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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디지털 시스템 설계가 필요한 모든 유한 상태머신을 설계에는 필수적 밀리 모델이나 무어 모델이 들어간다. 그러나 각각의 

기기와 기능에 따라서 밀리 모델과 무어 모델 중 어느 모델이 디지털 논리회로 설계에 효율적인지 판단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
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유한 상태머신의 하나인 벤딩머신을 대상으로 밀리 모델과 무어 모델을 사용하여 설계한 후, 설계의 복

잡도와 구현 게이트 수를 구하여 각 모델의 효율성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키워드: 순차 논리회로(sequential logic circuit), 유한 상태머신(finite state machine), 밀리 모델(Mealy model), 무어 
모델(Moore model)

I. 서 론

  밀리 모델과 무어 모델은 교통신호 제어기, 엘리베이터 제어기, 
벤딩머신과 같은 유한 상태머신의 설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디지털 순차 논리회로를 설계할 때 밀리 모델과 무어 모델

의 효율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 밀리 모델과 

무어 모델 중 어느 모델이 디지털 논리회로 설계에 효율적인지 판단

이 모호한 상황이다. 각 모델의 효율성은 설계, 구현의 복잡도 및 

구성 게이트 수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한 

유한 상태머신을 대상으로 밀리 머신과 무어 머신을 각각 적용하여 

각 모델의 효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디지털 논리회로는 조합 논리회로(combinational logic circuit)
와 순차 논리회로(sequential logic circuit)로 구분된다. 조합 논리

회로는 현재 입력에 의해 출력이 결정되는 논리회로이다. 반면에, 
순차 논리회로는 현재 입력과 전 상태 값에 의해 출력이 결정되는 

논리회로이다. 순차 논리회로는 전 상태 값을 저장하기 위해 플립플

롭 혹은 래치와 같은 메모리 요소가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 순차 

논리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방식으로 밀리 모델(Mealy model)과 

무어 모델(Moore model)이 제시되었다. 밀리 모델은 현재 상태와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유한상태 머신(finite state 
machine)이다. 반면에 무어 모델은 현재 상태 값만으로 출력이 결정

되는 유한상태 머신이다. 즉, 밀리 모델은 현재 상태에서 입력값에 

따라 다른 출력값이 가능하며 무어 모델은 현재 상태에서 입력과 

무관하게 정해진 출력값을 가진다.

III. 유한 상태머신의 설계 및 특성

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설계할 유한 상태머신은 5개의 입력단자와 3개의 

출력단자를 가지며, 총 15개의 상태를 갖는다.

1.1 밀리 모델을 이용한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할 유한 상태머신의 동작을 밀리 모델을 적용할 

경우 상태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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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밀리 모델의 상태도

Fig. 1. State diagram of Mealy model

1.2 무어 모델을 이용한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할 유한 상태머신의 동작을 무어 모델을 적용할 

경우 상태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무어 모델의 상태도

Fig. 2. State diagram of Moore model

2. 특성 비교

밀리 모델과 무어 모델을 적용하여 설계한 유한 상태머신의 특성 

비교표는 표 1과 같다.

항목 밀리 모델 무어 모델

복잡도 동일 동일

플립플롭 4 4

단위 게이트 252 298 △18.3%

표 1. 비교표

Table 1. Comparison table

밀리 모델을 적용했을 경우 무어 모델을 적용할 경우보다 게이트

의 수가 46개(18.3%)감소하여 설계의 복잡도, 구현의 복잡도가 보

다 효율적이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밀리 모델과 무어 모델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정한 유한 상태머신을 대상으로 각 모델을 적용하여 설계한 후 

설계의 복잡성과 구성 게이트 수를 비교하였다. 설계의 복잡도와 

사용된 플립플롭의 개수는 동일하였으나, 사용된 단위게이트 수가 

무어 모델이 18.3%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설계한 특정한 

유한 상태머신의 경우, 밀리 모델이 무어 모델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유한 상태머신 중 벤딩머신의 설계에 밀리 모델을 

사용하면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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