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지금까지의 디지털논리회로설계기법은 개별소자
를 어떻게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하
는 것이 큰 목적이었으나, 최근의 디지털논리설계
기법은 각각의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소자들의 개
별소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복잡하더라도 좀더 

경제적이고 다기능의 모듈러설계기법이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다.[1-5] 그 후 앞에서의 내용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개선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의 큰 특징은 모듈러 라이브러리에 미
리 사용 가능한 각종 모듈을 등록시켜 놓고 필요
할 때마다 이들 모듈을 불러다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의 단점은 이
미 준비해 놓은 모듈을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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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of the circuit design of the multiple-valued digital logic switching 
functions based on the modular techniques. Fisr of all, we introduce the necessity, background and 
concepts of the modular design techniques for the digital logic systems. Next, we discuss the definitions 
that are used in this paper.  For the purpose of the circuit design for the multiple-valued digital logic 
switching functions, we discuss the extraction of the partition functions. Also we describe the construction 
method of the building block, that is called the modules, based on each partition functions. And we apply 
the proposed method to the example, we compare the results with the results of the earlier methods. In 
result, we decrease the control functions, it means that we obtain the effective cost in the digital logic 
design for any other earlier methods. In the future research, we require the universal module that traet 
more partition functions and more compac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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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위칭함수인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축약된 함수(Minimized
Functions)를 도출했다 하더라도 이를 디지털논리
시스템회로로 구현하는데는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모듈
을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어함수
를 상당수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

Ⅱ. 분할설계기법

본 절에서는 최근에 디지털논리시스템의 회로 
구현시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분할설계기법에 대
해 기술한다. 분할설계기법의 개념은 먼저 임의의 
디지털논리스위칭함수에 대한 최종 목적함수(Goal
Function)를 여러개의 부분함수(Subfunction)로 분
할(Decomposition or Partition)한 후 이들 분할된 
부분함수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최종 목적함수
에 대한 출력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이때 각각의 
부분함수들은 이미 정의한 Building Block(B.B.)을 
사용하여 구현하며 각각의 BB들은 T-Gate,
PLA(Programmable Logic Array),
PLD(Programmable Logic Device), GAL(Gate
Array Logic) 또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등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Ⅲ. 제안한 방법의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듈러설계기
법에 기초한 디지털논리시스템의 회로구현하는 방
법에 사용되는 각종 정의들에 대해 논의한다. 임의
의 주어진 디지털논리스위칭함수는 여러 개의 상
이한 부분함수로 분할할 수 있으며, 이미 정의 되
어있는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스위칭함수로 분할되어야 만 한다. 따라서 도출한 
부분함수 안에서의 함수 값들 사이에는 다음의 정
의들과 같은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정
의들은 각각의 분할된 부분함수사이에도 성립한다.
[정의 1] 분할행렬(Partition Matrix)에서 임의의 

2개의 행과 열의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다면 이들 2개의 행과 열을「Identical」이라
고 한다.
[정의 2] 분할행렬에서 2개의 행과 열이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다면 이들 2개의 행과 열을
「Compatible」이라고 한다.
[정의 3] 분할행렬에서 행과 열이 상수

(constant), 또는 입력변수와 같거나 오직 하나의 
부분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면 「Trivial 행과 열」
이라 한다.
[정의 4] 분할행렬에서 각각의 행과 열이 다른 

어떤 행과 열과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유일(Unique)한 행과 열」이라 한다.

Ⅳ. 디지털논리소자의 구성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디지털논리스
위칭함수를 분할설계기법에 기초하여 회로설계 
할 때 사용되는 기본 논리소자인 Building Block
에 대해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기본 논리
소자인 Building Block은 P치 2변수의 구조이며 
3 level의 값을 갖는 T-Gate로 구성된다. 이때,
Building Block을 구성하는 소자는 T-Gate 이외
의 소자로도 구성이 가능하지만 현재 디지털논리
소자로서는 T-gate가 가장 범용화 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T-gate를 사용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디지털논리시스템의 회
로 구현시에 적용되기 시작한 분할설계기법의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디지털논리회로
설계기법은 적용되는 개별소자를 어떻게 효과적
이며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큰 목적
이었으나, 최근의 전자공학의 발달과 회로의 집적
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디지털논리설계기법은 각
각의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소자들의 개별소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복잡하더라도 좀 더 경제적이
고 다기능의 분할설계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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