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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회로설계 기술인 CMOS는 계속해서 게이트의

크기를 줄이고 집적도를 높이는 것으로 발전해왔지만, 양

자 터널링 현상으로 인해 집적도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

다 [1]. 이를 대체할 차세대 나노기술이 필요한 현재 [2],

양자점 셀룰러 오토마타(QCA: Quantum-dot Cellular

Automata)는 [3]에서 소개되고 적은 전력소모와 빠른 스

위칭 속도 등 많은 장점으로 CMOS의 많은 디지털 회로

들이 QCA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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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위 입력이 가능한 다층구조 QCA 4-to-1 멀티플렉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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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디지털 회로 설계기술인 양자점 셀룰러 오토마타(QCA)를 이용하여 새로운 멀티플렉서

를 제안한다. 디지털 회로 중 멀티플렉서는 입력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나의 라인에 전달하는 회로이다. 이는

D-플립플롭, 레지스터, 그리고 RAM 셀 등 많은 회로에 쓰이므로 현재까지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

만 기존에 제안된 평면구조 멀티플렉서는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아 큰 회로를 설계할 경우 비효율적으로 면적을 사용

하게 된다. 기존에 다층구조로 제안된 멀티플렉서도 있으나 셀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아 필요면적이 여전히 높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하고, 다층구조를 이용하여 38% 면적축소, 17% 비용감소 그리고 연결

성을 개선한 새로운 멀티플렉서를 제안한다.

주요어 : 나노기술, 양자점 셀룰러 오토마타, 멀티플렉서, 다층구조, 셀 간 상호작용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ultiplexer using quantum dot cellular automata (QCA), a 
next-generation digital circuit design technology. A multiplexer among digital circuits is a circuit that selects one 
of the input signals and transfers the selected input to one line. Since it is used in many circuits such as 
D-flip-flops, resistors, and RAM cell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various ways to date. However, the 
previously proposed planar structure multiplexer does not consider connectivity, and therefore, when designing a 
large circuit, it uses an area inefficiently. There was also a multiplexer proposed as a multi-layer structure, but 
it does not improve the area due to not considering the interaction between cell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ultiplexer that improves 38% area reduction, 17% cost reduction, and connectivity using a 
cell-to-cell interaction and multi-lay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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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기존에 만들어진 멀티플렉서 QCA 회로는 [5]처

럼 CMOS에서 사용한 멀티플렉서 논리도 형식으로 설계

를하는데, QCA는 셀간상호작용을분석하여기존의논

리도형식이 아니더라도 작동이 가능한 회로를 만들 수

있음을 [6]과 [7]에서 발견한 뒤, 셀 간의 간격을 조정하

여 셀 간 상호작용으로 회로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었

다. 또한 [8]처럼 층을 쌓아올려 다층구조로 회로를 제작

한 회로도 있지만,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한 평면구조에

비해 성능이 좋지 못하다. 이를 개선한 셀 간 상호작용과

다층구조를 모두 이용한 [9]가 제안되었다. 이 회로는 셀

간 일어나는 QCA셀의 변화를 분석하여 설계하였으며 다

층구조를 이용하여 셀 개수와 면적을 줄일 수 있었다. 하

지만 입력 셀이 들어오는 방향이 각각 정해져 있다는 단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셀이 들어오는 방향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다층구조 멀티플렉서를 제안한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4-to-1 멀티플렉서를 제안한다. 제안

한 회로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작을 검증한 뒤, 기존

의 회로들과 비교 및 분석한다.

Ⅱ. 관련 연구

1. QCA 기본 배경

QCA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양자 셀은 네 개의 양

자점과 두 개의 전자를 가진다. 각 전자는 쿨롱반발력

에 의해 서로 대각선으로 위치하게 된다 [10].

이 전자들은 입력받는 신호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전자 배치를 하며, 각 형태는 그림 1(a)와 같이 +1(이진

논리 1) 혹은 –1(이진 논리 0)의 편극을 가진다. 또한

QCA 셀은 연속적으로 인접하게 배치하여 QCA 배선으

로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한 셀의 편극상태(+1 또는 –

1)를 지정하면, 그림 1(b)와 같이 인접한 셀은 셀 간 에

너지를 낮추기 위해 똑같은 편극으로 변경되며 신호가

전달되게 된다 [11].

(a) QCA 셀
(a) QCA cell

(b) QCA 배선
(b) QCA cell based wire

그림 1. QCA 기본 개념
Figure 1. QCA basic concept

QCA 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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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할 수 있다.

(a) 약한 인버터
(a) Weak inverter

(b) 강건 인버터
(b) Robust inverter

그림 2. 인버터 회로
Figure 2. Inverter circuit

2. 다층구조의 특징

QCA 회로는 층을 1개만 사용하는 평면구조와 층을

여러 개 사용하는 다층구조로 분류된다. 다층구조는 평

면구조와 달리 층 간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그림 3(a)와

같이 셀이 사선으로 연결되면 기존 평면구조처럼 신호

가 그대로 전달되지만, 그림 3(b)와 같이 셀이 수직으로

연결되면 셀의 신호가 반전되는 인버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수직으로 연결된 셀은 사선으로 연결된 셀보다

신호강도가 세며, 이를 이용해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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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수

정된 약한 인버터가 안정적인 신호(max)와 훨씬 적어

진 면적(area)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다층구조는 평

면구조보다 신호강도가 뛰어나며,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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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선으로 연결된
다층구조회로

(a) Diagonal multi-layer
circuit

(b) 수정된 약한 인버터
(b) Modified weak inverter

(c) 수정된 강건 인버터
(c) Modified robust inverter

그림 3. 다층구조 회로
Figure 3. Multilayer structure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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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존의 2-to-1 멀티플렉서 회로

2-to-1 멀티플렉서는 세 개의 입력 신호 S, A, 그리

고 B를 가지며 한 개의 출력 OUT을 가진다. 입력 값

S 는 선택(Select)이며 0이면 출력 값으로 입력 값 A

를 출력하고, 1이면 출력 값으로 입력 값 B 을 출력한

다.

그림 4는 CMOS에서 사용되던 2-to-1 멀티플렉서의

논리도이다. NOT 게이트 1개, AND 게이트 2개 그리고

OR 게이트 1개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2-to-1 멀티플렉서의 논리도
Figure 4. Schematic diagram of 2-to-1 Multiple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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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는 기존에 제안된 QCA 2-to-1 멀티플렉서 회

로이다 [5-8]. [5]는 그림 4의 기본 논리도와 같은 형식

으로 설계가 되었으며 이는 NOT, AND 그리고 OR 연

산을 모두 구현하였으므로 지연시간이 늘어나며 회로

의 크기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a) [5]에서 제안된 회로
(a) Proposed in [5]

(b) [6]에서 제안된 회로
(b) Proposed in [6]

(c) [7]에서 제안된 회로
(c) Proposed in [7]

(d) [8]에서 제안된 회로
(d) Proposed in [8]

그림 5. 기존에 제안된 QCA 2-to-1 멀티플렉서
Figure 5. Previously proposed QCA 2-to-1 Multiplexer

다음으로 [6]과 [7]이 제안되었는데, 연산을 구현하는

대신 QCA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멀티플렉서의

작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6]의

원리를 보면, S의 값이 +1일 때는 고정셀 –1의 신호가

약화하고 고정셀 +1의 신호가 강화되어 고정셀 +1에

가까운 B의 신호가 출력되게 된다.

[6]과 [7]에 사용된 방법은 셀 개수와 면적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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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평면구조의 한계로 이것을

게이트로 사용하여 큰 회로를 설계할 시 면적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8]은 기존에 제안된 다층구조 멀티플렉서

회로이다. 다층구조로 설계되었으므로 논리도 구조인

평면구조 [5]보다 작게 만들 수 있지만, 층 간 상호작용

을 이용하지 않고 1층, 3층에서 연산하고 2층에서는 신

호만 전달하는 단순한 연결선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오

히려 평면구조 [6]과 [7]보다 면적과 셀 개수를 많이 사

용하여 성능상 이점을 찾을 수 없다.

앞서 설명한 모든 회로는 그림에 표시된 화살표처럼

셀의 입력방향이 제한되어 있어 확장된 회로를 설계 할

때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6]의 A와 B는 같은 방향으

로 입력이 들어오도록 설계하려면 회로를 길게 이어 신

호를 보내야 하는 비효율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Ⅲ. 제안하는 QCA 회로

1. 제안하는 2-to-1 멀티플렉서 회로

그림 6은 A와 B의 연결방향이 정해져 있어 같은 방

향으로 들어오는 값을 받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를 개선하고 면적을 줄인 새로운 다층구조 2-to-1 멀티

플렉서(그림 6)을 제안한다.

(a) 전체 회로
(a) Full circuit

(b) Layer 1 (c) Layer 2 (d) Layer 3
그림 6. 제안하는 직선형 다층구조 2-to-1 멀티플렉서
Figure 6. Proposed straight multi-layer 2-to-1 multiplexer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사용할 핵심회로이며, 다층구

조를 이용하며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설계되었다.

입력 셀 S의 값이 –1(이진 논리 0)일 때 셀이 수직으

로 연결되면 셀의 신호가 반전되는 다층구조의 성질로

인해 S값 위와 아래에 +1 신호를 가하게 되어 고정 셀

+1의 출력이 강해지고, S값 아래의 고정 셀 –1의 출력

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A값의 출력이 B보다 강해져서

A값이 출력되고, B값은 약해진 고정 셀로 인해 출력되

지 않는다. 반대로 S값이 +1(이진 논리 1)이라면 B값의

출력이 A보다 강해지므로 B값이 출력되게 된다.

제안한 멀티플렉서의 입력 값 A와 B는 들어오는 방

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안한 멀티플렉서를

이용하여 설계를 하면 입력 값 A와 B값이 다른 방향으

로 들어올 때 또는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제안하는 4-to-1 멀티플렉서 회로

4-to-1 멀티플렉서는 4개의 입력 중 원하는 값을 선

택하여 출력하도록 하는 회로이다. 4-to-1 멀티플렉서

의 논리도는 그림 7과 같다. 비트 입력 4개(A, B, C, D)

와 선택 입력 2개(S0, S1)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7의

논리도와 제안한 멀티플렉서를 사용하여 그림 8의

4-to-1 멀티플렉서를 설계하였다.

그림 7. 제안하는 4-to-1 멀티플렉서 논리도
Figure 7. Proposed diagram of 4-to-1 multiplexer

그림 8. 제안하는 4-to-1 멀티플렉서

Figure 8. Proposed 4-to-1 multiplexer

Ⅳ. 분석 및 결과

1. 제안하는 회로의 분석과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9는 제안하는 4-to-1 멀티플렉서 회로의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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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 결과이며 실험 도구는 QCADesigner 2.0.3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9를 볼 때, S1과 S0 신호가 (0,0) 일

때 A, (0,1) 일 때 B, (1,0) 일 때 C, 그리고 (1,1) 일 때

D 신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제안하는 4-to-1 멀티플렉서 시뮬레이션 결과
Figure 9. The simulation result of proposed 4-to-1

Multiplexer

2. 기존에 제안된 회로와 비교 및 분석

표 3과 표 4는 기존의 QCA 멀티플렉서와 비교한 표

이다. 비용(cost)은 area × latency 로 계산되었다.

표 3은 기존의 QCA 2-to-1 멀티플렉서와 비교한 표

이다. 평면구조 [7]의 멀티플렉서에 비해 제안한 멀티플

렉서는 약 26%의 면적이 축소되었다. 또한 기존 다층

구조로 만들어진 멀티플렉서 [9]와 비교해도 제안한 회

로는 지연시간, 면적, 그리고 비용 모두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안한 회로는 대칭성을 가지

는 회로이므로 확장성에도 이점이 있다.

표 3. 2-to-1 멀티플렉서 성능 비교표
Table 3. Performance comparision of 2-to-1 Multiplexer

QCA
circuit

cell
No.

area
()

latency
(Clock
Cycle)

structure Cost

[5] 23 24,964 0.50 Coplanar 12,482
[11] 13 10,764 0.25 Coplanar 2,691
[8] 21 9,604 0.75 multi-layer 7,203
[6] 12 9,604 0.25 Coplanar 2,401
[7] 9 7,644 0.25 Coplanar 1,911

[9] 13 5,684 0.25 multi-layer 1,421

Proposed 14 2,124 0.25 multi-layer 531

표 4. 4-to-1 멀티플렉서 성능 비교표
Table 4. Performance comparision of 4-to-1 Multiplexer

QCA
circuit

cell
No.

area
()

latency
(Clock
Cycle)

structure Cost

[12] 100 93,964 2.00 coplanar 187,928

[11] 69 80,444 1.00 coplanar 80,444

[6] 61 61,404 1.00 coplanar 61,404

[7] 37 31,684 0.75 coplanar 23,763

[13] 29 28,124 0.75 coplanar 21,093

Proposed 49 17,444 1.00 multi-layer 17,444

표 4는 기존의 QCA 4-to-1 멀티플렉서와 비교한 표

이다. [13]의 회로를 기준으로 약 38%의 면적 축소와

17% 비용감소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입력 셀이 들어오는 방향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다층구조 멀티플렉서를 제안하

였다. 제안한 2-to-1 멀티플렉서는 직선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다층구조와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기존

회로에 비해 작은 면적을 차지한다. 또한 이를 이용해

4-to-1 멀티플렉서를 제안하였다. 기존 멀티플렉서보다

면적, 셀 개수, 지연시간, 전체적인 비용 모두 개선되었

고, 입력 셀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기존 구조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회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는 D플립플롭, RAM셀, 레지스터 등 많은 회로를 면

적 축소, 비용 감소 등 개선하여 새롭게 설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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