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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요약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터미네이션을 위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은,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소정의 커맨드/어드레스를 수신하고, 커맨드/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데이타를 기입 및 독출하는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다수 개의 메모리 칩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랭크(모듈 내부

의 뱅크)를 갖는 메모리 모듈을 구비한다. 적어도 하나의 랭크에 포함되는 메모리 칩은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

터 데이타 입출력 버스를 통하여 소정의 데이타를 입출력하기 위한 다수의 데이타 입출력 단자들, 데이타 입출력 단

자들과 일측이 연결되는 다수의 터미네이션 저항들,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수신되는 칩 선택 신호에 응답하

여 데이타 입출력 단자들의 액티브 터미네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 및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스위칭되며, 스위칭 온 상태에서 터미네이션 저항들이 소정의 터미네이션 전압과 연

결되도록 스위칭하는 다수의 스위치들을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다수의 메모리 모듈을 갖는 메모리 시스템에서 DQ버스의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해 요구되

는 단자의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듈 핀수와 콘트롤러 핀수를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SSTL 방식의 버스 구조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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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액티브 터미네이션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스텁 버스 구조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에서 액티브 터미네이션에 따른 단자 수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

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에서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를 설명하기 위한 실시예의 회

로도이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에서 액티브 터미네이션에 따른 단자 수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

다.

도 7은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구성 및 커맨드에 따른 데이타 입출력 버스의 액티브 터미네이션을 설명하기 위한 도

면이다.

도 8은 일반적인 1랭크 구조의 메모리 모듈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9a 및 도 9b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타 입출력 버스를 이용한 모드 레지스터 세팅에 의한 커맨드 및 어드레스 버스

의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이다.

도 10은 일반적인 어드레스 버스를 이용한 모드 레지스터 세팅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1a 및 도 11b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타 입출력 버스에 의한 모드 레지스터 세팅을 이용하여 데이타 독출 시의 타

이밍 중심치를 설정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에 관

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개인용 컴퓨터 또는 서버 등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됨에 따라서 고성능화, 고용량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모듈을 구성하여 시스템에 장착된다. 종래의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메모리 모듈들이 스

텁(stub) 방식으로 상호 연결(interconnection)되어 있는 구조가 사용된다. 이러한 스텁(stub) 구조를 갖는 반도체 메

모리 시스템에서 버스의 터미네이션 (termination, 종단이라고도 함)을 위한 방법으로 SSTL(Stub Series Terminate

d Logic) 방식이 널리 이용된다. SSTL은 각각의 스텁 버스 구조에 직렬 저항을 추가 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 1은 일반적인 SSTL방식을 사용하는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데이타 버스들

(100, 102, 104)의 양단은 터미네이션 저항(RTERM)이 터미네이션 전압(VTERM)에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데이

타 버스들 사이에는 메모리 모듈들(110, 120)이 스텁 구조로 배치된다. 메모리 모듈(110) 내부에서는 직렬 저항(RST

UB)이 데이타 버스(112)를 통하여 메모리 칩, 예를 들어 디램(114)과 연결된다.

도 1에 도시된 구조는 일반적으로, 더블 데이타 레이트(Double Data Rate:이하, DDR) 디램(Dynamic Random Acce

ss Memory:이하. DRAM)에 많이 사용된다. 즉, 이러한 구조를 갖는 메모리 시스템은 300Mbps정도의 데이타 레이

트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그러나, 데이타 레이트가 높아지면, 스텁-로드에 의한 영향으로 신호 집적도에 영향

을 미치게 되고, 500Mbps 이상의 데이타 레이트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스텁 로드의 영향

을 줄이기 위해, 직렬 저항(RSTUB)이 삽입되지만, 이로 인한 성능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온 칩(on-chip) 액티브 터미네이션(active termination)이다. 즉, 액티브 터미네이션은, 메모리 모듈과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 내부에 각각 터미네이션 저항을 삽입하고, 삽입된 저항을 필요에 따라서 온/오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 터미네이션 저항을 온/오프하는 것은, 메모리 시스템의 구성(configuration)과 입력되는 커맨드(comm

and)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 시스템의 구성에 의한 터미네이션 변경은, 모드 레지스터 세팅(Mode

Register Setting)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제어될 수 있다. 반면, 커맨드(command)에 의한 

터미네이션을 온/오프 제어하기 위해서는, 현재 입력되는 커맨드가 자신의 랭크로 인가된 것인지 또는 상대방의 랭크

로 발행(issue)된 것인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랭크 내부의 디램들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이 별도의 제어 신호를 제공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상기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컨트롤러 칩 셋의 입장에서, 그리고 메모리 모듈 커넥터와, 각 모듈 내부의 디램(예를 들어, 랭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별도의 제어 신호를 위한 단자 수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단자 수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데이타 입출력 단자의 터미네이션 저항을 온

/오프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내부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을 제

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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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데이타 입출력 버스를 이용하여 모드 레지스터를 세팅함으로써 메모리 

모듈 내부의 액티브 터미네이션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단자 수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데이타 입출력 단자의 터미네이션 저항

을 온/오프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내부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이루기위해,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은,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소정의 커맨드/어드레스를 수신하고, 커맨드/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데이타를 기입 및 독출하는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다수 개의 메모리 칩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랭크(모듈 내부의 뱅크)를 갖는 메모리 모듈을 구비

한다. 적어도 하나의 랭크에 포함되는 메모리 칩은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데이타 입출력 버스를 통하여 소정

의 데이타를 입출력하기 위한 다수의 데이타 입출력 단자들, 데이타 입출력 단자들과 일측이 연결되는 다수의 터미네

이션 저항들,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수신되는 칩 선택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타 입출력 단자들의 액티브 터미

네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 및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스위칭

되며, 스위칭 온 상태에서 터미네이션 저항들이 소정의 전압과 연결되도록 스위칭하는 다수의 스위치들을 구비한다.

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위해,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은, 메모리 컨트

롤러 칩셋으로부터 소정의 커맨드/어드레스를 수신하고, 커맨드/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데이타를 기입 및 독출하는 메

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다수 개의 메모리 칩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랭크(모듈 내부의 뱅크)를 갖는 메모리 모듈을

구비한다. 다수 개의 메모리 칩들은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어드레스를 입력하기 위한 어드레스 입력 단자,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데이타 입출력 버스를 통하여 소정의 데이타를 입출력하기 위한 데이타 입출력 단자, 

상기 메모리 모듈 내부의 랭크 수에 대하여, 상기 데이타 입출력 버 스로부터 제어되는 터미네이션 저항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방법은, 소정의 커맨드/어드레스를 발

생하는 컨트롤러 칩 셋, 상기 커맨드/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기입 또는 독출하며, 적어도 하나의 랭크를 가지

는 다수개의 메모리 모듈들을 구비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버스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메모리 모듈의 랭크들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에이블하는 칩 선택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b) 상기 칩 선택 신호에 응답

하여 액티브 터미네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소정의 터미

네이션 저항을 온 또는 오프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제어 신호는 상기 하나

의 랭크에서 기입 커맨드 또는 독출 커맨드 중 적어도 하나의 커맨드가 인에이블되면 상기 소정의 터미네이션 저항이

오프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및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방법에 관하

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2는 액티브 터미네이션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스텁 버스 구조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은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200), 메모리 모듈들(220, 240) 및 데이타 버

스(210a, 210b)로 구성된다.

도 2를 참조하면,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200) 내부에서 전원전압(VDDQ)과 접 지전압(VSSQ) 사이에 저항들(R1, R2)

과 스위치들(SW1, SW2)이 직렬로 연결되고, 노드(N1)와 데이타 버스(210a) 사이에 터미네이션 저항(RT20)이 직렬

로 연결된다. 여기서 저항들(R1, R2)의 크기는 같거나 다를 수 있다. 터미네이션 저항(RT20)의 타측은 데이타 버스(2

10a)의 일측과 연결되고, 데이타 버스(210a)의 타측은 메모리 모듈(220)의 데이타 입출력(DQ) 버스(222)와 연결된

다.

메모리 모듈(220) 내부에서 전원전압(VDDQ)과 접지전압(VSSQ) 사이에 저항들(R3, R4)과 스위치들(SW3, SW4)이 

직렬로 연결되고, 노드(N2)와 DQ 버스(222) 사이에는 터미네이션 저항(RT22)이 직렬 연결된다. 스위치들(SW3, SW

4)은 제어 신호(CON1)에 의해 스위칭 온/오프되며 스위칭 온 상태에서 터미네이션 저항 (RT22)이 소정의 전압에 연

결되도록 제어된다. 여기서 소정의 전압은 저항들(R3, R4)에 의해 나누어진 전압이며 저항들(R3, R4)의 크기는 같거

나 다를 수 있다. 또한, 메모리 모듈(240) 내부에서, 전원전압(VDDQ)과 접지전압(VSSQ) 사이에 저항들(R5, R6)과 

스위치들(SW5, SW6)이 직렬로 연결되고, 노드(N3)와 DQ 버스(242) 사이에는 터미네이션 저항(RT24)이 직렬 연결

된다. 스위치들(SW5,SW6)은 제어 신호(CON2)에 의해 스위칭 온/오프되며, 스위칭 온 상태에서 터미네이션 저항(R

T24)이 소정의 전압에 연결되도록 제어된다. 여기서 소정의 전압은 저항들(R5, R6)에 의해 나누어진 전압이며 저항

들(R5, R6)의 크기는 같거나 다를수 있다.

도 2에는 2개의 메모리 모듈(220, 240)이 메모리 시스템에 구비되는 경우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또한,

도 2에는 메모리 모듈(220, 240)에 구비 되는 하나의 디램만이 도시되었으나, 실제로 메모리 시스템에서 모듈은 다수

개일 수 있고, 모듈 내부에는 적어도 하나의 뱅크가 구비될 수 있다. 여기에서, 메모리 모듈 상의 뱅크는 랭크(rank)로

명명될 수 있으며, 1개 또는 2개 이상이 구비될 수 있다. 또한, 액티브 터미네이션은 데이타 버스 뿐만 아니라, 커맨드

/어드레스 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타 버스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액세스되지 않는 메모리 모듈의 

터미네이션 저항을 온 시키는 것이 신호 집적도(integrity) 측면에서 유리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어 신호(CON1, CON2)가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 (200)로부터 수신되는 경우에는, 많은 수의 단

자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도 3은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200)으로부터 제어 신호(CON1, CON2)를 입력하는 경우에 

증가되는 단자들의 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즉, 도 3을 참조하면, 각 디램 칩 내부에는 1개의 단자가 추가되고, 

모듈 커넥터에도 1개의 단자가 추가된다. 또한, 컨트롤러 칩 셋(200) 입장에서는 각각의 모듈 별로 제어 신호(C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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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2)를 인가하기 위해 2개의 단자가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DQ버스의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해 요구되는 단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메모리 시스템의 구조가 제공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Q버스의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은 메모리 컨트롤러 칩 셋(400), 데이타 입출력(DQ) 버스

들(410a, 410b), 메모리 모듈(420, 440)로 구성된다. 도 4에는 메모리 모듈 2개가 메모리 시 스템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하여 도시된다.

또한, 도 4를 참조하면, 하나의 메모리 모듈에 2개의 랭크가 구비되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나, 그 수는 변경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랭크에는 다수 개의 디램이 구비될 수 있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각각 하나의 디램(430a, 450a)으로서

표시된다.

도 4의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400)은 내부에서 전원전압(VDDQ)과 접지전압(VSSQ) 사이에 저항들(R1, R2)과 스위

치들(SW1, SW2)이 직렬로 연결되고, 노드(N1)와 데이타 버스(410a) 사이에 터미네이션 저항(RT40)이 연결된다. 여

기서 저항들(R1, R2)의 크기는 같거나 다를 수 있다. 이 때, 메모리 컨트롤러 칩 셋(400)의 온-칩 액티브 터미네이션

을 온/오프하기 위한 제어 신호(CON)는 컨트롤러 칩 셋(400) 내부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즉, 디램에서 데이타를 독

출하는 구간 동안 제어 신호(CON)에 의해 스위치들(SW1, SW2)이 턴온되어 터미네이션 저항(RT40)이 노드(N1)에 

연결되는 상태가 된다. 또한, 기입 동작 시에는 제어 신호(CON)에 의해 스위치들(SW1,SW2)이 오프되어 터미네이션

저항(RT40)이 노드(N1)에 연결되지 않는다.

도 4의 메모리 모듈(420)은 데이타 버스(410a)를 통하여 메모리 컨트롤러 칩 셋(400)과 연결되며, 2랭크 구조를 갖

는다. 구체적으로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모듈 커넥터의 전단부(front)에 삽입되는 제1랭크의 경우에, 디램(430a)에서

전원전압(VDDQ)과 접지전압(VSSQ) 사이에 저항들(R3, R4)과 스위치들(SW3, SW4)이 직렬로 연결되고, 노드(N2)

와 DQ버스(425a) 사이에는 저항(RT42)이 직렬로 연결되 어 있다. 여기서 소정의 전압은 저항들(R3, R4)에 의해 나

누어진 전압이며 저항들(R3, R4)의 크기는 같거나 다를 수 있다. 또한, 후단부(back)에 삽입되는 제2랭크의 경우에, 

디램(430b)의 구성도 제1랭크(430a)의 구성과 동일하다.

메모리 모듈(420) 내부에서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435)는 디램들(430a,430b)에 모두 구비된다. 즉,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435)는 컨트롤러 칩 셋(400)으로부터 두 랭크의 디램들(430a, 430b)에 대해 개

별적으로 인가되는 칩 선택 신호에 응답하여 액티브 터미네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CON1)를 발생시킨다.

또한, 메모리 모듈(440)은 데이타 버스(410a, 410b)를 통하여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400)과 연결되며 2랭크 구조를 

갖는다. 전단부의 제1랭크에 구비되는 디램(450a)에서 전원전압(VDDQ)과 접지전압(VSSQ) 사이에 저항들(R5, R6)

과 스위치들(SW5, SW6)이 직렬로 연결되고, 노드(N3)와 DQ버스(445a) 사이에는 저항(RT44)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소정의 전압은 저항들(R5, R6)에 의해 나누어진 전압이며 저항들(R5, R6)의 크기는 같거나 다를 수 있

다. 구체적으로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후단부의 제2랭크에 구비되는 디램(450b)의 구성도 디램(450a)의 구성과 동일

하다.

메모리 모듈(440) 내부에서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455)는 디램들(450a,450b)에 모두 구비된다. 즉,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455)는 컨트롤러 칩 셋(400)으로부터 두 랭크에 서로 다르게 인가되는 칩 선택 

신호에 응답하여 내부적으로 터미네이션 저항을 온/오프하기 위한 제어 신호 (CON2)를 발 생시킨다.

도 4에 도시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에서 메모리 모듈(420, 440)의 각 디램 내부에 구비되는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435, 455)는 데이타 독출 명령 또는 기입 명령에 의해 랭크들 중 어느 하나가 인에이블되면, 인에이블된

랭크를 포함하는 해당 메모리 모듈의 터미네이션 저항이 오프되도록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반면, 메모리 모듈들(4

20, 440) 중 기입 또는 독출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 메모리 모듈의 터미네이션 저항이 온 되도록 제어 신호를 발생시

킨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400)으로부터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한 제어 신호를 받아들이

는 것이 아니라, 동일 모듈의 두 개가 랭크로 입력되는 칩 선택 신호만을 이용하여 내부적으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

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435, 455)를 설명하기 위한 상세

한 회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435,455)는 칩 선택 신호 입력부(500), 제어 

신호 출력부(520), 커맨드 디코더(530) 및 메모리 커맨드 인에이블부(540)로 구성된다. 실제의 회로 구현 시에, 커맨

드 디코더(530)와 메모리 커맨드 인에이블부(540)는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435, 455) 외부에 구비될 

수도 있고, 내부에 구비될 수도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칩 선택 신호 입력부(500)는 칩 선택 신호들(/CS_1, /CS_2)를 반전 논리곱하고, 반전 논리곱된 신

호를 칩 선택 신호(CS_S)로서 출력하는 낸드 게이트(505)로 구현된다. 여기에서, /CS_1은 예를 들어, 메모리 모듈(4

20) 에 포함되는 두 개의 랭크 중에 어느 하나의 랭크, 예를 들어, 디램(430a)이 속한 랭크를 인에이블하기 위한 칩 선

택 신호(chip select signal)이고, /CS_2는 동일한 모듈(420) 내부에서 다른 랭크, 즉, 디램(430b)이 속한 랭크를 인

에이블 하기 위한 칩 선택 신호이다. 따라서, 두 랭크 중에서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동작하게 되는 경우에, /CS_1과 /

CS_2 중 하나는 로우 레벨로 인에이블되며, 이 때 낸드 게이트(505)의 출력 신호(CS_S)는 하이 레벨이 된다.

커맨드 디코더(530)는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400)에서 입력되는 다수의 커맨드(COMMAND)들을 디코딩하고, 디코

딩된 커맨드들을 출력한다. 이 때, 디코딩된 커맨드들은 독출 커맨드(/RE), 기입 커맨드(/WR)와 그 이외의 다른 커맨

드들 (/COMDS)을 포함한다.

제어 신호 출력부(520)는 칩 선택 신호 입력부(500)에서 출력되는 칩 선택 신호(CS_S)와, 커맨드 디코더(530)에서 

출력되는 독출 커맨드(/RE), 기입 커맨드(/WR)를 논리 조합하고, 논리 조합된 결과를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한

제어 신호(CON)로서 출력한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제어 신호 출력부(520)는 노아 게이트들(522, 524)과 낸드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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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526, 528, 529)로 구성된다.

제어 신호 출력부(520)의 구체적인 동작에 관하여 설명된다. 노아 게이트(522)는 칩 선택 신호(CS_S)와 디코딩된 독

출 커맨드(/RE)를 반전 논리합하고, 반전 논리합된 신호를 출력한다. 노아 게이트(524)는 칩 선택 신호 (CS_S)와 디

코딩된 기입 커맨드(/RE)를 반전 논리합하고, 반전 논리합된 신호를 출력한다. 낸드 게이트(526)는 독출 래이턴시(L

ATENCY) 제어 신호(R_LC)와 노아 게이트(522) 의 출력 신호를 반전 논리곱하고, 반전 논리곱된 신호를 출력한다. 

낸드 게이트(528)는 기입 래이턴시 제어 신호(W_LC)와 노아 게이트(524)의 출력 신호를 반전 논리곱하고, 반전 논리

곱된 신호를 출력한다. 낸드 게이트(529)는 낸드 게이트들(526, 528)의 출력 신호들을 반전 논리곱하고, 반전 논리곱

된 신호를 제어 신호(CON)로서 출력한다. 여기에서, 도 5의 회로가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435)인 경

우에 제어 신호는 CON1이 되고,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455)인 경우에 제어 신호는 CON2가 된다. 전

술한 바와 같이, 제어 신호(CON)는 메모리 모듈에 속한 디램들 내부의 터미네이션 저항이 각각의 스위치를 통하여 

소정의 전압과 연결되도록 제어한다. 여기서 소정의 전압은 노드들(N2, N3)의 전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래이턴시 

제어 신호들(W_LC, R_LC)은 각각 기입 커맨드 및 독출 커맨드가 인가되는 시간으로부터 얼마정도의 시간 후에 액티

브 터미네이션을 온 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신호이다. 상기 기입 및 독출 래이턴시 제어 신호들(W_LC, R_LC)

은 미리 정해진 래이턴시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고, 메모리 컨트롤러 칩 셋(400)에서 데이타를 입출력하는 시점을 알

려주는 별도의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결정될 수도 있다.

메모리 커맨드 인에이블부(540)는 커맨드 디코더(530)에서 디코딩된 독출 커맨드(/RE), 기입 커맨드(/WR) 및 기타 

커맨드들(COMDS)을 입력하고, 상기 커맨드들에 응답하여 제1칩 선택 신호(/CS_1)를 인에이블하기 위한 디코딩 커

맨드 (DEC_COM)로서 출력한다. 즉, 두 개의 랭크 중 어느 하나의 랭크가 /CS_1 또는 /CS_2에 의해 인에이블되면, 

인에이블된 랭크 내부의 디램은 인에이블된 커맨드에 의해 해당 동작을 수행한다.

이하에서,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먼저, 도 4의 메모리 모듈들 중에서 메모리 모듈(420)의 제1랭크에 포함되는 디램(430a)에 독

출 명령이 인가된다고 가정하면, 칩 선택 신호(/CS_1)는 로우 레벨로 인에이블된다. 이 때, 칩 선택 신호 입력부(500)

의 낸드 게이트(515)의 출력 신호는 하이 레벨이 된다. 만일, 커맨드 디코더(530)에서 디코딩된 커맨드가 독출 커맨

드(/RE)라면, 제어 신호 출력부(520)의 노아 게이트(522)의 출력 신호는 로우 레벨이 된다. 따라서, 낸드 게이트들(5

26, 528)의 출력 신호는 하이 레벨이 되므로, 낸드 게이트(529)를 통하여 출력되는 제어 신호(CON)는 로우 레벨이 

된다. 이 때, 도 4의 디램(430a)의 스위치(SW42)는 턴온되지 않고, 터미네이션 저항(RT42)은 노드(N2)로 연결되지 

않는다. 제1랭크의 디램(430a)은 메모리 커맨드 인에이블부(540)에서 출력되는 디코딩 커맨드(DEC_COM)에 의해 

독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두번째 모듈(440)의 칩선택신호들은 모두 하이이므로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신호 

발생부(455)에서 발생된 제어신호(CON2)를 하이로 출력하여 터미네이션 저항이 연결되게 된다.

전술한 예와 반대의 경우, 즉, 제2랭크에 포함되는 디램(430b)이 해당 커맨드에 의해 인에이블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된다. 만일, 도 5에 도시된 회로가 도 4의 디램(430a) 내부에 구비되는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

생부(435)라면, 디램(430a)에 인가되는 칩 선택 신호는 /CS_1이 되고, 디램(430b)에 구비되는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

어 신호 발생부라면, 디램(430b)에 인 가되는 칩 선택 신호는 /CS_2가 된다.

반면, 두 랭크들이 모두 인에이블되지 않는 경우에, 칩 선택 신호들 (/CS_1,/CS_2)은 모두 하이 레벨로 설정되며, 칩 

선택 신호 입력부(500)의 낸드 게이트(505)의 출력 신호는 로우 레벨이 된다. 만일, 다른 모듈에 독출 커맨드(/RE)가 

인가된다고 가정하면, 제어 신호 출력부(520)의 노아 게이트(522)의 출력 신호는 하이 레벨이 된다. 따라서, 미리 설

정된 래이턴시에 따라서 독출 래이턴시 제어 신호(R_LC)가 인에이블되면, 이 시점에서 낸드 게이트(526)의 출력 신

호는 로우 레벨이 된다. 따라서, 낸드 게이트(529)를 통하여 출력되는 제어 신호(CON)는 하이 레벨이 된다. 이 때, 디

램(430a)의 스위치(SW42)가 턴온되어 터미네이션 저항(RT42)이 노드(N2)에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도시되지는 않

았으나, 디램(430b)의 경우에도 터미네이션 저항은 온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400)에서 인가되는 칩 선택 신호를 이용하여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

어를 위한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도 5의 실시예에서는 칩 선택 신호(/CS_1, /CS_2)와 독출 커맨드(/RE), 기입 커맨

드(/WR)를 조합하여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나, 다른 실시예로서 독출 커맨드(/

RE), 기입 커맨드(/WR)를 조합하지 않고 칩 선택 신호(/CS_1, /CS_2)만을 조합하여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

하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에서 액티브 터미네이션에 따른 단자 수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

다. 도 6을 참조하면, 하나의 메모리 모듈(420, 440)에 두 개의 랭크가 존재하는 경우에, 각 랭크 내부의 디램에서는 

자 신의 랭크 이외에 다른 랭크의 칩 선택 신호를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단자가 추가된다. 그러나, 메모리 모듈(420

, 440)이 삽입되는 모듈 커넥터 상에서는 새로운 단자가 추가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메모리 칩셋(400)에서도 

별도의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러 측에서도 별도의 단자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액티브 터미네이션의 온/오프가 메모리 모듈의 슬롯(SLOT)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7은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구성 및 커맨드에 따른 데이타 입출력 버스의 액티브 터미네이션을 설명하기 위한 도

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메모리 시스템에 두 개의 메모리 모듈이 존재하고, 메모리 구성(configuration)이 하나 또는

두 개의 랭크로 구성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메모리 모듈이 각각 2개의 랭크로 구성되는 경

우에, 메모리 컨트롤러 칩 셋이 메모리 모듈 1에서 데이타를 독출하는 경우에, 컨트롤러 칩셋의 터미네이션 저항은 온

상태를 나타낸다. 한편, 메모리의 입장에서는 메모리 모듈1이 동작하고 있으므로, 모듈 2에서 액티브 터미네이션이 

이루어진다. 이 때, 하나의 메모리 모듈은 2개의 랭크로 구성되므로, 턴온되는 터미네이션 저항의 개수는 두 개가 된

다(2*RT). 그러나, 메모리 모듈 1으로의 데이타 기입 동작 시에 컨트롤러 칩셋에서는 데이타 출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므로 액티브 터미네이션은 오프 상태가 된다. 반대로, 컨트롤러 칩셋에서 메모리 모듈 2로부터의 데이타 독출 동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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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메모리 모듈 1의 액티브 터미네이션이 이루어진다. 도 7에서 F_RANK, B_RANK는 각각 메모리 모듈의 전단부

의 랭크와 후단부의 랭크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메모리 모듈 내에 랭크의 수에 따라서 터미네이 션 저항의 개수만 달

라질 뿐 전체적인 동작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상에서와 같이, 액티브 터미네이션은 데이타 입출력(DQ) 버스에 관한 응용 분야의 실시예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액티브 터미네이션은 커맨드/어드레스(C/A) 버스에도 응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 본 발명에 따른 커맨드/어드레스 버스의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한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다른 실

시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도 8은 일반적인 1랭크 구조의 메모리 모듈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1랭크 구조의 메모리 모듈

에는 8개의 디램칩들(801~808)이 구비된다.

도 8을 참조하면, 디램 칩들(801~808)은 각 8비트의 DQ단자(DQ0~DQ7)를 구비하므로, 하나의 랭크는 전체적으로,

×64의 DQ 버스와 연결된다. 또한, 8개의 디램들은 칩 선택을 위한 단자(CS)와, 커맨드/어드레스 입력을 위한 단자(C

OMMAND, ADDRESS)를 공유한다. 이러한 어드레스, 커맨드 또는 칩 선택 신호(CS)가 메모리 컨트롤러 칩 셋으로부

터 인가되는 동안에, 터미네이션 저항이 연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디램의 커맨드/어드레스 입력부에 있는 터미

네이션 저항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메모리 모듈 내에 하나의 랭크가 존재하는 경우에

는 각 디램마다 하나씩 8개의 터미네이션 저항이 온 상태로 연결되는 반면, 랭크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그 두 배

가 되는 16개의 터미네이션 저항이 온 상태가 된다. 즉, 하나의 랭크가 존재하는 경우와 두 개의 랭크가 존재하는 경

우에 턴온되는 터미네이션 저항 개수가 서로 다른 문제가 있다. 또한 커맨드/어드레스 버스의 신호의 질(integration)

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커맨드/어드레스 입력부분에 서 먼 디램에서만 커맨드/어드레스 버스의 터미네이션 저항을 연

결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 기술한다.

도 9a 및 도 9b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타 입출력 버스를 이용한 모드 레지스터 세팅에 의한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도 9a는 2랭크 구조의 메모리 모듈을 나타내고, 도 9b는 1랭크 구조의 메모리 모듈을 

나타낸다.

도 9a를 참조하면, 2랭크 메모리 모듈(900)에서는 전단부와 후단부에 하나씩의 디램이 구비된다. 구체적으로, 전단부

에는 디램들(901a, 902a~908a)이 구비되고, 후단부에는 디램들(901b~908b)이 구비되어 해당 DQ 단자(DQ0~DQ7

)와 연결된다. 또한, 각 디램 내부에는 예를 들어, 칩 선택 신호 단자(CS) 및 커맨드입력 단자(COMMAND), 어드레스 

입력 단자(ADDRESS)를 통하여, 칩 선택 신호와 커맨드 및 어드레스를 수신한다.

도 9b를 참조하면, 1랭크 메모리 모듈(950)에는 각 8비트씩의 8개의 디램(951~959)이 구비된다.

본 발명에서는 모드 레지스터 세팅(MRS) 시에 어드레스 버스 뿐만 아니라, DQ 단자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디램들

간의 개별적인 터미네이션 제어가 가능하다. 모드 레지스터는 메모리 시스템에서 다양한 동작 모드 설정 및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드 레지스터 세팅을 위해 어드레스 버스가 이용되지만, 

어드레스 버스는 디램들간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제어가 어렵다.

도 9a와 도 9b를 참조하면, DQ버스에 의한 MRS를 이용하여 2랭크 모듈인 경우와 1랭크 모듈인 경우에 대해서 각각 

턴온되는 터미네이션 저항의 개수가 동일해지도록 개별적인 제어가 이루어진다. 도 9a에서는 두 개의 랭크에서 두 개

씩의 디램(901a, 901b, 902a, 902b)에 연결되는 커맨드, 어드레스 입력(DQ0, DQ1)의 터미네이션 저항이 턴온된다. 

또한, 도 9b에서는 하나의 랭크에서 4개의 디램(951~954)에 연결되는 커맨드, 어드레스 입력(DQ0~DQ3)의 터미네

이션 저항들이 턴온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어드레스 또는 커맨드 버스에서 바라보는 터미네이션 저항값이 랭크의 구성에 따라 동일하

게 설정될 수 있도록 제어한다. 일반적인 MRS(920)의 구성은 첨부된 도 10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도 10을 참조하면, 어드레스 버스(ADDRESSS BUS)는 13비트의 어드레스 비트(A0~A12)와 뱅크 선택 어드레스 비

트(BA0, BA1)로 구성된다. 즉, 뱅크 선택 어드레스 비트(BA0, BA1)는 비트 조합에 따라서 다수의 뱅크들, 즉, 랭크

들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이다. 실제 MRS를 위해, 13비트의 어드레스 중에서 A0~A2는 버스트 길이(LENGTH)를 나

타내는데 이용되며, 래이턴시(LATENCY)는 순차적인 (sequential) 방식 또는 인터리브(interleave) 방식중 하나에 

해당한다. 또한, A0~A2가 나타내는 비트 조합에 따라서 래이턴시는 2, 4, 또는 8로 설정될 수 있다. A3비트는 MRS 

시에 버스트 타입(Burst Type:BT)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0이면 시퀀셜 타입으로 설정되고, 1이면 인터리브 타입으로

설정된다.

어드레스 비트(A4~A6)는 CAS(Column Address Strobe) 레이턴시를 나타내는 데 이용되며, 그 조합에 따라서 2, 3,

1.5 및 2.5등으로 설정될 수 있다. 어드레스 비트(A7)는 테스트 모드 또는 노말 모드를 결정하기 위한 비트로서, 0면 

노말 모드로 설정되고, 1이면 테스트 모드로 설정된다. 또한, 어드레스 비트(A8)는 DLL리셋을 결정하기 위한 비트로

서, 1로 설정될 때 리셋 상태를 나타낸다. 어드레스 비트들(A9~A12)은 RFU(Reserved for future use)를 위한 비트

를 나타내며, 뱅크 선택 어드레스(BA0)가 0이면 MRS 사이클을 나타내고, 뱅크 어드레스(BA0)가 1이면 EMRS(Exte

nded MRS) 사이클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어드레스 버스는 하나의 모듈 내부에 존재하는 각 랭크들 간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므로, 본 발명에서는 각 디램들을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각 디램에 연결된 DQ단자 또는 DQ버스를 이

용한다.

도 11a 및 도 11b는 본 발명에 따른 DQ버스에 의한 모드 레지스터 세팅을 이용한 다른 응용례로서 데이타 독출 시의

타이밍 중심치를 설정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로서, 도 11a은 데이타 독출 시 각 DQ 단자의 액세스 타임의 중

심치가 서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의 예를 나타내고, 도 11b는 본 발명에 따른 DQ 단자에 의한 모드 레지스터 세팅을 

이용하여 각 DQ 단자의 액세스 타임의 중심치를 동일하게 설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데이타 독출 시에 각 8개의 디램으로부터의 각 8개의 DQ단자들(즉, ×64)에서 액세스 타임의 중심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 데이타 윈도우(Valid Data Window)가 작아지게 된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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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 11a를 참조하면, 디램의 독출 동작 시 DQ 단자의 액세스 타임은 +/-200psec지만, 액세스 타임의 중심치가 디

램 별로 어긋나 있어 최대 +/- 500psec 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의 입장에서는 +

/-700psec만큼의 유효 데이타 윈도우를 잃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도 11b와 같이, 각 디램별로 데이타 독출 시의 지연 시간을 독립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액세스 타임의 

중심치가 동일해지도록 설정할 수 있다.

도 11b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서는 각 디램의 데이타 독출 시 DQ타이밍을 모니터링하여, 모든 디램들의 DQ 단자에

서 동일한 중심치를 갖도록 각 디램들 내부의 모드 레지스터에 적절한 지연 시간이 세팅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디

램의 모드 레지스터에 서로 개별적인 값이 세팅되면,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보는 유효 데이타 윈도우는 +/- 200psec 

정도만 잃게 되므로 데이타 독출 시 디램들의 DQ단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오프셋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

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다수의 메모리 모듈을 갖는 메모리 시스템에서 DQ버스의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를 위해 요구되

는 단자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어드레스 단자와 DQ 단자를 함께 이용하여 모드 레지스터 세

팅에 이용함으로써 액티브 터미네이션의 개별적인 제어가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소정의 커맨드/어드레스를 수신하고, 상기 커맨드/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데이타를 기

입 및 독출하는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다수 개의 메모리 칩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랭크(모듈 내부의 뱅크)를 갖는 메모리 모듈을 구비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랭크에 포함되는 메모리 칩은,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데이타 입출력 버스를 통하여 소정의 데이타를 입출력하기 위한 다수의 데이타 

입출력 단자들;

상기 데이타 입출력 단자들과 일측이 연결되는 다수의 터미네이션 저항들;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수신되는 칩 선택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타 입출력 단자들의 액티브 터미네이션

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 및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스위칭되며, 스위칭 온 상태에서 상기 터미네이션 저항들이 소정의 전압과 연결되도록 스

위칭하는 다수의 스위치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는,

상기 랭크 중에서 어느 하나의 랭크에 인가되는 제1칩 선택 신호와 상기 랭크를 제외한 나머지 랭크에 인가되는 제2

칩 선택 신호를 논리 조합하고, 상기 논리 조합된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메 모리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 발생부는,

상기 제1칩 선택 신호와 상기 제2칩 선택 신호를 반전 논리곱하고, 상기 반전 논리곱된 신호를 제3칩 선택 신호로서 

출력하는 칩 선택 신호 입력부;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커맨드/어드레스 버스를 통하여 인가되는 다수의 커맨드들을 디코딩하고, 상기 

디코딩된 결과에 의해 독출 커맨드와 기입 커맨드를 생성하는 커맨드 디코더; 및

상기 제3칩 선택 신호와, 상기 독출/기입 커맨드 및 독출/기입 래이턴시 제어 신호를 논리 조합하고, 상기 조합된 결

과에 의해 상기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제어 신호 출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 출력부는,

상기 제3칩 선택 신호와 상기 독출 커맨드를 반전 논리합하는 제1반전 논리합 수단;

상기 제3칩 선택 신호와 상기 기입 커맨드를 반전 논리합하는 제2반전 논리합 수단;

상기 독출 레이턴시 제어 신호와, 상기 제1반전 논리합 수단의 출력 신호를 반전 논리곱하는 제1반전 논리곱 수단;

상기 기입 레이턴시 제어 신호와, 상기 제2반전 논리합 수단의 출력 신호를 반전 논리곱하는 제2반전 논리곱 수단; 및

상기 제1, 제2반전 논리곱 수단의 출력 신호를 반전 논리곱하고, 상기 반전 논리곱 수단의 출력 신호를 상기 제어 신

호로서 출력하는 제3반전 논리곱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칩은,

상기 하나의 메모리 칩이 속한 랭크와, 상기 메모리 칩이 속하지 않은 다른 랭크로부터 상기 다른 랭크에 인가되는 칩

선택 신호를 받아들이기 위한 단자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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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 신호는,

상기 하나의 메모리 칩에서 기입 커맨드와 독출 커맨드 중 적어도 하나의 커맨드가 인에이블될 때 상기 스위치가 오

프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7.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소정의 커맨드/어드레스를 수신하고, 상기 커맨드/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데이타를 기

입 및 독출하는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다수 개의 메모리 칩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랭크(모듈 내부의 뱅크)를 갖는 메모리 모듈을 구비하고,

상기 다수 개의 메모리 칩들은,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어드레스를 입력하기 위한 어드레스 입력 단자;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데이타 입출력 버스를 통하여 소정의 데이타를 입출력하기 위한 데이타 입출력 

단자; 및

상기 메모리 모듈 내부의 랭크 수에 대하여, 상기 데이타 입출력 버스로부터 제어되는 터미네이션 저항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칩들은,

상기 데이타 입출력 버스로부터 모드 레지스터 세팅에 의해 상기 터미네이션 저항의 턴온 개수가 조절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은,

상기 모드 레지스터 세팅 시에 어드레스 입력 단자와 함께 상기 데이타 입출력 단자를 이용하여 상기 각 메모리 칩들 

간에 개별적으로 터미네이션 저항의 온/오프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0.
메모리 컨트롤러 칩셋으로부터 소정의 커맨드/어드레스를 공통으로 수신하고, 데이타의 입출력은 각각의 데이터 입

출력 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어드레스의 터미네이션 저항을 제어하기 위한 모드 레지스터 셋 팅을 상기 각각의 데이터 입출력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1.
소정의 커맨드/어드레스를 발생하는 컨트롤러 칩 셋, 상기 커맨드/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기입 또는 독출하며

, 적어도 하나의 랭크를 가지는 다수개의 메모리 모듈들을 구비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버스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메모리 모듈의 랭크들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에이블하는 칩 선택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

(b) 상기 칩 선택 신호에 응답하여 액티브 터미네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 및

(c)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소정의 터미네이션 저항을 온 또는 오프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터 버스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는,

상기 하나의 랭크에서 기입 커맨드 또는 독출 커맨드 중 적어도 하나의 커맨드가 인에이블되면 상기 소정의 터미네이

션 저항이 오프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버스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b) 단계는,

(b1) 상기 메모리 랭크들중 어느 하나의 랭크에 인가되는 제 1 칩 선택신호와 상기 랭크를 제외한 나머지 랭크에 인가

되는 제 2 칩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제 3 칩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

(b2)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 칩 셋으로부터 발생된 다수의 커맨드를 디코딩하고, 상기 디코딩된 결과에 의해 독출 커

맨드와 기입 커맨드를 생성하는 단계 ; 및

(b3) 상기 제 3 칩 선택신호와 상기 독출 커맨드 또는 기입 커맨드 및 독출 또는 기입 래이턴시 제어 신호를 논리 조합

하고, 사익 조합된 결과에 의해 상기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버스 액티브 

터미네이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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