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2, pp.521-527, May 31,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521 -

*준회원 금오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금오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0년 02월 16일, 수정완료일: 2020년 03월 01일

게재확정일: 2020년 03월 11일

Received: February 16, 2020 / Revised: March 01, 2020

Accepted: March 11, 2020

**Corresponding Author: jcjeon@kumoh.ac.kr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양자컴퓨터 환경에서의 QCA 기반 내용주소화 메모리 셀 설계

Design of QCA Content-Addressable Memory Cell for Quantum 
Computer Environment

박채성*, 전준철**

Chae-Seong Park*, Jun-Cheol Jeon**

요 약 양자점 셀룰러 오토마타(QCA: Quantum-dot cellular automata)는 차세대 디지털 회로설계 기술로서 주목받

는 기술이며, 여러 디지털 회로들이 QCA 환경에서 제안되고 있다. 내용주소화 메모리(CAM: Content-addressable

memory)는 내부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탐색을 진행하는 저장장치이며, 네트워크 스위칭 등 특수한 과정에서 빠

른 속도를 제공한다. QCA 환경에서 제안된 기존의 CAM 셀 회로들은 필요 면적과 에너지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

다. CAM 셀은 정보가 저장되는 메모리 부와 탐색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메모

리 부를 다층구조로 설계하여 개선된 QCA CAM 셀을 제안한다. 제안한 회로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동작을 검증

하며 기존 회로와 비교 및 분석한다.

주요어 : 나노기술, 양자점 셀룰러 오토마타, CAM 셀, 저장장치

Abstract Quantum-dot cellular automata (QCA) is a technology that attracts attention as a next-generation digital 
circuit design technology, and several digital circuits have been proposed in the QCA environment. 
Content-addressable memory (CAM) is a storage device that conducts a search based on information stored 
therein and provides fast speed in a special process such as network switching. Existing CAM cell circuits 
proposed in the QCA environment have a disadvantage in that a required area and energy dissipation are large. 
The CAM cell is composed of a memory unit that stores information and a match unit that determines whether 
or not the search is successful, and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d QCA CAM cell by designing the memory 
unit in a multi-layer structure. The proposed circuit uses simulation to verify the operation and compares and 
analyzes with the existing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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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의 회로기술인 CMOS는 누설전류, 높은 발열량

과 전력 소모 등의 한계에 직면하였다[1]. 이러한

CMOS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로서 CNTFET와 양자점

셀룰러 오토마타(QCA: Quantum-dot cellular automata)

등 여러 회로 설계 기술이 제안되었다[2]. 그중 QCA는

발열량, 전력 소모, 그리고 회로의 크기 등 여러 부분에

서의 강점으로 인해 주목 받고 있다[3].

QCA 환경에서 디지털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 유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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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 시프트 레지스터[3], 곱셈기[4], 전가산기[5], [6] 그

리고 가감산기[7] 등 다양한 회로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중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들은 디지털 회로

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저장장치에는 RAM[8]-[10], 레지스터[3],[11], ROM[12],

그리고 내용주소화 메모리(CAM: Content–

addressable memory)[13],[14] 등 여러 구조가 존재하지

만, 최근 QCA 환경에서는 RAM과 레지스터를 중심으

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AM은 주소를 이용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RAM 과

달리, 내부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탐색을 진행하는

저장장치이다. CAM 셀은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부

(Memory unit)와 탐색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

(Match unit)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허프 변환

(Hough transformation), 허프만 코드(Huffman code),

Lempel-ziv 압축과 네트워크 스위칭 과정 등 특수한

과정에 매우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13]. 기존의

CAM 셀은 평면구조로 설계되어, 회로의 면적과 에너

지 손실이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

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QCA 환경에서 설계된

CAM 셀의 메모리 유닛을 다층구조로 설계하여 회로의

면적과 에너지 손실을 줄인 QCA CAM 셀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QCA의 기본 배경 및 관련 연구

에 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QCA CAM 셀

을 설명한다. 4장에서 제안한 회로들을 기존 회로들과

비교 및 분석하고, 5장에서 논문을 결론짓는다.

Ⅱ. 관련 연구

1. QCA 기본 배경

QCA는 양자셀 내부의 전자들의 배치로 신호를 구분

하는 차세대 디지털 회로 설계기술이다. 각 양자셀은

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네 개의 양자점을 가지며, 각

셀은 두 개의 전자를 수용할 수 있다. 양자 셀 내부의

두 전자는 전자 간 밀어내는 힘인 쿨롱 반발력에 의해

서로 대각 방향으로 배치된다. 이 때 전자들은 그림 1

의 (a)와 (b) 둘 중 하나의 형태를 띠게 되며, 이러한

상태를 각각 +1과 –1의 편극상태라고 하고, 이진논리

의 1과 0에 대응한다. QCA 회로는 양자 셀을 인접하게

배치하여 배선을 구성할 수 있으며, 특정 셀의 편극이

결정되면, 전자 간 반발력으로 인해 인접한 셀들 또한

편극이 결정되며 신호가 전달된다[15], [16].

QCA 환경에서는 기본 논리 게이트인 2 입력 AND /

OR 게이트를 구현하기 위해 3입력 다수결 게이트를 사

용한다. 다수결 게이트는 입력 중 다수를 출력하는 게

이트이다. 그림 2는 3입력 다수결 게이트로 구현한 2입

력 AND / OR 게이트이며, (a)처럼 3 개의 입력 중 1개

의 입력을 1로 고정한다면 OR 게이트 동작을, 0으로

고정시킨다면 (b)의 AND 게이트의 기능을 수행한다

[17].

(a) binary 1 (b) binary 0

그림 1. 기본 QCA 셀의 두 편극상태

Figure 1. Two polarization states of the basic QCA cell

(a) OR gate (b) AND gate

그림 2. 3입력 다수결 게이트 기반 AND / OR 게이트

Figure 2. AND / OR gate based on 3-input majority gate

2. 다층구조

QCA 회로는 다수의 층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의 (a)와 같이, 1층의 양자셀

바로 위에 2층의 양자셀이 위치하며 1층에서 2층으로

신호가 전파된다고 가정하자.

(a) reverse (b) normal

그림 3. 3입력 다수결 게이트 기반 AND / OR 게이트

Figure 3. AND / OR gate based on 3-input majority gate

이때, 층간 신호전달 시에, 편극이 역전되어 전달되

며, 만약 1층 양자셀이 –1의 편극이라고 하면 2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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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셀은 +1의 편극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림 3의

(b)와 같이 대각형태로 1, 2층의 양자셀을 배치한다면,

동일한 편극을 유지하며 층간 신호가 전달된다. 이를

이용하여, 그림 2의 AND / OR 게이트를 그림 4와 같

이 다층구조 AND / OR 게이트로 변경할 수 있다.

(a) AND gate (b) OR gate

그림 4. 다층구조 기반 AND / OR 게이트

Figure 4. Multi-layer based AND / OR gate

3. 기존의 5입력 소수결 게이트

본 논문에서는 CAM 셀의 판단부를 구현하기 위하

여, 5입력 소수결 게이트를 이용한다. 그림 5는

Heikalabad 등이 제안한 5 입력 소수결 게이트이다[14].

이 게이트는 5개의 입력을 가지며, 입력 중 소수인 값

을 출력한다. 5 개의 입력 중 2개를 –1로 고정하면, 3

입력 NAND 게이트의 동작을 수행하며, 반대로 1로 고

정할 시 NOR 게이트의 동작을 수행한다.

그림 5. 5입력 소수결 게이트[14]

Figure 5. 5-input minority gate[14]

4. 기존의 CAM 셀 구조

CAM 구조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부(Memory

unit)와 메모리 부에 저장된 정보가 탐색하고자 하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판단부(Match unit)로 구

성된다.

Sardinha 등은 그림 6의 루프기반의 메모리 부와 3

입력 다수결 게이트를 기반으로 판단부를 구성하여 1비

트 CAM 셀을 설계하였다[13]. 이 회로는 QCA 환경에

서 CAM 셀을 구현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였지만 전체

적인 회로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

림 7의 회로들은 모두 그림 6의 루프 기반 메모리 부를

가지지만, 회로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5입력 소수결

게이트를 판단부에 채용하여 회로의 크기를 개선하였

다[14].

그림 6. 루프 기반 메모리 부 논리도

Figure 6. Logic diagram of loop-based memory unit

그림 7. [14]에서 제안된 기존의 QCA CAM 셀

Figure 7. Memory unit based loop proposed in [14]

Ⅲ. QCA CAM 셀 설계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부에 다층구조를 이용해 설계

한 QCA CAM 셀을 제안한다. 그림 8은 제안된 CAM

셀의 논리도이다. 점선 박스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부이며, 실선 박스는 판단부의 논리도이다. 그림 8을 바

탕으로 그림 9의 QCA CAM 셀을 설계하였다. 이 회로

는 다층구조로 구성되었으며, 그림 9의 (a), (b)와 (c)는

각각 1층, 2층과 3층의 회로가 표현되어 있다. 그림 9의

(a), (b)와 (c)는 셀의 위치를 행은 숫자, 열은 알파벳을

사용하는 좌표로 표현한다.

그림 10은 제안하는 회로의 메모리 부로 그림 6의

논리도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10에 표시된 상자

는 다층구조 3입력 다수결 게이트이며, 각각 1층에서는

읽기 동작이, 3층에서는 쓰기 동작이 수행되며, 1층과

3층에서 연산된 값이 2층에서 합산되어 메모리 부에 저

장된 값이, 그림 10 (a)의 H행5열에 위치한 셀인 F로

출력되게 된다. 또한 1층에 A행7열에 위치한 출력 셀

O는 쓰기 동작이 수행될 때는 0 만을 출력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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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동작이 수행될 때, 메모리 부에 저장된 정보를 출

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 1은 메모리 부의 진리표이다. 이 회로의 출력 F는

메모리 부에 저장된 값이며, F(t-1)는 기존에 저장되어있

던값이며, F(t)는입력에따라변경된값이라고가정한다.

입력 R/W는 메모리 부의 읽기, 쓰기 동작을 결정한다.

R/W = 0이라면, 쓰기 동작이 수행되며, 입력 I의 값이 메

모리 부에 저장되어 F(t) = I의 수식이 성립한다. R/W =

1일 때, 읽기 동작이 수행되며, 메모리 부의 저장된 정보

의 변화는 없고, F(t) = F(t–1)의 수식이 성립한다.

그림 8. 제안된 CAM 셀 논리도

Figure 8. Logic diagram of proposed CAM cell

(a) layer 1

(b) layer 2 (c) layer 3

그림 9. 제안된 QCA CAM 셀

Figure 9. Proposed QCA CAM cell

제안하는 회로는 판단부를 Heikalabad 등이 제안한

회로와 동일한 형태를 사용한다[14]. CAM 셀의 판단부

는 탐색하는 내용인 입력 셀 A와, CAM 셀 내부에 저

장된 내용인 출력 셀 F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2는 CAM 셀의 판단부의 진리표이다. K

= 0이면, 저장된 정보와 상관없이 M = 1을 출력한다.

K = 1이면, 탐색 값 A와 내부에 저장된 값 F가 일치

할 때만 M = 1을 출력한다.

3-input

majority gate

(a) layer 1

3-input

majority gate

3-input

majority gate

(b) layer 2 (c) layer 3

그림 10. 제안된 QCA CAM 셀의 메모리 부

Figure 10. Memory unit of proposed QCA CAM cell

표 1. CAM 셀 메모리 부의 진리표

Table 1. The truth table of CAM cell’s memory unit

R/W I F(t – 1) F(t) O

0 0 X 0 0

0 1 X 1 0

1 X 0 0 0

1 X 1 1 1

표 2. CAM 셀 판단부의 진리표

Table 2. The truth table of CAM cell’s match unit

K A F M

0 ☓ ☓ 1

1 0 0 1

1 0 1 0

1 1 0 0

1 1 1 1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2, pp.521-527, May 31,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525 -

Ⅳ.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설계한 회로들은 QCADesigner 2.0.3의

결합벡터 방식(Coherence vector)을 이용하여 회로 동

작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QCADesignerE를 이용

하여 에너지 손실을 측정하였다[18]. 그림 11은 본 논문

에서 제안된 CAM 셀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출력 값

F는 셀 내부의 정보를 의미하며, R/W가 0 또는 1일 때,

F는 I의 값 또는 F의 이전 값을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출력 O는 R/W가 0 또는 1일 때, 0 또는 F의 값을 각각

출력한다. 탐색의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출력 M은 입

력 K, A와 내부의 저장된 값인 F, 이 세 개의 값에 따

라서 결정이 되며, 시뮬레이션에서 정상적인 동작을 수

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제안된 QCA CAM 셀 시뮬레이션 결과

Figure 11. The simulation result of proposed QCA CAM

cell

표 3은 CAM 셀의 성능비교표이며, 이 표에서 비용

(cost)는 수식 (1)를 통하여 산출된 값이다[19]. 표 4는

CAM 셀의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한 표이다. 회로 전체

의 에너지 소모량과, 모든 셀들의 평균 에너지 소모량

을 표기한다.

   ×  (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회로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QCA CAM셀과비교하여회로를구성하는데필요한면적

과회로의에너지손실량이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표 3. CAM 셀 성능표

Table 3. The performance table of CAM cell

CAM cell
Area

()
No. of

cells

Latency

(clock

cycle)

Cost

[13] 415,004 304 5.75 13,721,069.75

[14] 110,644 100 2 442,576.00

proposed 94,764 89 2 379,056.00

표 4. CAM 셀 에너지 손실량 분석표

Table 4. The energy dissipation table of CAM cell

CAM cell
Energy dissipation(eV)

Total Average

[13] 7.54e-002 6.85e-003

[14] 3.57e-002 3.25e-003

proposed 3.36e-002 3.06e-003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QCA 환경에서, 내부의 저장된 정보

를 이용하여 탐색을 진행하는 CAM 셀을 설계하였다.

CAM 셀은 허프 변환과 네트워크 스위칭 등 특수한 과

정에서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 제안되었

던 QCA CAM 셀들은 모두 평면구조의 메모리 부를

사용하여 공간 효율성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

을 가진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

서는 메모리 부를 다층구조로 설계하였다. 추후 진행할

연구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CAM셀의 판단부를 개선

하여 더 좋은 성능의 CAM 셀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

하여 M × N 형태의 CAM 구조를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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