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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메모리 장치의 지연고정루프에 관한 것으로 저주파에서도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연고정루프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반도체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외부의 클럭신호를 입력받아 클럭입력신
호를 생성하는 입력부; 지연고정루프의 최종 출력신호인 클럭출력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클럭입력신호에서 지연되는 지
연량을 모델링하기 위한 딜레이모니터; 상기 입력부로부터의 내부클럭신호와 상기 딜레이모니터의 피드백되는 신호를 
입력받아 두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여 쉬프트를 제어하기 위한 위상검출기; 상기 위상검출기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쉬
프트하라는 왼쪽쉬프트신호 및 오른쪽쉬프트신호를 입력받아서 링 순환을 하면서 딜레이의 가감을 제어하기 위한 쉬프
트레지스터; 상기 쉬프트레지스터의 출력에 따라 링 순환을 하면서 딜레이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디지털딜레이라인; 상
기 디지털딜레이라인으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입력받아 회전하는 횟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제1카운터; 상기 쉬프트레지
스터의 링 순환하는 출력을 입력받아서 회전하는 횟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제2카운터; 상기 제1카운터와 상기 제2카운
터의 카운팅 횟수를 비교하기위한 카운트비교기; 및 상기 카운트비교기와 상기 디지털딜레이라인의 출력을 입력받아서 
클럭출력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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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위상검출기, 디지털딜레이라인, 쉬프트레지스터, 제1카운터, 카운트비교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기술의 선형 레지스터 제어 지연고정루프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2는 3단으로 구성한 상기 디지털딜레인라인(140)의 실시예를 나타낸 상세한 회로도,

도3은 본 발명의 지연고정루프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4는 3단으로 구성한 본 발명의 지연고정루프 실시예를 나타낸 상세한 회로도,

도5는 상승클럭에 대한 리셋신호(resetb)의 타이밍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10 : 입력부 320 : 위상검출기

330 : 쉬프트레지스터 340 : 디지털딜레잉라인

350 : 제1카운터 360 : 제2카운터

370 : 카운트비교기 380 : 출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저주파에서도 적은 면적을 갖는 지연고정루프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연고정루프란 반도체메모리 장치에서 클록을 사용하는 동기식메모리의 내부클록을 에러없이 외부클록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회로이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클록이 내부에서 사용될때 타이밍 딜레이가 발생하는
데, 이 타이밍 딜레이를 제어하여 내부에서 사용하는 클록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클록과 동일하게 동기되도록 하기 위해
서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외부클록과 데이터, 또는 외부 클록과 내부 클록 간의 스큐(Skew)를 보상하기 위한 클록 발
생 장치이다.
    

도1은 종래기술의 선형 레지스터 제어 지연고정루프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1에서는 DRAM에서 지연고정루프의 용도를 보여부기 위해 지연고정루프(500)와 연관된 DRAM의 주변회로 구성을 
동시에 도시하고 있다.

    
도1을 참조하면, 종래기술의 지연고정루프는 외부의 클럭신호(External CLK)를 입력받아 클럭입력신호(CLKin)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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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한 입력부(100)와, 지연고정루프의 최종 출력 신호인 클럭출력신호(CLKout)를 입력받아 상기 클럭입력신호
(CLKin)에서 지연되는 지연량을 모델링하기 위한 딜레이모니터(110)와, 상기 입력부(100)로부터의 내부클럭신호(C
LKin)와 상기 딜레이모니터(110)의 피드백되는 신호를 입력받아 두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여 쉬프트를 제어하기 위한 
위상검출기(120)와, 상기 위상검출기(120)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쉬프트하라는 왼쪽쉬프트신호(shift-left) 및 오
른쪽쉬프트신호(shift-right)를 입력받아서 딜레이의 가감을 제어하기 위한 쉬프트레지스터(130)와, 상기 쉬프트레
지스터(130)의 출력에 따라 딜레이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디지털딜레이라인(140)을 구비한다.
    

이러한 지연고정루프에 의해 디램코아부(150)에서 읽힌 데이터는 상기 클럭출력신호(CLKout)에 동기되어 디플립플
롭(160) 및 출력구동부(170)을 거쳐서 외부로 출력(DQ)된다. 지연고정루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 상기 클럭입력
신호(CLKin)와 상기 클럭출력신호(CLKout)이 같을 경우에 출력된 데이터는 외부 클럭(External CLK)에 비해 상기 
입력부(100)의 시간 지연(t R)과 상기 디플립플롭(160) 및 상기 출력구동부(170)에서 지연되는 시간 지연(t D )를 합
한 만큼의 스큐(skew)를 갖게 된다. 그러나 상기 도1과 같이 지연고정루프를 사용한다면 출력되는 데이터는 외부 클
럭과 정확하게 동기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기 클럭출력신호(CLKout)가 상기 클럭입력신호(CLKin)를 필요한 
만큼 지연시킨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다음 도2와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도2는 3단으로 구성한 상기 디지털딜레인라인(140)의 실시예를 나타낸 상세한 회로도이다.

도2를 참조하면, 상기 디지털딜레인라인(140)은 상기 쉬프트레지스터(130)로부터의 제1 내지 제3쉬프트신호(s1, s
2, s3)와 상기 클럭입력신호(CLKin)을 입력받아서 상기 제1 내지 제3쉬프트신호(s1, s2, s3)의 제어에 의해 상기 클
럭입력신호(CLKin)를 전달하기 위한 제어부(200)와, 상기 제어부(200)의 제어를 받아 시간 지연을 하기 위한 딜레이
부(210)와, 상기 딜레이부(210)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출력하기위한 출력부(220)를 구비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제어부(200)는 클럭입력신호(CLKin)과 제3쉬프트신호(s3)를 입력받는 제1난드게이트(201)와, 클
럭입력신호(CLKin)과 제2쉬프트신호(s2)를 입력받는 제2난드게이트(202)와, 클럭입력신호(CLKin)와 제1쉬프트신
호(s1)를 입력받는 제3난드게이트(203)를 구비한다.

    
또한, 상기 딜레이부(210)는 상기 제1난드게이트(201)와 전원전압을 입력받는 제4난드게이트(204)와, 상기 제4난드
게이트(204)의 출력과 전원전압을 입력받는 제5난드게이트(205)와, 상기 제2난드게이트(202)의 출력과 상기 제5난
드게이트(205)의 출력을 입력받는 제6난드게이트(206)와, 상기 제6난드게이트(206)의 출력과 전원전압을 입력받는 
제7난드게이트(207)와, 상기 제3난드게이트(203)의 출력과 상기 제7난드게이트(207)의 출력을 입력받는 제8난드게
이트(208)와, 상기 제8난드게이트(208)의 출력과 전원전압을 입력받는 제9난드게이트(209)를 구비한다.
    

또한, 상기 출력부(220)는 상기 제9난드게이트(209)의 출력과 전원전압을 입력받는 제10난드게이트(220)로 구성되
어 있다.

상기 도2에서 나타내는 딜레이부(210)의 실시예는 두 개의 난드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단위딜레이(230) 세개를 사
용한 3단의 딜레이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100단 또는 그 이상의 단위 딜레이(230)가 필요하다. 또한, 
단위 딜레이(230)의 갯수는 저주파로 갈수록 더욱 많아질 수 있다.

    
동작을 설명하면, 최초에 상기 제1쉬프트신호(s1)만이 논리 하이이고 상기 제2 및 제3쉬프트신호(s2, s3)는 논리 로
우라면 상기 클럭출력신호(CLKout)는 상기 클럭입력신호(CLKin)를 단위딜레이 한 단 만큼 지연시킨 것이 된다. 이 
때 상기 클럭입력신호(CLKin)이 입력되는 난드게이트(201, 202, 203)와 상기 클럭출력신호(CLKout)를 출력하는 
난드게이트(220)의 딜레이는 보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시해도 좋다. 상기 클럭출력신호(CLKout)는 상기 딜레이모
니터(110)을 거친 후 상기 위상검출기(120)에서 위상비교를 한다. 여기서 상기 클럭출력신호(CLKout)이 더 지연되
어야 한다면, 상기 위상검출기(120)는 왼쪽쉬프트신호(shift-left)를 활성화시킨다. 이에 의해 상기 제1쉬프트신호(
s1)는 논리 로우가 되고 상기 제2쉬프트신호(s2)는 논리 하이가 된다. 즉, 논리 하이가 왼쪽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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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시 위상검출기(120)에서 위상 비교를 하게 되고 상기 클럭출력신호(CLKout)이 더 지연되어야 한다면 또다시 왼
쪽쉬프트신호(shift-left)를 활성화시켜서 이번에는 제3쉬프트신호(s3)에 논리 하이를 전달시킨다. 이 경우 상기 클
럭출력신호(CLKout)는 상기 클럭입력신호(CLKin)를 단위딜레이 3 단 만큼 지연시킨 것이 된다. 반면에 상기 위상검
출기(120)에서 상기 클럭출력신호(CLKout)가 덜 지연되어야한다는 판정이 나오면 오른쪽쉬프트신호(shift-right)
가 활성화되고 상기 클럭입력신호(CLKin)가 거쳐야하는 단위딜레이의 단 수를 줄이게 된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위
상이 일치될 때까지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필요한 단위딜레이의 단 수는 tCK (한 클럭 주기) - t DM (보상하고자 하는 딜레이) 만큼이므로 저주파가 될수록 늘어
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위딜레이가 0.1nsec이고 t CK =15nsec, t DM =3nsec라면 120단의 단위딜레이가 필요하게 된
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의 레지스터 제어 위상고정루프(register controlled DLL)는 선형 지연 라인(Linea
r delay line)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주파로 내려가면 그에 비례해서 필요한 단위딜레이 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써, 저주파에서도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
연고정루프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지연고정루프는 반도체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외부의 클럭신호를 입력받아 클
럭입력신호를 생성하는 입력부; 지연고정루프의 최종 출력신호인 클럭출력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클럭입력신호에서 지
연되는 지연량을 모델링하기 위한 딜레이모니터; 상기 입력부로부터의 내부클럭신호와 상기 딜레이모니터의 피드백되
는 신호를 입력받아 두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여 쉬프트를 제어하기 위한 위상검출기; 상기 위상검출기의 왼쪽이나 오른
쪽으로 쉬프트하라는 왼쪽쉬프트신호 및 오른쪽쉬프트신호를 입력받아서 링 순환을 하면서 딜레이의 가감을 제어하기 
위한 쉬프트레지스터; 상기 쉬프트레지스터의 출력에 따라 링 순환을 하면서 딜레이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디지털딜레
이라인; 상기 디지털딜레이라인으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입력받아 회전하는 횟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제1카운터; 상기 
쉬프트레지스터의 링 순환하는 출력을 입력받아서 회전하는 횟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제2카운터; 상기 제1카운터와 상
기 제2카운터의 카운팅 횟수를 비교하기위한 카운트비교기; 및 상기 카운트비교기와 상기 디지털딜레이라인의 출력을 
입력받아서 클럭출력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
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3은 본 발명의 지연고정루프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3을 참조하면, 외부의 클럭신호(External CLK)를 입력받아 클럭입력신호(CLKin)를 생성하는 입력부(300)와, 지
연고정루프의 최종 출력신호인 클럭출력신호(CLKout)를 피드백 입력받아 상기 클럭입력신호(CLKin)에서 지연되는 
지연량을 모델링하기 위한 딜레이모니터(310)와, 상기 입력부(300)로부터의 내부클럭신호(CLKin)와 상기 딜레이모
니터(310)의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받아 두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여 쉬프트를 제어하기 위한 위상검출기(320)와, 상기 
위상검출기(320)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쉬프트하라는 왼쪽쉬프트신호(shift-left) 및 오른쪽쉬프트신호(shift-rig
ht)를 입력받아서 링 순환을 하면서 딜레이의 가감을 제어하기 위한 쉬프트레지스터(330)와, 상기 쉬프트레지스터(3
30)의 출력에 따라 링 순환을 하면서 딜레이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디지털딜레이라인(340)과, 상기 디지털딜레이라인
(340)으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입력받아 회전하는 횟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제1카운터(350)와, 상기 쉬프트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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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의 링 순환하는 출력을 입력받아서 회전하는 횟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제2카운터(360)와, 상기 제1카운터(350)
와 상기 제2카운터(360)의 카운팅 횟수를 비교하기위한 카운트비교기(370)와, 상기 카운트비교기(370)와 상기 디지
털딜레이라인(340)의 출력을 입력받아서 클럭출력신호(CLKout)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부(380)를 구비한다
    

도4는 3단으로 구성한 본 발명의 지연고정루프 실시예를 나타낸 상세한 회로도이다.

    
도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지연고정루프는 상기 쉬프트레지스터(330)로부터의 제1 내지 제3쉬프트신호(s1, s2, s3)
와 상기 클럭입력신호(CLKin)을 입력받아서 상기 제1 내지 제3쉬프트신호(s1, s2, s3)의 제어에 의해 상기 클럭입력
신호(CLKin)를 전달하기 위한 제어부(400)와, 리셋신호(resetb)와 상기 제어부(400)의 제어를 받아 링 순환을 하면
서 시간 지연을 하기 위한 딜레이부(410)와, 상기 딜레이부(410)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입력받아 회전하는 횟수를 카
운팅하기 위한 제1카운터(350)와, 상기 쉬프트레지스터(330)의 링 순환하는 출력을 입력받아서 회전하는 횟수를 카
운팅하기 위한 제2카운터(360)와, 상기 제1카운터(350)와 상기 제2카운터(360)의 카운팅 횟수를 비교하기위한 카운
트비교기(370)와, 상기 카운트비교기(370)와 상기 딜레이부(410)의 출력을 입력받아서 클럭출력신호(CLKout)를 출
력하기 위한 출력부(380)를 구비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제어부(400)는 클럭입력신호(CLKin)와 제3쉬프트신호(s3)를 입력받는 제1난드게이트(401)와, 클
럭입력신호(CLKin)와 제2쉬프트신호(s2)를 입력받는 제2난드게이트(402)와, 클럭입력신호(CLKin)와 제1쉬프트신
호(s1)를 입력받는 제3난드게이트(403)를 구비한다.

    
또한, 상기 딜레이부(410)는 상기 제1난드게이트(401)와 링 순환되는 제9난드게이트(409)의 출력을 입력받는 제4난
드게이트(404)와, 상기 제4난드게이트(404)의 출력과 전원전압을 입력받는 제5난드게이트(405)와, 상기 제2난드게
이트(402)의 출력과 상기 제5난드게이트(405)의 출력을 입력받는 제6난드게이트(406)와, 상기 제6난드게이트(406)
의 출력과 전원전압을 입력받는 제7난드게이트(407)와, 상기 제3난드게이트(403)의 출력과 상기 제7난드게이트(20
7)의 출력을 입력받는 제8난드게이트(408)와, 상기 제8난드게이트(408)의 출력과 전원전압을 입력받는 제9난드게이
트(409)를 구비한다.
    

또한, 상기 출력부(380)는 상기 제9난드게이트(209)의 출력과 상기 카운트비교기(370)의 출력을 입력받는 노아게이
트로 구성되어 있다.

    
동작을 설명하면, 기본적인 동작원리는 종래기술과 유사하며, 다만, 상기 제3쉬프트신호(s3)가 논리 하이가 되었는데
도 상기 위상검출기(320)에서 왼쪽쉬프트신호(shift-left)가 또 활성화되면 논리 하이값은 다시 제1쉬프트신호(s1)
로 전달이 되고, 상기 제2카운터(360)은 횟수 1을 기록하게 된다. 상기 제1쉬프트신호(s1)이 논리 하이이므로 상기 
클럭입력신호(CLKin)는 단위딜레이 하나를 통과하여 상기 제1카운터(350)에 횟수 1을 기록하게 되고 동시에 링 순환
하여 단위딜레이 세개를 통과하게 된다. 상기 제1카운터(350)와 상기 제2카운터(360)의 카운트 횟수가 같아졌으므로 
상기 카운트비교기(370)는 카운트비교기출력신호(enb)를 논리 로우로 만들어서 총 네 단을 거친 신호가 상기 클럭출
력신호(CLKout)로 출력되게 한다. 즉, 3 단의 딜레이만 가지고도 그 이상의 딜레이가 필요한 경우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제2카운터(360)는 오른쪽쉬프트신호(shift-right)가 활성화되어서 거꾸로 회전할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
어야 하기 때문에 카운트 다운(Count Down)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제1 및 제2카운터(350, 360)와 상
기 카운트비교기(370)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면적을 차지하므로 가령, 30 단의 딜레이만 가지고도 훨씬 낮은 주파수
까지 동작할 수 있게 한다.
    

상기 리셋신호(resetb)는 맨 처음 시작할 때와 매 클럭출력신호(CLKout)가 나오고 다음 클럭입력신호(CLKin)가 진
입하기 전에 논리 로우로 셋팅되어 링딜레이를 리셋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5 -



등록특허 10-0362199

 
도5는 상승클럭에 대한 리셋신호(resetb)의 타이밍도이다.

도5를 참조하면, 매 클럭신호(CLK)가 상승할 때마다 상기 리셋(resetb)가 논리 로우로 활성화되어서 상기 클럭출력
신호(CLout)가 출력되고 상기 클럭입력신호(CLkin)가 진입되기 전에 상기 딜레이부(410)를 초기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은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 종래의 레지스터 제어 지연고정루프에서 사용한 선형 딜레이라인을 링 딜레이와 카운터로 대체
함으로써 필요한 딜레이 단 수를 감소시켜 전체 면적을 줄이고 저주파 동작시에 동작 범위를 대폭 넓힐 수 있도록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외부의 클럭신호를 입력받아 클럭입력신호를 생성하는 입력부;

지연고정루프의 최종 출력신호인 클럭출력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클럭입력신호에서 지연되는 지연량을 모델링하기 위한 
딜레이모니터;

상기 입력부로부터의 내부클럭신호와 상기 딜레이모니터의 피드백되는 신호를 입력받아 두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여 쉬
프트를 제어하기 위한 위상검출기;

상기 위상검출기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쉬프트하라는 왼쪽쉬프트신호 및 오른쪽쉬프트신호를 입력받아서 링 순환을 
하면서 딜레이의 가감을 제어하기 위한 쉬프트레지스터;

상기 쉬프트레지스터의 출력에 따라 링 순환을 하면서 딜레이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디지털딜레이라인;

상기 디지털딜레이라인으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입력받아 회전하는 횟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제1카운터;

상기 쉬프트레지스터의 링 순환하는 출력을 입력받아서 회전하는 횟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제2카운터;

상기 제1카운터와 상기 제2카운터의 카운팅 횟수를 비교하기위한 카운트비교기; 및

상기 카운트비교기와 상기 디지털딜레이라인의 출력을 입력받아서 클럭출력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부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딜레이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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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쉬프트레지스터로부터 출력되는 쉬프트신호와 상기 클럭입력신호를 입력받아서 상기 쉬프트신호의 제어에 의해 
상기 클럭입력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제어부; 및

리셋신호와 상기 제어부의 제어를 받아 링 순환을 하면서 시간 지연을 하기 위한 딜레이부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클럭입력신호와 상기 쉬프트신호를 입력받는 다수의 로직게이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고
정루프.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딜레이부는,

최초단위딜레이단, 다수의 중간단위딜레이단, 및 최종단위딜레이단을 포함하며,

상기 최초단위딜레이단은 상기 로직게이트와 링순환되는 제9로직게이트의 출력을 입력받는 제4로직게이트와 상기 제
4로직게이트의 출력과 전원전압을 입력받는 제5로직게이트를 구비하며,

상기 중간단위딜레이단은 상기 제어부의 출력신호와 상기 최초단위딜레이단의 출력신호를 입력받는 제6로직게이트와 
상기 제6로직게이트의 출력과 전원전압을 입력받는 제7로직게이트를 구비하며,

상기 최종단위딜레이단은 상기 제어부의 출력신호와 상기 중간단위딜레이단의 출력신호를 입력받는 제8로직게이트와 
상기 제8로직게이트의 출력과 전원전압을 입력받는 상기 제9로직게이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상기 딜레이부의 출력과 상기 카운트비교기의 출력을 입력받는 로직게이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고정루프.

 - 7 -



등록특허 10-0362199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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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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