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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디알 에스디램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회로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DDR SDRAM(double data rate syn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 회로에 관한 것이며, 마지막 데이터가 입
력된 후 불안정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가 발생하더라도 안정된 쓰기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디
알 에스디램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 회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연속
되는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바로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자체를 디스에이블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버
슈트와 같은 데이터 스트로브의 불안정이 유발되더라도 잘못된 신호가 글로벌 I/O 버스에 실리는 것을 방
지하는 기술이다.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가 항상 라이징 에지부터 시작하여 폴링 에지에서 끝나기 때문에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폴링 에지 마다 하이 펄스로 뜨는 DS 폴링 에지 검출 신호를 이용하였다.

대표도

도2

색인어

디디알 에스디램,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오버 슈트, 폴링 에지 검출 신호, 쓰기 명령 인지 신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DDR SDRAM의 쓰기 동작시의 타이밍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DR SDRAM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 회로도.

도 3a는 상기 도 2의 클럭 에지 지연 발생기(20)의 상세 회로도.

도 3b는 상기 도 2의 DSP2 디스에이블 신호 발생기(21)의 상세 회로도.

도 3c는 상기 도 2의 DS 버퍼 오프 신호 발생기(22)의 상세 회로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DR SDRAM의 동작 파형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 : 클럭 에지 지연 발생기

21 : DSP2 디스에이블 신호 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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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DS 버퍼 오프 신호 발생기

23 : DS 폴링 에지 검출기

24 : DS(lds, uds) 버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DDR SDRAM(double data rate syn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 회로에 관한 것이다.

근래 디램 개발 분야의 가장 두드러진 이슈(issue)는 DDR SDRAM(double data rate SDRAM), 램버스 디램
(RAMBUS DRAM)과 같은 고속 동기식 DRAM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DDR SDRAM은 기존의 동기식 디램
(SDRAM)에 비해 2배 정도 고속 동작이 가능하고 CPU(central processing unit)의 변경 없이 적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어, 향후의 메모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럭의 라이징 에지와 폴링 에지에서 데이터의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DDR SDRAM은 파이프 라인(pipe line) 
동작,  프리페치(prefetch)  동작,  지연  고정  루프(delay  locked  loop)와  함께  데이터  스트로브(data 
strobe)의 사용을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첨부된 도면 도 1은 종래의 DDR SDRAM의 쓰기 동작시의 타이밍을 도시한 것으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는 하위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low data strobe, LDS)와 상위 데이터 신호(upper data strobe, UDS)가 있
는데, 도 1에서는 하위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LDS) 만을 설명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하위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LDS)는 쓰기 명령에 따라 연속적인 데이터 입력(DQ) 동작이 
끝난 후에 하이 임피턴스(Hi-Z) 상태로 가는데, 하위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LDS)의 마지막 폴링 에지 이
후에 오버슈트(overshoot)와 같이 불안정한 신호가 발생하면 잘못된 데이터가 글로벌 I/O 버스에 쓰여질 
수 있다. 즉, DDR SDRAM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라이징 에지(rising edge)와 폴링 에지(falling edg
e)에서 각각 데이터를 받아 들여 폴링 에지에서 얼라인(align) 시키기 때문에 오버슈트에 의해 불필요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폴링이 발생하면 잘못된 데이터가 얼라인 될 수 있다.

도면에서 'LDSP2' 신호는 외부 신호인 하위 데이터 스트로브(LDS)를 받아서 생성된 내부 펄스로서, LDS의 
라이징 에지를 받는 신호 ldsrp2와 폴링 에지를 받는 신호 ldsfp2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마지막 데이터가 입력된 후 불안정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가 발생하더라도 안정된 쓰기 동작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디알 에스디램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 회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적인 디디알 에스디램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 회로는, 쓰기 명령 인지 신호를 클럭에 동기시켜 쉬프트 카운팅하는 쉬프트 카운팅 수단; 상기 
쉬프트 카운팅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쉬프트 카운팅 신호와 버스트 길이를 나타내는 연속동작 플래그 신호
를 조합하여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에지마다 펄스로 뜨는 신호를 디스에이블시키기 위한 신호를 발생시
키기 위한 디스에이블 신호 발생 수단; 및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폴링 에지 검출 신호와 상기 디
스에이블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마지막 폴링 에지 이후에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를 오프시키기 위한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오프 신호를 발생시키는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오프 신호 
발생 수단을 구비한다.

즉, 본 발명은 연속되는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바로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자체를 디스에이블시킬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오버슈트와 같은 데이터 스트로브의 불안정이 유발되더라도 잘못된 신호가 글로벌 I/O 버
스에 실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가 항상 라이징 에지부터 시작하여 폴링 에지
에서 끝나기 때문에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폴링 에지 마다 하이 펄스로 뜨는 DS 폴링 에지 검출 신호를 
이용하였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보다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소개하기로 한다.

첨부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DDR SDRAM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 회로
를 도시한 것으로, 외부 쓰기 명령을 인지하는 쓰기 명령 인지 신호 casp6_qfc를 클럭 clkp4_dly에 동기
시켜서 레벨 신호로 늘리기 위하여 쉬프트 카운터 회로로 구성된 클럭 에지 지연 발생기(20)와, 쉬프트 
카운터 출력 신호(wt1r, wt2r, wt4r)와 연속동작 플래그(bl2, bl4, bl8)를 조합하여 DSP2를 디스에이블시
키는 신호 DIS_DSP2를 만드는 DSP2 디스에이블 신호 발생기(21)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LDS, UDS)의 폴
링 에지를 감지하기 위한 DS 폴링 에지 검출기(23)와, DSP2 디스에이블 신호 DIS_DSP2와 폴링 에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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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ldsfp2,  udsfp2를  입력으로  하여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24)를  오프시키는  신호  dis_ldsp2z  및 
dis_udsp2z를 발생시키기 위한 DS 버퍼 오프 신호 발생기(22)로 구성된다. 

첨부된 도면 도 3a는 상기 도 2의 클럭 에지 지연 발생기(20)의 상세 회로를 도시한 것으로, 쓰기 명령 
인지 신호 casp6_qfc, 클럭 신호 clkp4의 지연 신호 clkp4_dly, 파워  및 리셋 신호 rstz를 입력으로 하
는 쉬프트 카운터 회로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된 회로의 구성 및 동작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 라이징 카운트 신호 wt0r을 얻기 위한 블럭(30)은 쓰기 명령 인지 신호 casp6_qfc를 게이트 입
력으로 하는 풀다운 NMOS(N2) 및 출업 PMOS(P5)와, 인버터(I192)를 통해 반전된 clkp4_dly 신호를 게이트 
입력으로 하는 PMOS(P1)와, 시스템 파워 업 신호 pwrup을 게이트 입력으로 하는 PMOS(P95)로 구성된 드라
이버, 그리고 그 출력을 래치하기 위한 두 개의 인버터(I7, I8)로 구성된 래치로 이루어진다.

또한, 제1 폴링 카운트 신호 wt0f를 얻기 위한 블럭(31)은 clkp4_dly 신호를 PMOS측 게이트 입력으로 하
고 인버터(I19)를 통해 반전된 clkp4_dly 신호를 NMOS측 게이트 입력으로 하는 전달 게이트(T194)와, 그 
출력을 래치하기 위한 두 개의 인버터(I283, I21)로 구성된 래치와, 래치의 출력을 반전시켜 제1 폴링 카
운트 신호 wt0f로 출력하기 위한 인버터(I17)로 구성된다.

한편, 제2 라이징 카운트 신호 wt1r를 얻기 위한 블럭(32)은 clkp4_dly 신호를 NMOS측 게이트 입력으로 
하고 인버터(I271)를 통해 반전된 clkp4_dly 신호를 PMOS측 게이트 입력으로 하는 전달 게이트(T268)와, 
그 출력과 리셋 신호 rstz를 입력으로 하는 낸드 게이트(I266)와 낸드 게이트(I266)의 출력에 맞물려 래
치를 구성하는 인버터(I272)와, 래치의 출력을 반전시켜 제2 라이징 카운트 신호 wt1r로 출력하기 위한 
인버터(I272)로 구성된다.

그리고, 나머지 회로는, 라이징 카운트 블럭의 경우 제2 라이징 카운트 블럭(32)와 동일하게 구성하며, 
폴링 카운트 블럭의 경우 제1 폴링 카운트 블럭(31)과 동일하게 구성한다.

블럭  33은  리셋  신호  rstz를  생성시키기  위한  블럭으로,  데이터  입력(din)  버퍼  인에이블  신호 
en_dindsz(로우 액티브)를 입력으로 하는 인버터(I308)와, 인버터(I308)의 출력 및 시스템 파워 업 신호 
pwrup을 입력으로 하는 낸드 게이트(I307)와, 낸드 게이트(I307)의 출력 및 clkp4_dly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노아 게이트(I306)로 구성된다.

블럭 34는 지연된 클럭 신호 clkp4_dly를 생성시키기 위한 블럭으로, 데이터 입력(din) 버퍼 인에이블 신
호 en_dindsz(로우 액티브)를 반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인버터(I305, I295, I296)와, 그 출력 및 클럭 신
호 clkp4를 입력으로 하는 낸드 게이트(I277)와, 그 출력을 반전시켜 clkp4_dly로 출력하기 위한 인버터
(I281)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회로에서 외부 쓰기 명령이 들어오면 쓰기 명령 인지 신호 casp6_qfc는 하이 펄스로 뜨게 되
고, 제1 라이징 카운트 블럭(30)의 출력 wt0r이 하이 상태로 되고, 지연된 클럭 clkp4_dly의 매 에지(라
이징 또는 폴링)마다 순차적으로 wt0f, wt1r, wt1f,..., wt4r이 하이 상태로 된다.

시스템  파워  업  신호  pwrup는  제1  라이징  카운트  블럭(30)의  래치의  초기값을  잡기  위한  신호로 
사용되며, 리셋 신호 rstz는 각 라이징 카운트 블럭의 리셋시키는 신호로 사용된다.

첨부된 도면 도 3b는 상기 도 2의 DSP2 디스에이블 신호 발생기(21)의 상세 회로를 도시한 것으로, 버스
트 길이 '2'를 나타내는 연속동작 플래그 bl2 및 제2 라이징 카운트 신호 wt1r을 입력으로 하는 낸드 게
이트(I259)와, 버스트 길이 '4'를 나타내는 연속동작 플래그 bl4 및 제3 라이징 카운트 신호 wt2r를 입력
으로 하는 낸드 게이트(I261)와, 버스트 길이 '8'을 나타내는 연속동작 플래그 bl8 및 쉬프트 카운터의 
최종 출력 신호 wt4r를 입력으로 하는 낸드 게이트(I260)와, 각 낸드 게이트(I259, I260, I261)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3-입력 낸드 게이트(I163)와, 그 출력을 반전시키는 인버터(I258)와, 그 출력을 다시 반전
시키는 인버터(I262)로 구성된다.

도시된 회로는 상기 도 3a의 클럭 에지 지연 발생기(20)의 출력 wt1r,  wt2r,  wt4r과 연속동작 플래그 
bl2, bl4, bl8과 낸딩되어 DSP2 신호를 디스에이블시키기 위한 dis_dsp2를 하이 상태로 만든다. 만일, 버
스트 길이가 '2'이면 wt1r과 bl2가 만나 dis_dsp2를 하이 상태로 만든다.

첨부된 도면 도 3c는 상기 도 2의 DS 버퍼 오프 신호 발생기(22)의 상세 회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이
하 도면을 참조하여 그 구성 및 작용을 설명한다.

도시된 블럭 34 및 35는 각각 전형적인 클럭 발생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기 도 2의 DS 폴링 에지 검출
기(23)로부터 출력된 하위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LDS)의 폴링 에지 검출 신호 ldsfp2를 입력으로 하는 클
럭 발생기(34)는 ldsfp2를 반전시키는 인버터(I48)와, 그 출력을 지연시키기 위한 다수의 인버터(I49∼
I51)와, 인버터(I48)의 출력 및 상기 지연된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ldsfp2d 신호를 출력하는 낸드 게이트
(I53)로 구성된다. ldsfp2d 신호는 ldsfp2 신호의 듀티(duty)를 늘린 신호이다.

상기 DS  폴링 에지 검출기(23)로부터 출력된 상위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UDS)의 폴링 에지 검출 신호 
udsfp2를 입력으로 하는 클럭 발생기(35)는 udsfp2 신호를 반전시키는 인버터(I60)와, 그 출력을 지연시
키기  위한  다수의  인버터(I56∼I57)와,  인버터(I60)의  출력  및  상기  지연된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udsfp2d 신호를 출력하는 낸드 게이트(I54)로 구성된다. udsfp2d 신호는 udsfp2 신호의 듀티를 늘린 신호
이다.

한편, 하위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관계하는 블럭 36은 드라이버(38)와, 래치(39) 및 인버터(I10)로 구
성되며,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관계하는 블럭 37 역시 드라이버(40)와, 래치(41) 및 인버터(I16)
로 구성된다. 블럭 36 및 37은 입력 신호가 다를 뿐 그 구성이 서로 동일하므로, 하위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관계하는 블럭 36에 대해서만 그 구성 및 작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드라이버(38)의 풀다운 측에는 접지전원으로부터 출력단까지 쓰기 명령 인지 신호 casp6_qfc를 게
이트  입력으로  하는  NMOS  N44와,  ldsfp2d를  게이트  입력으로  하는  NMOS  N1과,  DSP2  디스에이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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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_dsp2를 게이트 입력으로 하는 NMOS N111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드라이버(38)의 풀업 측에는 공
급전원으로부터 출력단까지 데이터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en_dinds를 게이트 입력으로 하는 PMOS P31
과 DSP2 디스에이블 신호 dis_dsp2를 게이트 입력으로 하는 PMOS P3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출
력단에는 래치를 초기화시키기 위하여 쓰기 명령 인지 신호 casp6_qfc를 게이트 입력으로 하는 풀업 PMOS 
P43이 접속된다. 한편, 래치는 두 개의 인버터(I110, I39)로 구성되어 dis_ldsp2를 출력하며, 이 신호가 
인버터(I10)을 통해 반전되어 로우 액티브 신호인 dis_ldsp2z로 출력된다.

만일, DSP2 디스에이블 신호 dis_dsp2가 하이 상태이고, 하위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LDS)의 폴링 에지마
다  하이  펄스로  뜨는  신호  ldsfp2d가  하이로  액티브  되면  하위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오프  신호 
dis_ldsp2z는 로우로 액티브되어 하위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를 오프 시키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블럭 37의 작용은 상위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에 대해 블럭 36과 같은 작용을 하며, 본 
실시예에서 DS 버퍼 오프 신호를 dis_ldsp2z와 dis_udsp2z로 나눈 것은 하위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LDS와 
상위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UDS가 서로 다른 타이밍(가장 어긋났을 경우 반 클럭 차이)으로 입력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폴링 에지 마다 하이 펄스로 뜨는 DS 폴링 에지 검출 신호 
ldsfp2 및 udsfp2를 이용한 것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가 항상 라이징 에지부터 시작하여 폴링 에지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첨부된 도면 도 4는 전술한 일 실시예에 따른 DDR SDRAM의 동작 파형을 도시한 것으로, 하위 데이터 스트
로브 신호(LDS)의 마지막 폴링 에지 이후에 오버슈트가 발생하더라도 그 구간에서는 DS 버퍼 오프 신호 
DIS_LDSP2z에 의해 DS 버퍼가 동작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
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
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본 발명은 마지막 폴링 에지 이후의 불안정한 동작시에 잘못된 데이터가 쓰여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DDR SDRAM의 안정된 쓰기 동작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쓰기 명령 인지 신호를 클럭에 동기시켜 쉬프트 카운팅하는 쉬프트 카운팅 수단;

상기 쉬프트 카운팅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쉬프트 카운팅 신호와 버스트 길이를 나타내는 연속동작 플래그 
신호를 조합하여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에지마다 펄스로 뜨는 신호를 디스에이블시키기 위한 신호를 발
생시키기 위한 디스에이블 신호 발생 수단; 및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폴링 에지 검출 신호와 상기 디스에이블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마지막 폴링 에지 이후에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를 오프시키기 위한 데이터 스트로브 버
퍼 오프 신호를 발생시키는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오프 신호 발생 수단

을 구비하는 디디알 에스디램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트 카운팅 수단이,

차례로 접속된 제1 라이징 카운트부, 제1 폴링 카운트부, 제2 라이징 카운트부, 제2 폴링 카운트부, 제3 
라이징 카운트부, 제3 폴링 카운트부, 제4 라이징 카운트부, 제4 폴링 카운트부 및 제5 라이징 카운트부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디알  에스디램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 
회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라이징 카운트부가,

공급전원에 접속되며 상기 클럭에 제어 받는 제1 풀업 트랜지스터, 상기 제1 풀업 트랜지스터와 그 출력
단에 접속되며 상기 쓰기 명령 인지 신호를 게이트 입력으로 하는 제2 풀업 트랜지스터, 접지전원에 접속
되며 상기 쓰기 명령 인지 신호를 게이트 입력으로 하는 제1 풀다운 트랜지스터, 상기 공급전원과 상기 
출력단에 접속되며 시스템 파워 업 신호에 제어 받는 제3 풀업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드라이버와,

상기 드라이버의 출력단에 접속되며 상기 시스템 파워 업 신호에 의해 초기화되는 래치를 포함하여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디알 에스디램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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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4 폴링 카운트부가 각각,

상기 클럭에 제어 받아 전단의 카운트 값을 스위칭하기 위한 전달 게이트와,

상기 카운트 값을 래치하기 위한 래치와,

상기 래치의 출력을 반전시키기 위한 인버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디알 에스디램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 회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내지 제5 라이징 카운트부가 각각,

상기 클럭에 제어 받아 전단의 카운트 값을 스위칭하기 위한 전달 게이트와,

상기 카운트 값을 래치하며 리셋 신호 입력단을 가진 래치와,

상기 래치의 출력을 반전시키기 위한 인버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디알 에스디램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 회로.

청구항 6 

제2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에이블 신호 발생 수단이,

버스트 길이가 '2'임을 나타내는 연속동작 플래그 신호와 상기 제2 라이징 카운트부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제1 낸드 게이트와,

버스트 길이가 '4'임을 나타내는 연속동작 플래그 신호와 상기 제3 라이징 카운트부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제2 낸드 게이트와,

버스트 길이가 '8'임을 나타내는 연속동작 플래그 신호와 상기 제5 라이징 카운트부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제3 낸드 게이트와,

상기 제1 내지 제3 낸드 게이트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제4 낸드 게이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디알 에스디램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 회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오프 신호 발생기가,

접지전원에 접속되며 상기 쓰기 명령 인지 신호에 제어 받는 제2 풀다운 트랜지스터, 상기 제2 풀다운 트
랜지스터에 접속되며 상기 폴링 에지 검출 신호의 듀티를 증가시킨 신호에 제어 받는 제3 풀다운 트랜지
스터, 상기 제3 풀다운 트랜지스터와 그 출력단에 접속되며 상기 디스에이블 신호 발생 수단의 출력에 제
어 받는 제4 풀다운 트랜지스터, 공급전원에 접속되며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에 제어 받는 제4 풀업 트
랜지스터, 상기 제4 풀업 트랜지스터와 상기 출력단에 접속되며 상기 디스에이블 신호 발생 수단의 출력
에 제어 받는 제5 풀업 트랜지스터, 공급전원과 상기 출력단에 접속되며 상기 쓰기 명령 인지 신호에 제
어 받는 제6 풀업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드라이버와,

상기 드라이버의 출력을 래치하기 위한 래치와,

상기 래치의 출력을 반전시키기 위한 인버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디알 에스디램의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 제어 신호 발생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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