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학개론 학습과정의 수업계획서
교과목 학습목표
디지털 원리에 대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적 응용, 시스템 접근 방법으로 산업현장에서 현
재 실행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설명한다. 디지털 공학 기술은 아날로그 기술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많
은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의 하드웨어에서는 가장 핵심 기술로서 컴퓨터의 발
달은 곧 디지털 기술로 이어진다. 고속성, 정확성, 저렴성, 범용성, 호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계측
제어, 통신, 정보 분야 등 디지털 공학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 논리 게이트, 조합 논리,
순차 논리, 카운터, 레지스터 순서대로 학습하여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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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1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의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하고, 아날로그 신호와 디
지털 신호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양한 전자 응용 회로에 사용되는 신호가

제 1 주

2

디지털 신호인지 아날로그 신호인지를 파악한다. 또한 디지털 회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자장치를 설명하고 멀티바이브레이터 동작, 디지털 논리회로의 논리
레벨, 그리고 전자회로에 사용되는 실험 장비에 대하여 설명한다.

3

수업방법: 강의, 실습

1

디지털 전자공학에 사용되는 수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십진수, 2진수, 8진수, 16
진수 체계의 자릿값을 이해한다. 또한 각 수 체계의 상호 변환 기법에 대하여 학
습하고 디지털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십진수에서 2진수로의 변환 기법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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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되는 인코드, 인코더의 개념과 2진수에서 십진수로의 변환 기법인 디코드, 디코
더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그룹을 표현하는 비트, 니블,
워드와 같은 용어에 대하여 설명한다.

3

수업방법: 강의, 실습

1

디지털 전자회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7개의 기본 논리게이트에 대한 이름, 기
호, 진리표, 함수, 부울식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인버터(inverter)를 이용하여
기본 게이트를 다른 형태의 논리함수로의 변환 기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집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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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IC)인 TTL, CMOS IC에 대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자회로에서 논
리게이트 회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몇 가지 간단한 논리
게이트의 응용 동작을 이해한다.

3

수업방법: 강의, 실습
논리 게이트들은 많은 복잡한 전자기기들의 구성요소가 되어 현실의 전자 공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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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들을 풀기 위해 게이트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구성된 조합논리 논리회로
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논리 게이트들의 부울 대수 함수식에 대한 논리도표,

2

진리표, 게이트 입력 변수에 따른 간략화 기법인 카르노 맵의 개념과 논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선택기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머블 논리
장치(PLD)의 기능, 복잡한 부울 대수 함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드모르간의 정리
3

1

에 대하여 소개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디지털 회로에 사용되는 TTL, CMOS IC의 특징과 전압규격에 따른 논리레벨에
대하여 알아보고, 디지털 IC의 다른 중요한 설계 요소인 드라이브 능력, 팬 입력,
팬 출력, 전달지연, 전력소비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TTL IC와, CMOS IC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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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 인터페이스 방법을 이해하고 두 IC를 이용한 간단한 인터페이스 회로를 소개
하여 동작 원리를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IC를 이용한 다양한 전자장치 구동회로
를 설명하여 입출력 인터페이스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한다.

3

1

수업방법: 강의, 실습

디지털 전자공학 분야에서 숫자, 문자, 구두점, 제어문자를 나타내기 위해 다양하
고 특수한 코드들의 사용됨에 따라 몇 가지 일반적인 코드 즉, BCD 코드, 3-초과
코드, 그레이 코드, 8421 BCD 코드들의 특성과 응용 예를 알아본다. 더불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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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코드에서 다른 코드로 변환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전자 변환기, 그리고 한 코
드에서 다른 코드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인코더와 디코더를 소개한다.
또한

3

1

LED 디스플레이의 구조를 기술하고, 7-세그먼트 LED의 동작을 설명하여

BCD-7-세그먼트 인코더 IC, 디코더 IC의 동작 원리를 설명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디지털 회로에서 타이밍과 메모리 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순차 논리회로 즉, 플립
플롭(FF) 회로의 다양한 종류인 R-S 플립플롭, 클럭을 가진 R-S 플립플롭, D 플
립플롭, J-K 플립플롭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IC 래치 회로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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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불어 타이밍에 있어 중요 요소인 동기나 비동기식 플립플롭을 분류하고 트리
거링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슈미트 트리거 기기의 작동을 설명하고 래치 인코
더-디코더 시스템 응용 회로의 작동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3

수업방법: 강의, 실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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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시험

3
1

디지털 시스템에서 클럭펄스를 세어서 수치처리를 하기 위한 디지털 논리회로이
며, 카운트된 2진수나 BCD는 디코더를 통해 숫자로 변환하여 인간이 읽을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카운터의 종류와 이들의 사용법에 대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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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으로 리플 카운터,

동기식 카운터, 업(up)/다운(down) 카운터, 주파수 분

주기로서의 카운터, BCD 카운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전자장치에 사용
되는 카운터의 사용 예를 소개한다.
3

수업방법: 강의, 실습
메모리 셀의 집합이며 단일 소자 그리고 정보를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제 10 주

1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레지스터와 저장된 데이터를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시키
는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알아본다. 특히 직렬 로드 시프트 레

2

지스터, 병렬 로드 시프트 레지스터, 범용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모드를 이해하
고 응용회로인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한 간단한 시스템을 소개하고

시프트 레

지스터의 오류 발생 시 문제 해결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3

수업방법: 강의, 실습

1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산술연산은 산술 논리장치(ALU)라고 하는 곳에
서 처리되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산술 논리회로에 대해 알아보고 기본적인 2진
덧셈, 2진 뺄셈에 대해 이해를 하고 가산기 회로, 감산기 회로의 동작 원리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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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한다. 그리고 4비트 병렬 가감산기 회로를 살펴보고 2진 곱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동 계산 방법을 사용하는 원리를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산술 연산에 있
어 부호 숫자들을 다루는 논리회로에 의해 사용되는 2의 보수의 개념을 설명하

3

1

고 2의 보수를 사용하여 덧셈기, 뺄셈기의 동작을 소개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여러 가지의 디지털 시스템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적절한 시스템 작동
을 위해 어떻게 테스트 되는지를 다루고 디지털 시스템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인, 입력, 출력, 저장, 관리, 처리, 전송에 관해 논하고, 디지털 IC의 집적도의 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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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규모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부 시스템의 조합에 대해 알
아보고 대표적인 부 시스템 회로인 카운터, 인코더, 디코더, 시계, 디스플레이 디
코더/드라이버 등의 회로 동작에 대하여 소개한다.

3

수업방법: 강의, 실습

1

몇 가지 종류의 컴퓨터 시스템을 살펴보고,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시스템
(subsystem)과 데이터 전송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컴퓨터의 고전적 구조를 그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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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컴퓨터의 블럭도에서 데이터의 흐름, 마이크로컴퓨터의 데이터 흐름을 추
적해 보고 직렬 및 병렬 데이터 전송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데이터 전송 시 에러
검출을 위한 패리티 비트의 사용법을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신호처리

3

(DSP)의 기본적 특징을 알아보고 디지털 카메라에서 DSP의 사용을 설명한다.
수업방법: 강의, 실습

1

디지털 시스템에 입출력되는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 정보이나 디지털 시스템들은
두 전압 레벨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아날로그 입력을 사용함으로 아날로
그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의 인터페이싱(interfacing)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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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날로그-디지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A/D 변환기,
D/A 변환기에 대하여 해석하고 여러 A/D 변환기를 이용한 디지털 시스템에 대
하여 소개한다.

3

수업방법: 강의, 실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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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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