1 또는 nCE2)가 인가되는 해당 반도체 칩(100 또는 200)은 비

활성화 시킨다(1570 단계).

이 때, 상기 멀티칩 패키지가 멀티 칩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비활성화된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받아들이는 반도체

칩은 스탠바이 상태가 된다. 그리고, 상기 멀티칩 패키지가 싱글칩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비활성화된 내부 칩 인에이

블 신호를 받아들이는 반도체 칩의 전원 공급은 차단된다. 그 결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출력 핀들을 공유하는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로 구성된 멀티칩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선택되지 않은 반도체 칩에서 발생되는 전류 소모가 효과적으로 줄

어들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

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

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

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출력 핀들을 공유하는 복수 개의 반도체 칩들로 구성된 멀티칩 반도

체 메모리 장치에서, 선택되지 않은 반도체 칩에서 발생되는 전류 소모가 효과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멀티칩 패키지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멀티칩 패키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칩 인에이블 버퍼의 상세 회로도;

도 5a 및 5b는 도 3에 도시된 칩 인에이블 버퍼들의 동작 타이밍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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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의 칩 인에이블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20, 100, 200 : 반도체 칩 150, 250 : 칩 인에이블 버퍼

151 : 칩 선택부 157 : 신호 발생부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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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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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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