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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DDR SDRAM 의 라이트 동작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데이타 스트로브의 링잉(ringing)현상을 차

단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는 외부로부터 입력

되는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입력 버퍼,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를 수신하여 제 1 및 제 2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 제 1 및 제 2 제어신호에 의하여 상기 데이타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된 상기 

데이타를 저장하는 데이타 래치,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 3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 

라이트 동작시 그 라이트 동작 구간을 감지하여 상기 제어부를 제어하는 제 4 제어 신호(en_wt)를 출력하는 라이트 

동작 구간 감지부를 구비하며, 제 3 제어 신호는 상기 라이트 동작 구간중에는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인에이블

시키고, 라이트 동작 구간이 경과하면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디스에이블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 차단을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트 

동작시 링 잉 현상 발생 구간만을 마스크함으로써 라이트 동작중의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이트

에러의 제거로 인하여 안정된 라이트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 DDR SDRAM 에 있어서의 라이트 동작시 사용되는 데이타 패스 제어 수단의 블록도.

도 2 는 도 1 에 사용된 신호의 파형도.

도 3 는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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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은 도 3 에 사용된 신호의 파형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DDR SDRAM 의 라이트 동작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데이타 스트로브의 링잉(ringing)현상을 차단한 D

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DDR SDRAM 은 외부 동기화 클락(ext_clk)을 DLL 회로 등을 이용하여 내부 동기화 클락(clk)을 생성한

후, 내부 동기화 클락(clk)의 라이징 에지와 폴링 에지에 동기화시켜 데이타를 입출력하는 메모리 장치이다. 참고로, 

내부 동기화 클락(clk)은 마스터 클락(master clk)으로도 칭해진다.

이러한 DDR SDRAM 과 관련하여 본 명세서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DDR SDRAM 의 동작 중에서, 라이트 동작시

초래되는 링잉 현상으로 인한 메모리 장치의 오동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라이트시 발생하는 링잉 현상은 라이트 링 백(write ring back) 현상이라고도 하며, 이는 라이트 동작의 마지막

단계에서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의 링잉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더미 라이트 동작이 초래되어 데이타 래치에 저장된 기

존의 데이타가 변화되어 라이트 에러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와 데이타 래치에 대

하여는 후술된다.

이하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신호들에 대하여 정의한 후,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신호의 설명>

1. ext_clk : 외부 동기화 클락으로서, DDR SDRAM 의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클락이다.

2. clk : 외부 동기화 클락을 수신하여 생성된 내부 클락으로서, 데이타의 입출력을 동기화시키는 내부 마스터 클락이

다. 즉, DDR SDRAM의 전체 동작을 제어하는 마스터 클락이다.

3. din : DDR SDRAM 의 라이트 동작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로서, 데이타 입력(data input)의 축약어이다. 일

반적으로, 입력 데이타(din)의 전압 레벨은 SSTL 전압 레벨이다. 입력 데이타(din)는 데이타 입력 버퍼(din_buffer)에

인가된다.

4. ds : DDR SDRAM 의 라이트 동작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ata strobe)의 축약어이다. 후

술되겠지만, ds 신호는 입력 데이타(din)를 글로벌 입출력 라인(gio)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ds 신

호의 전압 레벨은 SSTL 전압 레벨이다. ds 신호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ds_buffer)에 인가된다.

5. din_buffer : 데이타 입력 버퍼로서, DDR SDRAM 의 라이트 동작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입력 데이타(din)의 SS

TL 레벨을 CMOS 레벨로 증폭시키는 기능을 한다. 입력 데이타(din) 의 전압 레벨이 소정의 기준 전압보다 높으면 in

으로 하이 레벨이 출력되고, inz 으로 로우 레벨이 출력된다. 반면에, 입력 데이타(din) 의 전압 레벨이 소정의 기준 전

압보다 낮으면 in 으로 로우 레벨이 출력되고, inz 으로 하이 레벨이 출력된다. 여기서, inz 는 input bar(즉, /din)를 나

타낸다. 그리고 데이타 입력 버퍼(din_buffer)는 en_dinz (enable data input bar) 신호에 의하여 리드 동작에서는 디

스에이블되고, 라이트 동작에서는 인에이블된다.

6. ds_buffer :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로서, DDR SDRAM 의 라이트 동작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 스트로브 신

호(ds) 의 SSTL 레벨을 CMOS 레벨로 증폭시키는 기능을 한다. 입력되는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의 전압 레벨이 

소정의 기 준 전압보다 높으면(즉, 하이 레벨이면) 그 출력신호인 rdinclk 는 하이 레벨로 출력되고, fdinclk 는 로우 

레벨로 출력된다. 반면에,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의 전압 레벨이 소정의 기준 전압보다 낮으면(즉, 로우 레벨이면) 

그 출력신호인 rdinclk 는 로우 레벨로 출력되고, fdinclk 는 하이 레벨로 출력된다. 여기서, rdinclk 는 rising data in

put clk 의 약어이고, fdinclk 는 falling data input clock 의 약어이다. 그리고,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ds_buffer)는 e

n_dinz (enable data input bar) 신호에 의하여 리드 동작에서는 디스에이블되고, 라이트 동작에서는 인에이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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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in_lat : 데이타 래치 수단으로서,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ds_buffer)의 입력신호(ds)가 라이징 에지인 경우 데이타

입력 버퍼(din_buffer)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타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의 출력신호인 rdinclk 에 동기되어 데이타 래

치 수단에 저장된다. 또한,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ds_buffer)의 입력신호(ds)가 폴링 에지인 경우, 데이타 입력 버퍼(d

in_buffer)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타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의 출력신호인 fdinclk 에 동기되어 데이타 래치 수단에 저

장된다. 데이타 래치 수단 (din_lat)에 저장된 데이타(din)는 제어 신호인 dinstb(data input strobe)에 의하여 글로벌 

입출력 라인(gio)으로 전달된다.

8. dis_diz :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가 폴링 에지인 경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ds_buffer)의 출력신호로부터 fdin

clk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에이블 레벨의 출력신호(dis_dsz : disable data strobe bar)를 출력하는 제어부이다. 디스

에이블 레벨의 출력신호(dis_dsz)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ds_buffer)에 피드백 인가되 어 fdinclk 신호의 통과를 차

단한다. 다음, 내부 동기화 클락(clk)에 의하여 디스에이블 레벨의 출력신호(dis_dsz)는 인에이블 레벨로 변하여 데이

타 스트로브 버퍼가 다음 fdinclk 신호를 통과시키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9. en_dinz : 라이트 동작중에는 데이타 입력 버퍼(din_buffer)와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ds_buffer)를 인에이블시키

고, 리드 동작중에는 데이타 입력 버퍼와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디스에이블시키는 신호이다.

10. en_din : en_dinz 의 전압 레벨과 반대의 전압 레벨을 갖는 신호이다.

11. dinstb : 데이타 래치 수단(din_lat)에 저장된 데이타를 내부 동기화 클락(clk)에 동기시켜 글로벌 입출력 라인(gi

o)으로 전달하는 신호이다.

이하, 종래 기술에 대하여 기술한다.

도 1 은 종래 DDR SDRAM 에 있어서의 라이트 동작시 사용되는 데이타 패스 제어 수단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같이, 종래의 데이타 패스 제어 수단(data pass controlling means)은 데이타 입력 버퍼(100)와,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110)와, 데이타 래치(120)와,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 제어부(130)를 구비한다. 여기서, 데이타 입력 버

퍼(100)는 din_buffer 로 표시되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110)는 ds_buffer 로 표시되며, 데이타 래치(120)는 din_l

at 로 표시된다.

상기 각 구성 수단들의 기능과 그 신호들에 대하여는 전술하였는 바, 이하에서는 전체적인 동작을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한 다음, 라이트 동작의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라이트 링잉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참고로, 도 

1 과 관련된 신호의 파형도는 도 2 에 도시되어 있다.

먼저, 도 1 에 도시된 데이타 패스 제어 수단의 전체적인 동작은 다음과 같다.

1) 라이트 동작시 en_dinz 신호에 의하여 데이타 입력 버퍼(100)와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110)가 인에이블된다.

2)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din)는 데이타 입력 버퍼(100)를 통하여 출력라인(in, inz)으로 전달된다.

3) 펄스 형태로 인가되는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110)를 통하여 펄스 형태의 신호(rdincl

k, fdinclk)를 출력한다.

4)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가 라이징 에지인 경우, 데이타 입력 버퍼(100)의 출력라인(in, inz)상의 데이타는 rdincl

k 신호에 동기되어 데이타 래치(120)에 저장된다. 또한,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가 폴링 에지인 경우, 데이타 입력 

버퍼(100)의 출력라인(in, inz)상의 데이타는 fdinclk 신호에 동기되어 데이타 래치(120)에 저장된다.

5) 데이타 래치(120)에 저장된 데이타는 데이타 입력 스트로브 신호(dinstb)에 의하여 글로벌 입출력 라인(gio)으로 

전달된다.

6) 3) 단계에서 출력된 fdinclk 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 제어부(130)에도 인가된다.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 제어부(13

0)는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가 폴링 에지인 경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ds_buffer)의 출력신호중에서 fdinclk 신

호에 동기되어 디스에이블 레벨의 출력신호(dis_dsz : disable data strobe bar)를 출력 한다. 디스에이블 레벨의 출

력신호(dis_dsz)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ds_buffer)에 피드백 인가되어 fdinclk 신호의 통과를 차단한다. 다음, 내부

동기화 클락(clk)에 의하여 디스에이블 레벨의 출력신호(dis_dsz)는 인에이블 레벨로 변하여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가

다음 fdinclk 신호를 통과시키도록 한다(도 3 참조).

다음, 도 1 및 도 2 를 참조하여 라이트 동작시 발생하는 라이트 링잉 현상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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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에 도시된 바와같이, en_dinz 신호가 로우 레벨로 인에이블되면, 데이타 입력 버퍼(100)와 데이타 스트로브 버

퍼(110)가 인에이블된다. 따라서, 입력 데이타(din)는 데이타 입력 버퍼(100)의 출력 라인(in, inz)으로 전달된다. 도 

2 에 도시된 바와같이,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는 펄스 형태로 인가된다. 또한, 링잉 현상이 없다면, 4 개의 펄스 신

호로 이루어진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는 4 개의 라이징 에지와 4 개의 폴링 에지를 가지므로 데이타 래치(120)에 저장

되는 데이타는 8 개의 데이타가 될 것이다. 예컨대, DQ1, DQ2, DQ3, DQ4, DQ5, DQ6, DQ7, DQ8 의 데이타가 순차

적으로 데이타 입력 버퍼(100)의 입력 라인을 통하여 입력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첫번째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의 라이징 에지에 의하여 첫번째 데이타(DQ1)가 데이타 래치(120)에 저장된다.

2) 첫번째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의 폴링 에지에 의하여 두번째 데이타(DQ2)가 데이타 래치(120)에 저장된다. 여

기서, 첫번째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의 폴링 에지에 의하여 하이 펄스의 fdinclk 가 출력되며, 제어부(130)는 이 신

호(fdinclk)를 수신하여 로우 레벨의 인에이블 신호(dis_dsz)를 출력한다. 로우 레벨의 인에이블 신호(dis_dsz)는 데

이타 스트로브 버퍼(110)로 피드백되어 fdinclk 신호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한다. 전술한 바와같이, 로우 레벨의 인에

이블 신호(dis_dsz)에 의하여 차단되기 전에 발생된 fdinclk 신호에 의하여 두번째 데이타(DQ2)가 데이타 래치(120)

에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타 래치(120)에 저장된 첫번째 데이타(DQ1)와 두번째 데이타(DQ2)는 dinstb 신호에 

의하여 글로벌 입출력 라인(gio)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첫번째 라이트 동작이 완료된다. 다음, 도 2 에 도시된 바와같

이, 내부 클락(clk)에 의해 제어부의 출력신호(dis_dsz)는 하이 레벨로 천이하여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ds_buffer)를 

인에이블시킨다. 따라서,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ds_buffer)는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3)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의 라이징 에지 및 폴링 에지의 동작은 전술한 1), 2) 단계의 동

작과 동일하다.

4) 그런데 종래의경우, 도 2 에 도시된 바와같이, 어떤 이유에 의하여 4 번째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의 폴링 에지 

후, 라이트 동작을 끝마치기 위하여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가 종결 전압(teimination voltage) 또는 대기 전압으로

백(back)하는 과정에서 링잉 현상이 초래된다. 이 경우, 링잉 현상으로 발생된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의 라이징 및 폴

링 에지시에 신호(rdinclk, fdinclk)가 발생되어 잘못된 데이타(invalis data)를 데이타 입력 래치(120)에 인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라이트 동작시,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의 링잉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라이트 동작 구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디스에이블시키는 장치를 제

공하여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에 초래되는 링잉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는 외부로부터 입력

되는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입력 버퍼,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를 수신하여 제 1 및 제 2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 제 1 및 제 2 제어신호에 의하여 상기 데이타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된 상기 

데이타를 저장하는 데이타 래치,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 3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 

라이트 동작시 그 라이트 동작 구간을 감지하여 상기 제어부를 제어하는 제 4 제어 신호(en_wt)를 출력하는 라이트 

동작 구간 감지부를 구비하며, 제 3 제어 신호는 상기 라이트 동작 구간중에는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인에이블

시키고, 라이트 동작 구간이 경과하면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디스에이블시킨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제 4 제어신호는 라이트 커맨드 입력시에 인에이블된 후, 라이트 동작 구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디

스에이블되며, 제 4 제어신호가 디스에이블되는 경우, 제 3 제어신호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디스에이블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잉잉 현상을 마스크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는 외부로부터 입력

되는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입력 버퍼,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를 수신하여 제 1 및 제 2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 제 1 및 제 2 제어신호에 의하여 상기 데이타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된 상기 

데이타를 저장하는 데이타 래치,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 3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 

라이트 동작시 그 라이트 동작 구간을 감지하여 상기 제어부를 제어하는 제 4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라이트 동작 구간



공개특허 10-2005-0002526

- 5 -

감지부를 구비하며,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가 정상적으로 모두 인가된 후, 제 3 제어 신호는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

퍼를 디스에이블시켜 외부로부터의 링잉 현상을 마스크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제 4 제어신호는 라이트 커맨드 입력시에 인에이블된 후, 상기 라이트 동작 구간이 종료되는 경우

에 디스에이블되며, 제 4 제어신호가 디스에이블되는 경우, 제 3 제어신호는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디스에이

블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방법은 데이타 입력 버

퍼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를 수신하는 단계,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

이타 스트로브 신호를 수신하여 제 1 및 제 2 제어 신호(rdinclk, fdinclk)를 출력하는 단계, 제 1 및 제 2 제어신호에 

의하여 상기 데이타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된 상기 데이타를 데이타 래치에 저장하는 단계, 제어부를 통하여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 3 제어 신호(dis_dsz)를 출력하는 단계, 라이트 동작시 그 라이트 동작 구

간을 감지하여 상기 제어부를 제어하는 제 4 제어 신호(en_wt)를 라이트 동작 구간 감지부ㄹ르 통하여 출력하는 단계

를 구비하며, 제 3 제어 신호는 상기 라이트 동작 구간중에는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인에이블시키고, 상기 라

이트 동작 구간이 경과하면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디스에이블시키는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

을 마스크한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3 는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

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입력 버퍼(300),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를 수

신하여 제 1 및 제 2 제어 신호(rdinclk, fdinclk)를 출력하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310), 상기 제 1 및 제 2 제어신호

에 의하여 상기 데이타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된 상기 데이타를 저장하는 데이타 래치(320),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

퍼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 3 제어 신호(dis_dsz)를 출력하는 제어부(330), 라이트 동작시 그 라이트 동작 구간을 

감지하여 상기 제어부를 제어하는 제 4 제어 신호(en_wt)를 출력하는 라이트 동작 구간 감지부(340)를 구비한다.

도 2 에 도시된 라이트 동작 구간 감지부 (340)는 내부 클락(clk)에 동기되어 동작한다. 또한, 라이트 동작 구간 감지

부 (340)는 라이트 커맨드시에 발생하는 펄스 신호(wtp)와 라이트 동작시 사용되는 CAS 신호(casp)를 수신하여 제

어부(330)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en_wt)를 출력한다. 이 출력신호(en_wt)의 파형은 도 4 에 도시되어 있다. 출력신호

(en_wt)의 특징은 ds 신호의 마지막 폴링 에지에서 로우 레벨로 천이하는 것이며, 그 의미에 대하여는 후술된다.

이하에서는 전체적인 동작을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한 다음, 라이트 동작의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라이트 링잉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참고로, 도 4 은 도 3 에 도시된 회로 블록도에 사용된 신호의 파형도이다.

먼저, 도 3 에 도시된 데이타 패스 제어 수단의 전체적인 동작은 다음과 같다.

1) 라이트 동작시 en_dinz 신호에 의하여 데이타 입력 버퍼(300)와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310)와 라이트 동작 구간 

감지부(340)가 인에이블된다.

2)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din)는 데이타 입력 버퍼(300)를 통하여 출력라인(in, inz)으로 전달된다.

3) 펄스 형태로 인가되는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310)를 통하여 펄스 형태의 신호(rdincl

k, fdinclk)를 출력한다.

4)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의 라이징 에지시, 데이타 입력 버퍼(300)의 출력라인(in, inz)으로 전달된 데이타는 rdin

clk 신호에 동기되어 데이타 래치(320)에 저장된다. 또한,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의 폴링 에지시, 데이타 입력 버

퍼(300)의 출력라인(in, inz)으로 전달된 데이타는 fdinclk 신호에 동기되어 데이타 래치(320)에 저장된다.

5) 데이타 래치(320)에 저장된 데이타는 데이타 입력 스트로브 신호(dinstb)에 의하여 글로벌 입출력 라인(gio)으로 

전달된다.

6) 3) 단계에서 출력된 fdinclk 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 제어부(330)에도 인가된다(전술한 바와같이, 스트로브 버퍼 

제어부(330)는 en_dinz 신호에 의하여 인에이블된다) 또한, 라이트 동작 구간 감지부(340)로부터 발생된 제어 신호(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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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wt)는 라이트 커맨드 입력시에 스트로브 버퍼 제어부(330)의 인에이블 상태를 유지하고, 라이트 동작 구간이 종료

되는 경우에 스트로브 버퍼 제어부(330)를 디스에이블시킨다. 제어신호(en_wt)가 디스에이블되는 경우, 스트로브 버

퍼 제어부(330)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dis_dsz)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디스에이블시킨다(도 4 참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ds_buffer)가 디스에이블되면, ds 신호에 링잉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도 4 의 ds 신호의 a 부분)은 제

어신호(dis_dsz)에 의하여 차단(도 4 의 dis_dsz 신호의 마스크 구간(b))되므로, 데이타 입력 래치(320)에 저장된 데

이타는 링잉 현상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유효한 데이타(valid data)를 글로벌 입출력 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하, DQ1, DQ2, DQ3, DQ4, DQ5, DQ6, DQ7, DQ8 의 데이타가 순차적으로 데이타 입력 버퍼(100)의 입력 라인을 

통하여 입력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첫번째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의 라이징 에지에 의하여 첫번째 데이 타(DQ1)가 데이타 래치(320)에 저장된다.

2) 첫번째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의 폴링 에지에 의하여 두번째 데이타(DQ2)가 데이타 래치(320)에 저장된다. 데

이타 래치(120)에 저장된 첫번째 데이타(DQ1)와 두번째 데이타(DQ2)는 dinstb 신호에 의하여 글로벌 입출력 라인(g

io)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첫번째 라이트 동작이 완료된다.

3) 라이트 동작이 시작된 후 일정시간 동안, 스트로브 버퍼 제어부(330)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310)를 인에이블시

키는 신호를 출력한다. 따라서, 도 4 에 도시된 바와같이, 스트로브 버퍼 제어부(330)의 출력신호(dis_dsz)는 정상적

인 라이트 동작 구간에서는 하이 레벨을 유지한다. 따라서,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를 수신한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

(310)는 정상적으로 출력신호(rdinclk, fdinclk)를 출력한다.

4)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의 라이징 에지 및 폴링 에지의 동작은 전술한 1), 2), 3) 단계의 

동작과 동일하다. 참고로, 라이트 동작 구간 감지부(340)는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가 정상적으로 인가되는 구간 

동안만 하이 레벨의 인에이블신호(en_wt)를 출력하여 스트로브 버퍼 제어부(330)에 인가한다.

5) 다음, 네번째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ds)가 인가된 후, 라이트 동작 구간 감지부(340)의 출력신호(en_wt)는 로우 레

벨로 천이하여 스트로브 버퍼 제어부(330)의 출력신호(dis_dsz)가 로우 레벨로 천이하도록 한다. 따라서, 데이타 스

트로브 버퍼(310)는 디스에이블 상태가 된다. 그 결과, 데이타 스트로브 신 호(ds)상에 링잉 현상이 초래되더라도 데

이타 입력 래치(320)에 저장된 데이타는 안전하게 글로벌 입출력 라인(gio)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드이, 본 발명은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의 정상적인 동작 구간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

써,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의 동작 구간 후에 초래되는 링잉 현상을 차단(또는 마스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당업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회로 구성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의 정상적인 동작 구간을 제어하여 링잉 현상을 차단하고자하는 발명들은 모두 본 발명의 기술적 보호 범위에 속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 차단을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트 동작시 링 잉 현상 발생 구간만을 마스크함으로써 라이트 동작중의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이트 에러의 제거로 인하여 안정된 라이트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로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입력 버퍼,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를 수신하여 제 1 및 제 2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

상기 제 1 및 제 2 제어신호에 의하여 상기 데이타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된 상기 데이타를 저장하는 데이타 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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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 3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

라이트 동작시 그 라이트 동작 구간을 감지하여 상기 제어부를 제어하는 제 4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라이트 동작 구간

감지부를 구비하며,

상기 제 3 제어 신호는 상기 라이트 동작 구간중에는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인에이블시키고, 상기 라이트 동작

구간이 경과하면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디스에이블시키는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

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제어신호는 라이트 커맨드 입력시에 인에이블된 후, 상기 라이트 동작 구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디스에이블되며,

상기 제 4 제어신호가 디스에이블되는 경우, 상기 제 3 제어신호는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디스에이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

청구항 3.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를 수신하는 데이타 입력 버퍼,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를 수신하여 제 1 및 제 2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

상기 제 1 및 제 2 제어신호에 의하여 상기 데이타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된 상기 데이타를 저장하는 데이타 래치,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 3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

라이트 동작시 그 라이트 동작 구간을 감지하여 상기 제어부를 제어하는 제 4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라이트 동작 구간

감지부를 구비하며,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가 정상적으로 모두 인가된 후, 상기 제 3 제어 신호는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디스

에이블시켜 외부로부터의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는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제어신호는 라이트 커맨드 입력시에 인에이블된 후, 상기 라이트 동작 구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디스에이블되며,

상기 제 4 제어신호가 디스에이블되는 경우, 상기 제 3 제어신호는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디스에이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장치.

청구항 5.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방법으로서,

데이타 입력 버퍼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를 수신하는 단계,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를 수신하여 제 1 및 제 2 제어 신호를 출

력하는 단계,

상기 제 1 및 제 2 제어신호에 의하여 상기 데이타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된 상기 데이타를 데이타 래치에 저장하는 단

계,

제어부를 통하여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 3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라이트 동작시 그 라이트 동작 구간을 감지하여 상기 제어부를 제어하는 제 4 제어 신호를 라이트 동작 구간 감지부를

통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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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3 제어 신호는 상기 라이트 동작 구간중에는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인에이블시키고, 상기 라이트 동작

구간이 경과하면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디스에이블시키는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

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제어신호는 라이트 커맨드 입력시에 인에이블된 후, 상기 라이트 동작 구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디스에이블되며,

상기 제 4 제어신호가 디스에이블되는 경우, 상기 제 3 제어신호는 상기 데이타 스트로브 버퍼를 디스에이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DR SDRAM 에서의 라이트 링잉 현상을 마스크하기 위한 데이타 패스 제어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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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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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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