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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한 XOR 게이트 기반의 양자점
셀룰러 오토마타 T 플립플롭

XOR Gate Based Quantum-Dot Cellular Automata T Flip-flop Using 
Cell Interaction 

유찬영*, 전준철**

Chan-Young Yu*, Jun-Cheol Jeon**

요 약 양자점 셀룰라 오토마타(Quantum-Dot Cellular Automata)는 기존의 CMOS 회로의 물리적 크기 한계를 극

복하여 효율적인 회로 설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특징 때문에 많은 연구 단체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나노 회로 설계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QCA를 이용하여 기존 디지털 회로 중 하나인 T 플립플롭 회

로를 제안한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T 플립플롭들은 다수결게이트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회로가 복잡하며 지

연시간이 길다. 따라서 다수결게이트를 최소화시키며,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한 XOR 게이트 기반의 T 플립플롭을

설계함으로써 회로의 복잡도를 줄이고, 지연시간을 최소화한다. 제안하는 회로는 QCADesigner를 사용하여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며, 기존에 제안된 회로들과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한다.

주요어 : 나노기술, 양자점 셀룰러 오토마타, T 플립플롭, XOR게이트, 셀 간 상호작용

Abstract Quantum-Dot Cellular Automata is a next-generation nanocircular design technology that is drawing 
attention from many research organizations not only because it is possible to design efficient circuits by 
overcoming the physical size limitations of existing CMOS circuits, but also because of its energy-efficient 
features. In this paper, one of the existing digital circuits, T flip-flop circuit, is proposed using QCA. The 
previously proposed T flip-flops are designed based on the majority gate, so the circuits are complex and have 
long delays. Therefore, the design of the XOR gate-based T flip-flop using cell interaction reduces circuit 
complexity and minimizes latency. The proposed circuit is simulated using QCADesigner, and the performance is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existing proposed circuits.

Key words : Nanotechnology, Quantun-dot Cellular Automata, T Flip-flop, XOR gate, Cell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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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의 회로 기술인 CMOS 소자는 물리적 크기 및

높은 전력 소모율과 발열량 등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1]. 양자점 셀룰라 오토마타(QCA, Quantum-Dot

Cellular Automata)는 CMOS 보다 발열량이 적으며

낮은 전력 소모율 등으로 인해 CMOS의 대체 회로 설

계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2][3]. QCA의 기본 개념은

Lent 등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4], QCA를 바탕으

로 다양한 회로들이 설계되었다.

플립플롭은 1비트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회로이

며, 순차 회로의 기본 요소이다. 플립플롭은 이전 상태

를 계속 유지하며 저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주로 계수기(Counter)회로에 사용된다. T 플립플롭

에서 T는 토글(Toggle)을 의미하며 입력이 있을 때마

다 출력값이 반전된다. QCA 환경에서는 다수결 게이

트 기반 T 플립플롭, 멀티플렉서를 이용한 T 플립플

롭 등이 설계되었다[5][6].

기존의 XOR 게이트들은 다수결 게이트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7][8]. 하지만 다수결 게이트를 바탕으로

설계된 XOR 게이트들은 회로 면적이 커질 뿐만 아니

라 지연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셀 간 상호작용

기반의 XOR 게이트를 사용하여 T 플립플롭을 설계한

다.

Ⅱ. 관련 연구

1. 기본 소자

QCA 회로는 기본 단위인 양자 셀로 구성되어있으

며 이 셀들은 네 개의 양자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셀

의 내부에는 두 개의 전자가 존재하며 쿨롱 반발력에

의해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하게 된다[9]. 이 전자

들은 입력받는 신호에 따라 +1 혹은 -1 의 편극을 가

지며 각각 이진논리 1과 0에 대응된다. 그림 1은 QCA

셀의 두 가지 편극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셀들을 인

접하게 배치하여 회로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정 셀의

편극이 정해지게 되면, 쿨롱반발력에 의해 인접한 셀

들의 전자가 같은 편극 상태로 결정되며 신호가 전달

된다.

(a) 이진논리 1 (b) 이진논리 0
(a) Binary logic 1 (b) Binary logic 0

그림 1. 기본 QCA 셀의 두 편극상태
Fig. 1. Two polarization states of the basic QCA cell,

그림 2는 QCA 셀로 구성된 게이트들을 나타낸다.

그림 2(a), 그림 2(b)는 각각 OR, AND 게이트이며

[10], 그림 2의 주황색 입력 셀 1개의 편극 값을 +1 또

는 -1로 고정시키면 다수결 게이트는 각각 OR 또는

AND 게이트로 사용할 수 있다[11].

(a) OR 게이트 (b) AND 게이트
(a) OR gate (b) AND gate

그림 2. 3입력 다수결 게이트의 변형
Fig. 2. Transformation of 3-input majority gate

(a) 약한 인버터 (b) 강건 인버터
(a) Weak inverter (b) Robust inverter

그림 3. QCA 인버터
Fig. 3. Inverter of QCA

인버터는 그림 3의 (a)와 (b)에서 보듯이 평면 구조

상에서 두 가지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a)는 약한 인

버터로 회로 자체의 면적이 작지만 신호 전달력이 약

하며, (b)는 강건 인버터로 신호 전달력은 강하지만,

회로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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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T 플립플롭 회로

그림 4는 [19]에서 제안된 T 플립플롭의 회로도이

다. 해당 회로는 T와 C의 2개 입력과, 1개의 출력 Q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수결게이트 1개와 XOR 게이트 1개

로 설계되었다. 입력신호인 T와 C는 셀 1개의 편극을

–1로 고정시켜 다수결게이트를 통과시킨다. 다수결게

이트에서 출력된 신호는 출력신호 Q와 XOR 게이트에

연결된다. 위의 신호들은 루프배선을 통해 다시 XOR

게이트에 전달된다.

그림 4. [19]에서 제안된 T 플립플롭 논리도
Fig. 4. T Flip-flop logic diagram proposed in [19]

3. 기존의 T 플립플롭 분석

그림 5(a)는 Vetteth 등이 제안한 회로이며[13], 45°

회전된 셀을 사용해 루프 배선을 구성하여 입력신호

T와 Clock의 신호 간섭이 거의 없으며, 강건 인버터를

이용하여 신호가 안정적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배선이

길고 많은 다수결 게이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회로 면

적이 커졌으며,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

그림 5(b)는 Majeed 등이 제안한 회로이다[14].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한 XOR 게이트와 AND 게이트 1

개로 설계한 회로이며, 셀 면적이 작고 개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루프구간에서 클럭 당 배선 길이가 너

무 짧아 오류나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5(c)는 멀티플렉서를 2개 연결하여 설계한 T

플립플롭으로[15], 다수결게이트가 아닌 멀티플렉서 기

반으로 설계되어 공간복잡도를 줄였다. 하지만 필요면

적이 크고 지연시간이 다소 길다.

그림 5(d)는 Angizi 등이 제안한 회로이다[16]. 다수

결 게이트 4개와 2개의 인버터를 사용하여 설계하였으

며, 루프 배선을 통해 값을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루

프 배선 구간에서 클럭 당 배선 길이가 짧아 5(b)와 같

이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a) [13]에서 제안된 회로
(a) Circuit proposed in [13]

(b) [14]에서 제안된 회로
(b) Circuit proposed in [14]

(c) [15]에서 제안된 회로
(c) Circuit proposed in [15]

(d). [16]에서 제안된 회로
(d). Circuit proposed in [16]

그림 5. 기존에 제안된 T 플립플롭 회로
Fig. 5. Previously proposed T flip-flop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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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하는 QCA 회로

1. 제안하는 XOR 게이트

제안하는 T 플립플롭은 QCA XOR 게이트를 사용

한다. XOR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신호가 같으면 0, 다

르면 1의 출력을 내보내는 디지털 논리 게이트이다

[17]. 그림 6은 제안하는 QCA XOR 게이트로 셀 간

상호작용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8에서 편극 값이

+1인 고정 셀 2개와 입력신호 1의 셀에 의해 셀 C1의

편극 값이 결정되며, 편극 값이 -1인 고정 셀 1개와 입

력신호 1, 2의 셀에 의해 C2의 편극 값이 결정된다. 값

이 결정된 C1과 C2 셀에 의해 C3의 값이 결정되며, 인

버터를 거쳐 C3 셀의 값을 반전시켜 C4 셀의 값이 정

해진 후, 출력 셀 Output에 전달된다.

그림 6. 제안하는 XOR 게이트
Fig. 6. Proposed XOR gate

제안하는 회로는 기존의 XOR 게이트에 비해 셀 수

와 면적을 줄이고, 다수결게이트 기반이 아닌 셀 간 상

호작용 기반의 회로이다. 따라서 지연시간이 짧으며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값이 출력되는 것을 그림 7에서

볼 수 있다.

그림 7. 제안하는 회로의 셀 위치도
Fig. 7. Cell position diagram of proposed circuit

그림 8. 제안하는 QCA XOR 게이트 시뮬레이션 결과
Fig. 8. Simulation result of proposed QCA XOR gate

2. 제안하는 T 플립플롭

표 1은 T 플립플롭의 진리표로 T가 0이면 C(Clock

Pulse)는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T가 1이

될 경우 현재 상태를 반전시킨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T 플립플롭을 설계하기 위해 XOR 게이트를 사용하였

다. 표 2는 XOR 게이트의 진리표이며, 표 1의 T 플립

플롭 진리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OR

게이트를 사용하여 T 플립플롭을 설계한다.

그림 9는 제안하는 XOR 게이트를 바탕으로 설계한

T 플립플롭의 회로이며 그림 3에서 제안한 XOR 게이

트와 AND 게이트를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입력 신호

T와 C는 AND 게이트로 연결되고 출력 Q(t+1)는 신

호가 3층으로 전달되어 AND 게이트에서 나온 신호와

함께 XOR 게이트를 통과한 후 결과 값 Q(t+1)를 출력

한다.

그림 10은 제안하는 T 플립플롭을 QCA Designer

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정확하고 안정적인

결과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전체 회로 (b) 1층

(a) Full circuit (b) Lay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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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층 (d) 3층
(c) Layer 2 (d) Layer 3

그림 9. 제안하는 QCA T 플립플롭 셀
Fig. 9. Proposed QCA T Flip-flop cell

그림 10. 제안하는 QCA T 플립플롭 시뮬레이션 결과
Fig. 10. Simulation result of proposed QCA T Flip-flop

표 1. T 플립플롭의 진리표
Table 1. Truth table of T flip-flops

T Q(t) Q(t+1)
0 0 0
0 1 1
1 0 1
1 1 0

표 2. XOR 게이트 진리표
Table 2. Truth table of XOR gate

A B Q(t+1)
0 0 0
0 1 1
1 0 1
1 1 0

Ⅳ. T 플립플롭 비교 및 분석

1. 기존에 제안된 T 플립플롭 분석

표 3은 제안하는 회로와 기존의 T 플립플롭들 간의

성능 차이를 나타낸다. 비교 대상은 셀 수, 면적, 그리

고 지연 시간 세 가지이며, 제안된 T 플립플롭은 셀

수를 최소 10%에서 최대 72% 감소시켰고, 면적을 최

소 14% 에서 최대 71%로 줄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연

시간을 최소 50%에서 최대 71%로 감소시켰다.

제안된 T 플립플롭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회로들에

비해 다양한 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

인된다.

표 3. T 플립플롭의 비교표
Table 3. Comparison table of T Flip-flops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QCA 환경에서 XOR 게이트를 사용

하여 T 플립플롭을 설계하였다. 기존의 XOR 게이트

는 다수결게이트를 사용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회로

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

점이 있다. 제안하는 XOR 게이트는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기존의 다수결게이트 기반의 XOR 게이트보

다 회로 면적을 감소시켰다. 또한, 제안하는 XOR 게이

트를 바탕으로 설계한 T 플립플롭은 다층 구조를 사

용하여 기존의 회로에 비해 필요면적을 줄였으며, 지

연 시간을 감소시켜 성능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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