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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한 다층구조 QCA D-래치 설계

Multilayer QCA D-latch  design using cell interaction

장우영*, 전준철**

Woo-Yeong Jang*, Jun-Cheol Jeon**

요 약 디지털 회로설계 기술에서 사용되는 CMOS는 양자 터널링 현상 등으로 인해 집적도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양자점 셀룰러 오토마타(QCA : Quantum-dot Cellular Automata)는 적은 전력 소모와 빠른

스위칭 속도 등으로 많은 장점이 있음으로 CMOS의 많은 디지털 회로들이 QCA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그중에서도

멀티플렉서는 D-플립플롭, 레지스터 등 다양한 회로에 쓰이는 기본 회로로써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멀티플렉서는 공간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새로운 다

층구조 멀티플렉서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D-래치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플렉서와 D-래치는 면

적, 셀 개수, 지연시간이 개선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큰 회로를 설계할 시 연결성과 확장성이 우수하다. 제안된 모

든 구조는 QCADesigner를 이용해 시뮬레이션하여 동작을 검증한다.

주요어 : 나노기술, 양자점 셀룰러 오토마타, D-래치, 셀 간 상호작용

Abstract CMOS used in digital circuit design technology has reached the limit of integration due to quantum 
tunneling. Quantum-dot cellular automata (QCA), which can replace this, has many advantages such as low 
power consumption and fast switching speed, so many digital circuits of CMOS have been proposed based on 
QCA. Among them, the multiplexer is a basic circuit used in various circuits such as D-flip-flops and resistors, 
and has been studied a lot. However, the existing multiplexer has a disadvantage that space efficiency is not 
good.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ultilayered multiplexer using cell interaction and D-latch  
using it. The multiplexer and D-latch  proposed in this paper have improved area, cell count, and delay time, 
and have excellent connectivity and scalability when designing large circuits. All proposed structures are 
simulated using QCADesigner to verify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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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회로설계기술인 CMOS는 계속해서소자의크

기를 줄이고 집적도를 높이는 것으로 발전해왔지만, 양자

터널링현상으로인해집적도의한계에다다르고있다[1].

이를 대체할 차세대 나노기술이 필요한 현재[2], 양자점

셀룰러오토마타(QCA: Quantum-dot Cellular Automata)

는 [3]에서 소개된 이후 적은 전력 소모와 빠른 스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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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유니버셜 시프트 레

지스터[4], 전가산기[5], 그리고 가감산기[6] 등 CMOS의

많은 디지털 회로들이 QCA 기반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멀티플렉서는 D-플립플롭, 레지스터,

RAM 셀 등 많은 회로에 쓰이는 기본 회로이므로 앞으

로의 회로 설계를 위해 면적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제안된 회로들은 회로 면적을 줄이

기 위해 CMOS에서 사용한 멀티플렉서 논리도 형식으

로 설계를 하다가[7], 셀 간의 간격을 조정하여 셀 간

상호작용으로 멀티플렉서의 작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회로 면적을 줄이고, 성능을 올릴 수 있었다[8],[9]. 하

지만 입력, 출력 부분이 한쪽에 몰려있어 확장성이 떨

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존에 다층구조로 제작된

회로는 연산하는 부분을 쌓아 올려 면적상 이점이 있으

나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설계하지 않아 오히려

기존의 평면구조보다 성능이 좋지 못하다[10].

본 논문에서는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멀티플렉

서의 작동을 유도하는 방식과 다층구조의 장점을 모두

사용하여 다층구조 2-to-1 멀티플렉서를 설계한다. 또

한 이를 이용하여 D-래치를 제안한다. 설계한 회로들

은 시뮬레이션하여 동작을 검증하고, 기존의 회로들과

비교 및 분석한다.

이 논문은 2장에서 QCA의 기본 배경 및 관련 연구

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멀티플렉서와 이를 이

용한 D-래치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 제안한

회로를 비교 및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제안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Ⅱ. 관련 연구

1. QCA 기본 배경

QCA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양자 셀은 네 개의 양

자점과 두 개의 전자를 가진다. 각 전자는 쿨롱 반발력

에 의해 서로 대각선으로 위치한다[11]. 이 전자들은 입

력받는 신호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전자 배치를 하며,

각 형태는 그림 1(a)과 같이 +1(이진 논리 1) 혹은 –1

(이진 논리 0)의 편극을 가진다. 또한 QCA 셀은 연속

적으로 인접하게 배치하여 QCA 배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한 셀의 편극상태(+1 또는 –1)를 지정하면,

그림 1(b)과 같이 인접한 셀은 셀 간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똑같은 편극으로 변경되며 신호가 전달된다[3],[4].

(a) QCA 셀

(a) QCA cell

(b) QCA 배선

(b) QCA cell based wire

그림 1. QCA 기본 개념

Figure 1. QCA basic concept

QCA상에서의 인버터는 필요 면적이 작지만, 신호가

약하게 전달되는 그림 2(a)의 약한 인버터와 신호가 강

하게 전달되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그림 2(b)의 강

건 인버터 형태로 구현 할 수 있다.

(a) 약한 인버터

(a) Weak inverter

(b) 강건 인버터

(b) Robust inverter

그림 2. 인버터 회로

Figure 2. Inverter circuit

2. 다층구조

QCA회로는 층을 1개만 사용하는 평면구조와 층을

여러 개 사용하는 다층구조로 분류된다. 다층구조는 평

면구조와 다르게 그림 3(a)과 같이 셀이 수직으로 연결

되면 셀의 신호가 반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평

면구조보다 전자의 상호작용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평면구조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많을수록, 그리고

회로에 다양한 연산이 있을수록 회로 면적이 커질 수밖

에 없는 구조를 가지는데, 이를 다층구조로 수정하여

설계하면 그림 2(b)를 그림 3(b)처럼 연산하는 부분을

축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산하는 부분을 다층구조

부분에서 수행하면 회로 면적은 기존 회로의 반 이상

축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수정된 약한 인버터

(a) Modified weak inverter

(b) 수정된 강건 인버터

(b) Modified robust inverter

그림 3. 다층구조 인버터 회로

Figure 3. Multilayer structure inverte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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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층구조와 다층구조의 성능 비교표

Table 1. Performance comparision of Coplanar and Multi

layer

QCA circuit
cell

No.

area

()
max structure

Figure 2(a) 2 1,444 5.69e-001 Coplanar

Figure 2(b) 7 4,524 7.75e-001 Coplanar

Figure 3(a) 2 324 9.69e-001 Multilayer

Figure 3(b) 7 1,404 8.42e-001 Multilayer

예를 들어, 그림 3과 같이 기존의 평면구조 인버터를

다층구조 인버터로 변경했을 시 신호강도를 정리한 표

1을 보면, 그림 2(b)의 강건 인버터보다 그림 3(a)의 수

정된 약한 인버터가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보아 다층구조는 평면구조보다 신호강도가 뛰

어나며, 연산하는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기존의 2-to-1 멀티플렉서 회로

표 2는 2-to-1 멀티플렉서의 진리표이다. 2-to-1 멀

티플렉서는 세 개의 입력 신호 Sel, A, 그리고 B를 가

지며 한 개의 출력 OUT을 가진다. Sel 입력값이 0이면

OUT 값은 A 입력값을 출력하고, Sel 입력값이 1이면

OUT 값은 B 입력값을 출력한다.

표 2. 2-to-1 멀티플렉서의 진리표

Table 2. Truth table of 2-to-1 Multiplexer

Select A B OUT

0

0 0 0

0 1 0

1 0 1

1 1 1

1

0 0 0

0 1 1

1 0 0

1 1 1

그림 4는 CMOS에서 사용되던 2-to-1 멀티플렉서의

논리도이다. NOT 소자 1개, AND 소자 2개 그리고 OR

소자 1개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 2-to-1 멀티플렉서의 논리도

Figure 4. Schematic diagram of 2-to-1 Multiplexer

그림 5는 기존에 제안된 QCA 2-to-1 멀티플렉서 회

로이다 [7]-[10]. [7]은 그림 4의 기본 논리도와 같은 형

식으로 설계가 되었으며 이는 NOT, AND 그리고 OR

연산을 모두 구현하였으므로 지연시간이 늘어나며 회

로의 크기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a) B. Sen.[7] (b) M. N. Asfestani.[8]

(c) A. H. Majeed.[9] (d) M. Mosleh.[10]

그림 5. 기존에 제안된 QCA 2-to-1 멀티플렉서

Figure 5. Previously proposed QCA 2-to-1 Multiplexer

다음으로 [8]과 [9]가 제안되었는데, 연산을 구현하는

대신 QCA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멀티플렉서의

작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8]의

원리를 보면, S의 값이 +1일 때는 고정셀 –1의 신호가

약화하고 고정셀 +1의 신호가 강화되어 고정셀 +1에

가까운 B의 신호가 출력되게 된다.

[8]과 [9]에 사용된 방법은 셀 개수와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평면구조의 한계로 이것을

게이트로 사용하여 큰 회로를 설계할 시 면적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10]은 기존에 제안된 다층구조 멀티플렉

서 회로이다. 다층구조로 설계되었으므로 논리도 구조

인 평면구조 [7]보다 작게 만들 수 있지만, 층 간 상호

작용을 이용하지 않고 1층, 3층에서 연산하고 2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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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호만 전달하는 단순한 연결선으로 이용하였으므

로 오히려 평면구조 [8]과 [9]보다 면적과 셀 개수를 많

이 사용하여 성능상 이점을 찾지 못했다.

Ⅲ. 제안하는 QCA 회로

1. 제안하는 2-to-1 멀티플렉서 회로

본 논문에서는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멀티플렉

서의 작동을 유도하는 방식과 다층구조의 장점을 모두

사용하여 그림 6과같이 새로운 다층구조 2-to-1 멀티플

렉서를 설계하였다.

(a) 전체 회로

(a) Full circuit

(b) Layer 1 (c) Layer 2 (d) Layer 3

그림 6. 제안하는 2-to-1 멀티플렉서

Figure 6. Proposed 2-to-1 Multiplexer

그림 6의 S값이 –1(이진 논리 0)일 때 셀이 수직으

로 연결되면 셀의 신호가 반전되는 다층구조의 성질로

인해 S값 위와 아래에 +1 신호를 가하게 되어 고정셀

+1의 출력이 강해지고, S값 아래의 고정셀 –1의 출력

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A 값의 출력이 B보다 강해져서

A 값이 출력되고, B값은 약해진 고정셀로 인해 출력되

지 않는다. 반대로 S값이 +1(이진 논리 1)이라면 B값의

출력이 A보다 강해지므로 B값이 출력되게 된다. 그러므

로 그림 7의 시뮬레이션 결과처럼 AOUT, BOUT이 결정되

며 멀티플렉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2. 제안하는 D-래치 회로

D-래치는 1비트의 정보를 보관, 유지할 수 있는 회

로이며 순차 회로의 기본요소이다. 표 3은 D-래치의 진

리표이다. D-래치는 입력신호 D와 클록 신호 CLK가

존재하며, 한 개의 출력이 존재한다. CLK 신호가 1일

때 D 신호가 출력되며, 0일 때는 이전의 값이 출력된다.

표 3. D-래치의 진리표

Table 3. Truth table of D-latch

CLK D OUT

0
0 OUT(t-1)

1 OUT(t-1)

1
0 0

1 1

그림 7은 CMOS에서 사용되던 D-래치의 논리도이

다. D-래치는 멀티플렉서의 결과값을 다시 입력값으로

주어, CLK이 1일 때 결과값이 바뀌고, 0일 때 이전값이

출력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림 6의 멀티플렉서를 이용

해 그림 8과 같이 D-래치를 설계하였으며, 그림 7과 그

림 8의 화살표처럼 OUT의 값이 다시 입력값으로 들어

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 D-래치의 논리도

Figure 7. Schematic diagram of D-latch

(a) 전체 회로

(a) Full circuit

(b) Layer 1 (c) Layer 2 (d) Layer 3

그림 8. 제안하는 D-래치

Figure 8. Proposed D-latch

Ⅳ. 분석 및 결과

1. 제안하는 회로의 분석과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9와 그림 10은 D-래치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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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도구는 QCADesigner 2.0.3으로 셀의 크기는

18nm, 셀 간 간격은 2nm, 층간 간격은 11.5nm로 가정

하였다.

그림 9. 제안된 2-to-1 멀티플렉서 시뮬레이션 결과

Figure 9. The simulation result of proposed 2-to-1

Multiplexer

그림 9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면, 표 2의 멀티

플렉서 진리표와 같이 S값이 0일 때 A의 값이 출력되

고, S값이 1일 때 B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D-래치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D-래치

진리표 표 3과 같이 CLK이 1일 때 D 값이 출력되고, 0

일 때 이전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0. 제안된 D-래치 시뮬레이션 결과

Figure 10. The simulation result of proposed D-latch

2. 기존에 제안된 회로와 비교 및 분석

표 4는 기존의 QCA 2-to-1 멀티플렉서와 비교한 표

이다. [9]에 비해 제안한 멀티플렉서는 약 26%의 면적

축소가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다층구조 멀티

플렉서 [10]과 비교해도 지연시간과 셀 개수, 면적이 개

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안한 회로는 대

칭성을 가지는 회로이므로 확장성에도 이점이 있다.

표 4. 2-to-1 멀티플렉서 성능 비교표

Table 4. Performance comparision of 2-to-1 Multiplexer

QCA circuit
cell

No.

area

()

latency

(Clock

Cycle)

structure

[15] 36 40,764 1 Multilayer

[7] 23 24,964 0.5 Coplanar

[16] 22 11,564 0.5 Multilayer

[4] 13 10,764 0.25 Coplanar

[10] 21 9,604 0.75 Multilayer

[8] 12 9,604 0.25 Coplanar

[9] 9 7,644 0.25 Coplanar

Proposed

(Figure 6)
13 5,684 0.25 Multilayer

표 5는 기존의 QCA D-래치와 비교한 표이다. [14]

에 비해 제안한 D-래치는 약 45%의 면적 축소와 셀

개수에서 개선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입력

과 출력부분이 한 방향으로 몰려있지 않아 회로를 확장

하기도 더욱 쉬워졌다.

표 5. D-래치 성능 비교표

Table 5. Performance comparision of D-latch

QCA circuit
cell

No.

area

()

latency

(Clock

Cycle)

structure

[12] 45 38,804 1 Multilayer

[4] 24 18,644 1 Coplanar

[13] 23 18,644 1 Coplanar

[14] 18 13,924 0.5 Coplanar

Proposed

(Figure 8)
17 7,644 0.5 Multilayer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셀 간 상호작용과 평면구조보다 전자

의 상호작용이 강하다는 장점을 가진 다층구조를 사용

하여 2-to-1 멀티플렉서를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D-

래치를 설계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평면구조

D-래치보다 면적, 셀 개수, 지연시간이 개선되었다. 또

한 입력, 출력 부분이 한 방향으로 몰려있지 않아 회로

를 확장하기도 쉬워졌다.

본 연구는 새로운 QCA 회로를 설계할 시 다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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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과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셀 수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또한 본 논문

에서 제안한 회로를 기반으로 시프트 레지스터, RAM

셀 등의 회로를 개선하여 설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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