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D flip flop 

 

 

D flip flop은 clk가 0일때는 Q와 Q_bar는 기존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clk가 1이 될 때는 

input인 D 값을 그대로 Q로 보내는 (Q_bar는 not D 값으로) 회로입니다. 

 

2. 레지스터 구조 

 

앞에서 말한 D flip flop 두개를 가지고 레지스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두개를 같이 연결한 

master-slave flip flop이 레지스터의 기본 구조 입니다. 작동원리는 clock이 0일 때는 처음 D flip 

flop은 Q=D가 되고, 두번째 D flip flop은 꺼져 있기 때문에 Q2 값은 이전 Q2 값을 그대로 가지

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clock이 1로 바뀌는 순간 첫번째 flip flop은 clock이 1로 바뀌기 직전의 

D=Q1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뒤의 두번째 D flip flop이 켜지게 되면서 Q2는 첫번째 flip flop

의 Q1 값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clock이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의 input인 D 값을 Q에 저장

하는 회로입니다. 

 



 

위의 회로도를 앞에 1번에서 설명드린 D-flip flop 회로도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NAND 

gate의 경우 속도도 느리고 (logical effort) Area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아래와 같은 

회로도의 flip flop을 많이 씁니다. 

 

 

 



3. 레지스터로 SRAM을 못쓰는 이유 

SRAM의 경우 A. clock과의 동기화가 어려움 B. Master-slave flip flop은 decoder나 sense 

amplifier등의 주변 회로들이 필요하지 않고, SRAM은 이런 주변 회로들의 도움이 필요합

니다. 그런데 메모리 크기가 작아질수록 메모리 대비 주변 회로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

아지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주변 회로들이 필요 없는 Master-

slave flip flop이 레지스터로는 더 효율적입니다. 

 

이거는 조금 오래된거긴 한데 2005년 애플 imac 기준 레지스터와 캐시의 사이즈 및 속도 

차이입니다. 최근에는 L1은 512KB까지, L2는 1~4MB사이, L3은 4~20MB정도라고 하고, L3 

cache 이후로부터는 eDRAM으로도 구현한다고 하네요. 

 

 

 

 

 

 

 

 

 

 

 



4. 레지스터 사이즈 

레지스터 사이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크기, 명령어 코드(ISA) 의 크기 등에 따라서 달

라집니다. 427 수업에서 쓰는 16 bit microprocessor의 예를 들어보면, 일단 데이터 하나하

나의 크기가 16bit이기 때문에 한 데이터의 사이즈는 16bit 이겠죠. ISA 또한 데이터로 존

재하기 때문에 16bit의 크기를 가집니다. 명령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상위 15-12 

bit는 덧셈을 나타내고, 상위 11-8bit와 상위 3-0 bit는 더해지는 숫자들 (A+B 면 A와 B)

이 들어있는 레지스터의 주소를 나타냅니다. 레지스터의 주소가 4 bit이기 때문에 존재하

는 레지스터의 숫자는 총 16개가 있겠죠. 이 경우 필요한 총 레지스터의 크기는 16bit (데

이터 하나의 크기 ) X 16 (레지스터 주소의 개수) = 256 bit가 필요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