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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지연 라인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의 게이트로 이루어진 단위 지연 소자(unit delay element)가 복수
개 직렬로 연결된 지연부와, 제어신호의 입력에 따라 복수의 단위 지연 소자 중 어느 하나의 단위 지연 소자에 클록신호
를 제공하는 클록제공부를 구비하며, 출력단으로부터 짝수번째 단위 지연 소자에 제공되는 클록신호(clk)와 홀수번째 
단위 지연 소자에 제공되는 클록신호(clkb)는 180°의 위상차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의하면 
지연 록킹 루프의 지터 특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지연 라인의 설계시 소요되는 면적을 기존에 비
해 대략 1/2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디지털 지연 라인, 지연 록킹 루프, 듀티, 단위 지연, 지터, 클록신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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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디지털 지연 라인의 회로도.

도 2는 종래 디지털 지연 라인의 동작을 설명하는 신호 파형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디지털 지연 라인의 회로도.

도 4는 본 발명의 디지털 지연 라인의 동작을 설명하는 신호 파형도.

도 5는 종래의 지연 록킹 루프의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지연 록킹 루프의 블록도.

도 7은 듀티 보정 회로의 블록도.

도 8은 클록신호 증폭부의 회로도.

도 9는 듀티 보정부의 회로도.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디지털 지연 라인의 회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지연 라인과 이를 이용하는 지연 록킹 루프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디지털 지연 라인을 구성하는 단위 
지연 소자의 구성을 단순하게 하고, 단위 지연 소자에서의 단위 지연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지연 라인과 이를 이용하는 
지연 록킹 루프에 관한 것이다.

    
메모리 설계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을 저해하는 클록 스큐(clock skew) 성분 중 칩 내부의 클록 버퍼를 통과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은 디램의 중요 타이밍 파라미터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외부 클록은 CMOS 레벨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
로 이를 클록 버퍼를 통해 받아들여야 하며, 여러 내부 회로들에 클록 신호를 공급하기 위해 구동능력이 큰 클록 드라이
버 회로를 통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 클록 신호는 외부 클록에 비해 지연이 추가되며 내부의 각종 회로는 이러한 내부 
클록의 제어를 받게 되어 외부 클록과 항상 일정한 지연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외부 클록 입력 후 데이터 출력까지 소
요 시간인 클록 엑세스 타임은 지연 성분만큼 증가하여 시스템 설계에 부담이 되며 이로 인해 디램의 고속 동작이 불가
능하게 된다. 이러한 지연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메모리의 고속화를 이루기 위한 회로가 위상 록킹 루프(phase locked 
loop : PLL)와 지연 록킹 루프(delay locked loop : DLL)이다. DLL은 PLL의 전압 제어 발진기(voltage controlle
d oscillator : VCO) 대신에 전압 제어 지연라인(voltage controlled delay line : VCDL)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PLL
과 구별된다.
    

도 1은 종래의 디지털 지연 라인의 회로도이다.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디지털 지연 라인은 클록신호
(clk)를 소정 시간 지연시키는 지연부(103)와, 이 지연부(103)의 소정 위치의 단위 지연 소자에 선택적으로 클록신호
를 제공하는 클록 제공부(105)로 이루어져 있다. 도 1에서 clk는 클록 버퍼로부터 제공되는 클록신호를, clkout는 디
지털 지연 라인을 통해 지연되어 출력되는 클록신호를 각각 가리킨다.

    
종래 디지털 지연 라인에서의 지연부(103)는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NAND 게이트(이하, " 지연부 N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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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라고 함)와 인버터 게이트가 교대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개의 지연부 NAND 게이트와 1개의 인버터
가 하나의 단위 지연 소자(unit delay element : 101)를 이룬다. 인버터의 출력은 다음 단의 지연부 NAND 게이트의 
입력신호로 제공된다. 클록 제공부(105)는 지연부(101)를 이루는 단위 지연 소자와 같은 수(도 1에서는 100개)의 N
AND 게이트(이하, " 클록제공부 NAND 게이트" 라고 함)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클록제공부 NAND 게이트에는 클록
신호(clk)가 입력신호로서 제공된다. 또한 다른 입력신호로서 클록제공부 NAND 게이트를 선택적으로 인에이블시키는 
제어신호(sel1, sel2, … sel100)가 해당 클록제공부 NAND 게이트의 입력단에 제공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종래 디지털 지연 라인의 동작을 설명하는 신호 파형도이다. 도 2에서 선택신호(sel1)를 하이 레
벨로 하면 클록신호(clk)는 1개의 NAND 게이트와 1개의 단위 지연 소자를 거쳐 클록신호(clkout)로 출력된다. 선택
신호(sel2)를 하이 레벨로 하면 클록신호(clk)는 1개의 NAND 게이트와 2개의 단위 지연 소자를 거쳐 클록신호(clko
ut)로 출력된다. 선택신호(sel1)를 하이 레벨로 하는 경우와 선택신호(sel2)를 하이 레벨로 하는 경우는 클록신호(cl
k)가 경유하는 단위 지연 소자의 개수에 있어 차이가 난다. 하나의 단위 지연 소자를 경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위 
지연(unit delay : UD)이라고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디지털 지연 라인에서는 단위 지연 소자가 1개의 NAND 게이트와 1개의 인버터 게이트라는 
2개의 게이트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단위 지연 소자를 이용하는 지연 록킹 루프는 지터 특성이 그만큼 열화 되게 된
다. 또한 종래의 단위 지연 소자를 디지털 지연 라인을 설계할 때 소요 면적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지연 록킹 루프의 지터 특성을 더욱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한 새로운 구조의 단위 지연 소자를 제공하
는 것을 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지연 라인의 설계시 단위 지연 소자가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새로운 단위 지연 소
자를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은 디지털 지연 라인에 있어서, 제1 클록신호와 제1 제어신호를 두 입
력으로 하는 제1 NAND 게이트와. 상기 제1 NAND 게이트의 출력신호와 하이 레벨의 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2 N
AND 게이트와, 제2 제어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1 인버터와, 상기 제1 클록신호와 180°의 위상차를 갖는 제2 클록
신호와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1 NOR 게이트와, 상기 제2 NAND 게이트의 출력신호와 상
기 제1 NOR 게이트의 출력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2 NOR 게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일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제1 클록신호와 제3 제어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3 NAND 게이트와, 상기 제3 NAND 게이트의 출력
신호와 상기 제2 NOR 게이트의 출력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4 NAND 게이트를 더 포함한다. 또한 제4 제어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2 인버터와, 상기 제2 클록신호와 상기 제2 인버터의 출력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3 NOR 게이트
와, 상기 제4 NAND 게이트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3 NOR 게이트의 출력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4 NOR 게이트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클록신호의 상승 에지와 상기 제2 클록신호의 하강 에지는 시점이 동일하다. 또한 상기 제1 클
록신호와 상기 제2 클록신호는 듀티가 모두 50％이다. 또한 상기 제2 NAND 게이트와 상기 제2 NOR 게이트는 지연시
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상기 제1 NAND 게이트와 상기 제1 NOR 게이트는 지연시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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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지연 라인은 제1 제어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1 인버터와, 제1 클록신호와 상기 제1 인버
터의 출력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1 NOR 게이트와, 상기 제1 NOR 게이트의 출력신호와 로우 레벨의 신호를 두 입
력으로 하는 제2 NOR 게이트와, 상기 제1 클록신호와 180°의 위상차를 갖는 제2 클록신호와 제2 제어신호를 두 입
력으로 하는 제1 NAND 게이트와, 상기 제1 NAND 게이트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2 NOR 게이트의 출력신호를 두 입력
으로 하는 제2 NAND 게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다른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 또는 유사한 구
성요소 또는 신호를 가리킨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디지털 지연 라인의 회로도이다.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디지
털 지연 라인은 하나의 NAND 게이트 또는 하나의 NOR 게이트가 단위 지연 소자를 구성한다. 단위 지연 소자를 구성
하는 NAND 게이트와 NOR 게이트는 교대로 반복되면서 지연 라인을 형성한다. clk와 clkb는 위상차가 180°의 관계
에 있는 클록신호이며, sel1 내지 sel200는 디지털 지연 라인(300)에 의한 클록신호(clk, clkb)의 지연 정도를 제어
하는 신호이다. 본 실시예는 200개의 단위 지연 소자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이다.
    

    
NAND 게이트(ND200a)는 클록신호(clk)와 제어신호(sel200)를 두 개의 입력신호로 하고, 그 출력신호를 NAND 게
이트(ND200b)의 일 입력신호로 제공한다. NAND 게이트(ND200b)의 다른 입력신호로 하이 레벨의 신호가 제공된다. 
본 실시예에서 출력단자(clkout)로부터 가장 먼 단위 지연 소자가 NAND 게이트(ND200b)이므로 하이 레벨의 신호가 
일 입력신호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장 먼 단위 지연 소자가 NOR 게이트인 경우에는 로우 레벨의 신호가 일 입력신호로 
사용된다. NAND 게이트(ND200b)의 출력신호는 다음 단계의 단위 지연 소자인 NOR 게이트(NR199b)로 제공된다. 
한편 NOR 게이트(NR199a)의 두 입력신호로 클록신호(clkb)와 인버터(IV199)에 의해 반전된 제어신호(sel199)가 
사용된다. NOR 게이트(NR199a)의 출력신호와 NAND 게이트(ND200b)의 출력신호는 NOR 게이트(NR199b)의 두 
입력신호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NAND 게이트(ND198a, ND198b, …ND4a, ND4b, ND2a, ND2b)
와 NOR 게이트(NR197a, NR197b, …NR3a, NR3b, NR1a, NR1b)와 인버터(IV197, …IV3, IV1)들도 연결된다. 마
지막 단위 지연 소자인 NOR 게이트(NR1b)의 출력신호는 디지털 지연 라인(300)의 출력신호로 사용된다.
    

    
클록신호(clk)의 상승에지와 클록신호(clkb)의 하강에지는 시점이 동일하다. 디지털 지연 라인(300)의 단위 지연 소
자를 구성하는 NAND 게이트(ND200b, …, ND2b)와 NOR 게이트(NR199b, …, ND1b)는 그 지연시간이 동일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제어신호(sel200, …, sel1)에 따라 단위 지연 소자에 클록신호(clk, clkb)를 제공하는 NAND 게이트
(ND200a, …, ND2a)와 NOR 게이트(NR199a, …, ND1a) 역시 지연시간이 동일하다. 이는 선택신호(sel200, …, s
el1)에 따라 지연 시간의 변동분이 일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듀티가 50%인 출력신호(clkout)를 얻기 위해서
는 클록신호(clk)와 클록신호(clkb)의 듀티가 모두 50%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선택신호(sel2)만 하이 레벨인 경우와 선택신호(sel1)만 하이 레벨인 경우를 예로 들어 디지털 지연 라인
(300)의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선택신호(sel2)만 하이 레벨인 경우 NAND 게이트(ND200a, ND198a, …, ND4a)는 
모두 하이 레벨을 출력하고, NOR 게이트(NR199a, NR197a, …, NR3a, NR1a)는 모두 로우 레벨을 출력한다. 그리고 
NAND 게이트(ND200b)의 두 입력단자로 하이 레벨이 입력신호가 제공되므로 NAND 게이트(ND200b)는 로우 레벨
의 신호를 출력하고, NOR 게이트(NR199b)의 두 입력단자로 로우 레벨의 신호가 제공되므로 NOR 게이트(NR199b)
는 하이 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선택신호(sel200, …, sel3)와 관련하여 단위 지연 소자를 구성하는 모든 NAND 게
이트는 로우 레벨의 신호를 출력하고, NOR 게이트는 하이 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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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신호(sel2)가 입력신호로 제공되는 NAND 게이트(ND2a)는 클록신호(clk)의 반전된 결과를 출력한다. 즉, 클록
신호(clk)가 하이 레벨이면 NAND 게이트(ND2a)는 로우 레벨의 신호를 출력하고, 클록신호(clk)가 로우 레벨이면 N
AND 게이트(ND2a)는 하이 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NAND 게이트(ND2a)의 출력신호는 NAND 게이트(ND2b)의 
일 입력신호로 제공되며, NAND 게이트(ND2b)의 다른 입력신호로서 바로 앞 단계의 단위 지연 소자인 NOR 게이트(
NR3b)로부터 하이 레벨의 신호가 제공된다. 따라서 NAND 게이트(ND2b)는 NAND 게이트(ND2a)의 출력을 반전하
여 다음 단계의 단위 지연 소자인 NOR 게이트(NR1b)로 제공한다. NOR 게이트(NR1a)로부터 로우 레벨의 신호가 출
력되므로 NOR 게이트(NR1b)는 NAND 게이트(ND2b)의 출력신호를 반전하여 디지털 지연 라인(300)의 출력신호(
clkout)로 제공한다.
    

    
다음으로 선택신호(sel1)만 하이 레벨인 경우를 설명한다. 선택신호(sel1)만 하이 레벨인 경우 NAND 게이트(ND20
0a, ND198a, …, ND4a, ND2a)는 모두 하이 레벨을 출력하고, NOR 게이트(NR199a, NR197a, …, NR3a)는 모두 
로우 레벨을 출력한다. 그리고 선택신호(sel200, …, sel2)와 관련하여 단위 지연 소자를 구성하는 모든 NAND 게이트
는 로우 레벨의 신호를 출력하고, NOR 게이트는 하이 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하이 레벨의 선택신호(sel1)는 인버터
(IV1)에 의해 반전되어 NOR 게이트(NR1a)의 일 입력신호로 제공되므로, NOR 게이트(NR1a)는 클록신호(clkb)를 
반전한 결과를 출력하고, 이를 NOR 게이트(NR1b)로 제공한다. NOR 게이트(NR1b)의 다른 입력신호로서 NAND 게
이트(ND2b)로부터 로우 레벨의 신호가 입력되므로 NOR 게이트(NR1b)는 NOR 게이트(NR1a)의 출력신호를 다시 반
전하여, 디지털 지연 라인(300)의 출력신호(clkout)로 제공한다.
    

    
제어신호(sel2)만이 하이 레벨인 경우 클록신호(clk)가 NAND 게이트(ND2a)와 NAND 게이트(ND2b)와 NOR 게이
트(NR1b)라는 3개의 게이트를 경유하여 출력된다. 반면 제어신호(sel1)만이 하이 레벨인 경우 클록신호(clkb)가 NO
R 게이트(NR1a)와 NOR 게이트(NR1b)라는 2개의 게이트를 경유하여 출력된다. 디지털 지연 라인(300)에서 NAND 
게이트와 NOR 게이트의 지연시간이 동일하도록 설계되면, 상기 경우에 클록신호(clk, clkb)는 디지털 지연 라인(300)
으로 입력된 후 출력신호(clkout)로 출력되기까지 하나의 게이트에서의 지연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간차가 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지연 라인의 동작을 설명하는 신호 파형도이다. 도 2에 도시된 종래 디지
털 지연 라인에서는 1개의 클록신호(clk)만을 사용하나,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지연 라인에서는 2개의 클록신호(clk, 
clkb)를 사용한다.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클록신호(clk)와 클록신호(clkb)는 180°의 위상차를 갖으며, 듀
티가 거의 50% 이어야 한다. 듀티가 50%가 아니면 단위 지연 시간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디지털 지
연 라인을 이용하는 지연 록킹 루프에서는 앞단에 듀티 보정 회로를 구비하여 클록신호(clk, clkb)가 50%의 듀티를 갖
도록 보정할 필요가 있다.
    

도 5는 종래의 지연 록킹 루프의 블록도이다.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지연 록킹 루프는 클록 버퍼(5
01), 디지털 지연 라인(503), 지연 모니터 회로(505), 위상 비교 회로(507), 쉬프트 제어 회로(509), 출력 버퍼(51
1), 입출력 드라이버(513)로 이루어져 있다. 도 5에서 clk는 클록 버퍼(501)로부터 출력되어 디지털 지연 라인(503)
과 위상 비교 회로(507)로 제공되는 클록신호를, DQ는 데이터 출력을 각각 가리킨다.

도 6은 본 발명의 지연 록킹 루프의 블록도이다. 도 5에 도시된 종래 지연 록킹 루프와 비교할 때, 전술한 바와 같이 다
른 구성의 디지털 지연 라인이 사용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듀티가 50%가 아니면 단위 지연 
시간이 일정하지 않게 되므로, 클록신호(clk, clkb)의 듀티를 보정하는 듀티 보정 회로가 앞단에 설치되는 점에서 구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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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록 버퍼(601)는 외부로부터 외부 클록신호를 입력받는다. 듀티 보정 회로(603)는 클록 버퍼(601)로부터 출력되는 
제1 클록신호(clk)와 제2 클록신호(clkb)가 50%의 듀티를 갖도록 듀티를 보정한다. 디지털 지연 라인(605)은 제1 
클록신호(clk)와 제2 클록신호(clkb)를 입력받아 외부 클록신호로부터 소정 시간 지연된 클록신호를 출력한다. 위상 
비교 회로(609)는 디지털 지연 라인(605a)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신호와 제1 클록신호(clk)의 위상을 비교하여 디지
털 지연 라인(605a)에서의 지연 시간을 제어한다.
    

도 7은 본 실시예에서 사용된 듀티 보정 회로의 블록도이다. 도 7에서 701은 클록신호 증폭부이고, 703은 듀티 보정부
이다. 도 8은 클록신호 증폭부의 구체적인 회로도이고, 도 9는 듀티 보정부의 구체적인 회로도이다. 본 발명은 새로운 
구성의 디지털 지연 라인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서 듀티 보정 회로에 관해서는 상술하지 않는다.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디지털 지연 라인의 회로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디지털 지연 라인과 비교할 때, 
첫번째 단위 지연 소자가 NOR 게이트로 구성되고, 외부로부터 이 NOR 게이트로 제공되는 일 입력신호가 접지 레벨(
Vss)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다른 구성과 전체적인 동작 원리는 동일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구성은 단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업자
들은 본 발명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변형이나 변경이 가능함을 주목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후술하
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은 구성상의 특징을 갖는 본 발명에 의하면 지연 록킹 루프의 지터 특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
한 디지털 지연 라인의 설계시 소요되는 면적을 기존에 비해 대략 1/2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지연 라인에 있어서,

제1 클록신호와 제1 제어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1 NAND 게이트와.

상기 제1 NAND 게이트의 출력신호와 하이 레벨의 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2 NAND 게이트와,

제2 제어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1 인버터와,

상기 제1 클록신호와 180°의 위상차를 갖는 제2 클록신호와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1 N
OR 게이트와,

상기 제2 NAND 게이트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1 NOR 게이트의 출력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2 NOR 게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지연 라인.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제1 클록신호와 제3 제어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3 NAND 게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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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3 NAND 게이트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2 NOR 게이트의 출력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4 NAND 게이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지연 라인.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제4 제어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2 인버터와,

상기 제2 클록신호와 상기 제2 인버터의 출력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3 NOR 게이트와,

상기 제4 NAND 게이트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3 NOR 게이트의 출력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4 NOR 게이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지연 라인.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록신호의 상승 에지와 상기 제2 클록신호의 하강 에지는 시점이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지연 라
인.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록신호와 상기 제2 클록신호는 듀티가 모두 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지연 라인.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NAND 게이트와 상기 제2 NOR 게이트는 지연시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지연 라
인.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NAND 게이트와 상기 제1 NOR 게이트는 지연시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지연 라
인.

청구항 8.

디지털 지연 라인에 있어서,

제1 제어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1 인버터와,

제1 클록신호와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1 NOR 게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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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NOR 게이트의 출력신호와 로우 레벨의 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2 NOR 게이트와,

상기 제1 클록신호와 180°의 위상차를 갖는 제2 클록신호와 제2 제어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1 NAND 게이트와.

상기 제1 NAND 게이트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2 NOR 게이트의 출력신호를 두 입력으로 하는 제2 NAND 게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지연 라인.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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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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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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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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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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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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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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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 15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의목적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발명의구성및작용
	발명의효과


	청구의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