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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화기를 이용한 논리설계는 구조적 디지털 시스템 설계에서 설계의 편리성과 유연성을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화기(multiplexer : MUX) 기반 논리설계에서 종래의 연구들에서 세밀히 다루지 않았던 무정의 조건

(don't care condition)이 논리최적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단일 다중화기 기반의 설계와 복수 다중화기 기반의 설계를 

위한 무정의 조건의 활용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데이터 입력의 개수가 2m 개보다 적은 경우(선택선의 개수는 m개일 때)의 설계

방법을  고찰한다. 제시하는 기법을 디지털논리설계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창의적 공학교육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는  아두이노

(Arduino)를 이용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Abstract]

Logic design using multiplexer has been used as a useful method for design convenience and flexibility in structural digital 
system design.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 of don't care conditions on logic optimization in a multiplexer-based logic 
design, which was not discussed enough in the previous studies in multiplexer based logic design, and describe the use of don't 
care conditions for designing of a single multiplexer and multiple multiplexer-based logic design. Especially, the design method 
when the number of data input is not 2m (as the number of selection lines is m) is considered. We also describe how to apply 
the proposed technique to the digital logic design education in conjunction with microprocessor design using Arduino which is 
widely used in creative engineering education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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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설계와 설계교육에서 설계문제에 대한 해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은 최적화문제와 시스템설계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적이며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디지털시스템 설계에 활용되

고 있는[1-9] 다중화기를 이용한 설계문제는 매우 유용한 주

제가 될 수 있다[9-11].  

다중화기 기반 설계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즉 (1)입력변수가 m개 일때 선택선의 개수가 m-1

인  다중화기를 이용한 설계 방식과 (2)선택선의 개수가 m-1

보다 작은 다중화기를 이용한 설계 방식 등이다. 즉 한 개의 다

중화기를  이용한 설계의 경우에 비해 크기가 작은 다중화기를 

여러 개 이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회로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기존 연구는 무정의 조건

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선택선의 개수가 m 개 일 때 다

중화기의 데이터 입력의 개수가  2m인 경우만을 고려하고 있다

[9-11].

많은 기존의 설계방식들은 여전히 논리에 중복성(redun- 

dancy)을 포함하고 있어 최적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중화기를 이용한 논리설계는 일반적으로 구현할 논리의 입력

변수가 m개 일 때 다중화기의 선택선의 개수를 m-1개로 하는 

크기의 다중화기를 사용하여 설계한다.  그런데 설계할 논리의 

내용에 따라 또는 무정의 항의 존재여부에 따라 주변회로와의 

연결 관계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무정의항을 고려할 경우 

데이터입력에 필요한 논리의 종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선택

선의 개수가 m 개 일 때 다중화기의 데이터 입력의 개수가  2m 

보다 적은 데이터 입력을 갖는 다중화기로 설계할 수 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정의 조건과 다중화기 기반의 최적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설계방법을 창의적 공

학교육에 매우 유용한 아두이노를 이용한 설계 교육에 활용하

는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Ⅱ. 다중화기 기반 설계에서의 무정의 조건

그림 1은 무정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무정의항을 갖고 

있지 않는 논리) 다중화기를 이용한 일반 논리 설계방식을 나

타낸 것이다. 

표준 집적회로인 다중화기는 구현 대상 논리함수의 입력 개

수가 정해지면 그 크기가 일정하게 정해진다.  설계 대상 논리

는 종종 무정의항을 포함하게 된다. 무정의 항은 회로에 고장

(physical failure)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유용한 논리가 아니

다. 하지만  유효한  논리항과 결합하여 논리의 크기를 줄이거

나 회로 입력의 구성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표준

화 집적회로로 제조되는 다중화기는 크기에 따라 내부 논리가 

결정되어 있어 설계 대상논리의 최적화과정이 무의미하게 인식

된다. 하지만 설계 대상 논리의 적절한  형태로 구성하고 무정

의항을 활용하면 다중화기 외부의 연결회로의 설계 및 포트구

성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크기가 작은 다중화기를 조합하

여 전체 회로 크기 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설계를 할 수 도 있

다. 

Inputs Output

A B C F

0 0 0 0

0 0 1 1

0 1 0 0

0 1 1 1

1 0 0 0

1 0 1 0

1 1 0 1

1 1 1 1

                   (a)

         BC→
00 01 10 11

A'(0) 0 ① 2 ③

A(1) 4 5 ⑥ ⑦

MUX data 
inputs

0 A' A 1

(b)

(c)

그림 1. 무정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다중화기 기반의 

논리 설계 (a)진리표 (b)구현표 (c) Mux로 설계한  회로

Fig. 1. Conventional Mux-based design of logic without 
don't care condition (a)Truth table (b)Implementation table 
(c)Mux-based design

그림 2는 무정의항을 갖는 논리를 다중화기로 설계한 것이

다.  회로의 논리함수가 3개의 입력을 가지므로 필요로 하는 

다중화기의 크기는 4×1 이다. 이 회로를 4×1 다중화기로 설

계하면 (c)와  같은 회로가 된다. 

 구현표 (b)에서 알 수 있듯이 무정의항 AB'C'와 ABC'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다중화기의 데이터 입력 I0, I1, I2, I3에는 

0, A', A, 1이 인가되고 무정의항을 고려하면 데이터 입력 I0, 

I1, I2, I3에 0, 1, 1, 1이 인가될 수 있어 시스템 구성 시 주변 

회로 모듈과의 연결을 고려할 때 최적의 선택이 가능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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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s Output

A B C F

0 0 0 0

0 0 1 1

0 1 1 1

1 0 0 0

1 1 0 1

1 1 1 1

 (a)  

                      BC→
00 01 10 11

A'(0) 0 ① ②d ③

A(1) 0 ⑤d ⑥ ⑦

MUX 
data 

inputs

Not using 
don't care 

terms
0 A' A 1

Using don't 
care terms

0 1 1 1
  

( ②d, ⑤d : don't care terms)

(b)

(c)

그림 2. 무정의 조건이 있는 논리의 다중화기 기반 설계

(a)진리표  (b) 구현표  (c)무정의 조건을 고려한 설계

Fig. 2. Mux-based design of logic with don't care 
conditions (a)Truth table  (b)Implementation table 
(c)Mux-based design without don't care condition 
(d)Mux-based design with don't care condition

다중화기를 사용하는 설계에서 선택선의 개수를 m개일 때 

일반적으로  2m x1 크기의 다중화기를 사용한다.  반면에 설

계 대상논리를 다중화기로 구현할 때  입력의 개수가  2m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인 구현표(implementation table)로는 

설계가 어렵다[12]. 그림 3은 무정의항을 갖는 논리함수 

F(a,b,c)=Σ(0,2,5,7)+Σd(4,6)을 4x1 MUX 및 2x1 MUX 

등으로 설계한 것이다. 

                       BC→ 00 01 10 11

A'(0) ⓪ 1 ② 3

A(1) ④d ⑤ ⑥d ⑦

MUX 
data 

inputs

Not using 
don't care 

terms
A' A A' A

Using don't 
care terms 1 A 1 A

(a)

    

(b)    

(c)

그림 3. 무정의 항을 갖는 논리의 다중화기로의 설계 

(a)일반 4x1 Mux 기반 설계  (b)무정의항을 고려한 4x1 Mux 기반 

설계 (c)무정의항을 고려한 2x1 Mux 기반 설계

Fig. 3. A Mux-based logic design with don't care terms 
(a)General 4x1 Mux-based design (b)4x1 Mux-based design 
using don't care terms (c)2x1 Mux-based design using don't 
care terms 

 무정의항을 이용하면, 다중화기의 데이터 입력으로 무정

의항을 고려하지 않고 구한 데이터 입력값 A', A, A', A대신

에 1, A, 1, A를 인가할 수 있어 논리 설계 시 일반 입력 변수

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주변회로와의 연결관계에서 보다 다

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Ⅲ. 무정의 조건을 고려한 새로운 다중화기 기반  

    논리 설계

다중화기 기반의 논리설계에서는 구현 대상 논리함수의 입

력 개수가 정해지면 그 크기가  일정한 다중화기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n개의 입력변수를 갖는 논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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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다중화기로 설계하기 위해서 선택선의 개수가 n-1개이

고 데이터 입력의 개수가 2n-1개인 다중화기를 선택한다. 예

를 들어 다중화기 기반의 논리설계  시 무정의항의 사용은 몇  

가지 경우에  논리간소화의 효과를 가져 온다.  예를 들어  식 

(1)의 논리함수를 다중화기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계하려면 입력변수의 개수가 4개이므로 선택선의 개수는 3

개 이어야  하고 따라서 데이터입력의 개수는 8(=23)개이므

로 결과적으로 8x1 다중화기를 필요로 한다.  

    F(A, B, C, D)=Σ(0, 2, 3, 6, 7, 9, 11, 13, 14 )+

                        Σd(1, 4, 5 )                                (1)

그림 4는 식 (1)로 나타낸 논리함수를 8x1다중화기로 설

계한 것이다. 

     BCD→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A'(0) ⓪ 1 ② ③ 4 5 ⑥ ⑦

A(1) 8 ⑨ 10 ⑪ ⑫ ⑬ 14 15

A' A A' 1 A A A' A'

(a)

(b)

그림  4. F(A, B, C, D)=Σ(0, 2, 3, 6, 7, 9, 11, 13, 14) 

+ Σd(1, 4, 5 )의 다중화기 설계 (a)구현표 b)8x1다중화기로 

설계한  회로 

Fig. 4.  Mux-based design of  F(A, B, C, D)=Σ(0, 2, 3, 6, 
7, 9, 11, 13, 14 )+Σd(1, 4, 5) (a)Implementation table  
(b)8x1 Mux-based logic circuit

그런데 이 논리를 8x1 다중화기 대신 4x1 다중화기와 

2x1 다중화기로 설계할 경우 회로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

림 5는  식 (1)의 논리함수를 8x1 다중화기 대신 그 크기가 

4x1과 2x1인 다중화기로 설계한 것이다. 

데이터 입력의 논리값을 구할 때 무정의항을 이용하면  A

의 입력값이 0일 때 모든 출력이 1이 되므로 8x1 다중화기를 

사용하는 대신  4x1 다중화기와 2x1 다중화기로 설계가 가

능하게 된다. 

  BCD→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A'(0) ⓪ ①d ② ③ ④d ⑤d ⑥ ⑦

A(1) 8 ⑨ 10 ⑪ ⑫ ⑬ 14 15

A' A(1) A' 1 A(1) A(1) A' A'

(a)

(b)

그림  5. F(A, B, C, D)=Σ(0, 2, 3, 6, 7, 9, 11, 13,  14) 

+Σd(1, 4, 5 )의 다중화기 설계 (a)구현표 (b)4x1 다중화기 및 

2x1다중화기로 설계한 회로 

Fig. 5.  Mux-based Design of  F(A, B, C, D)=Σ(0, 2, 3, 6, 
7, 9, 11, 13, 14 )+Σd(1, 4, 5)
(a)Implementation table  (b)Logic circuit by 4x1 and 2x1 
Muxs

그림 6은  식 (1)의 논리함수를  4x1 다중화기와 2x1인 다

중화기로 설계한 또 다른 방식이다. 2x1 선택선의 입력 A에 

0이 인가될 때  BCD입력의 모든 논리값에 대해 데이터 입력 

I0에 1이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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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D→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A'(0) ⓪ ①d ② ③ ④d ⑤d ⑥ ⑦

A(1) 8 ⑨ 10 ⑪ ⑫ ⑬ 14 15

A' A(1) A' 1 A(1) A(1) A' A'

(a)

(b)

그림 6. F(A, B, C, D)=Σ(0, 2, 3, 6, 7, 9, 11, 13, 14 

)+Σd(1,4,5)의 무정의항을 이용한 다중화기 설계

(a)구현표 (b)4x1 다중화기 및 2x1다중화기로 설계한 회로 

Fig.  6.  Mux-based Design of  F(A, B, C, D)=Σ(0, 2, 3, 
6, 7, 9, 11, 13, 14 )+Σd(1, 4, 5) with don't care terms 
(a)Implementation table  (b)Logic circuit by 4x1 and 2x1 
Muxs with don't care terms

다중화기를 이용한 논리설계 시 3x1 다중화기가 사용될 

수 있다. 3x1 다중화기는 그림 7과 같이 설계하여 표준화(IC)

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림 7.  3x1 다중화기의 설계

Fig. 7.   Design of 3x1 multiplexer

또한 무정의항이 있는 논리설계를 위해 다음 예와 같은 논

리의 경우 1개의 4x1 다중화기와 2개의 2x1다중화기를 사용

하여 6x1 다중화기의 기능으로  그림 8과 같이 설계하여 사

용할 수 있다. 

Selection Inputs Output

C2 C1 C0 Y

0 0 0 X0

0 0 1 X1

0 1 0 X2

0 1 1 X3

1 0 0 X4

1 0 1 X5

1 1 0 D

1 1 1 D

 (D: Don’t care term)

(a)

(b)

그림  8.  6 데이터 입력 회로의 다중화기 기반 설계

(a)진리표 (b)논리도

Fig. 8.  Mux-based design of six data inputs logic circuit 
(a)Truth table  (b)Logic circuit

IV. 아두이노를 이용한 설계 검증 및 실험

다중화기를 이용한 논리설계에서 회로 최적화를 고려하는 

설계는 설계교육에서도 핵심주제가 된다. 설계한 회로를 검증

하기 위해서는 PLD 등으로 회로를 구현하고 여기에 적절한 

입력을 인가하여 출력을 관찰하여 회로 동작을 검증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그림 9는  최근에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는, 마

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와 기능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개발된 아두이노[13]를 사용하여 다중화기 설계회로의 동작

을 검증하는 시스템 즉 다중화기 기반 피테스트 논리회로

(Circuit under Test : CUT), 논리검증용 패턴생성기 및 출

력 비교기 회로(Verification Circuits)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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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아두이노를 사용한 회로 검증 시스템

Fig. 9. Verification system for Mux-based Logic using Arduino

아두이노는 주변장치와의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소형 마이크로프로세서로서 캡스턴설계 등에서는 이를 중앙

제어장치로 하여 센서, 모터, 통신모듈 등 주변장치들을 제어

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한다. 여기서는 설계교육에서 아두이

노의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두이노를 논

리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성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중화기 기반으로 설계된 논리회로를 검증하기 위한 알고

리듬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아두이노를 사용한 회로 검증 시스템의 알고리듬

Fig. 10. An algorithm of logic verification system using 
Arduino

다중화기를 사용하여 설계한 회로의 논리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입력값(입력 패턴)을 생성한 다음 생성된 모든 패턴을 

회로의 주 입력에 인가하여 주 출력으로  출력된 값을 진리표

의 논리값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응답인지의 여부를  판단한

다. 

그림 11은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에서  프로그래밍 하여 다중화

기 기반의 논리회로를 실험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을 구성한 

것이다.  여러 가지 예제를 실험한 결과 각각의 경우 진리표

와 동일한 실험(시뮬레이션) 결과를 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다중화기 기반의 설계

기법과  논리최적화 및 아두이노  응용 등 다양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a)

(b)

그림 11. 아두이노를 사용한 다중화기 기반 설계 회로 검증 실험 

(a)다중화기 기반 실험 회로(4x1 MUX과 2x1 MUX를 

사용한 회로) (b)아두이노를 이용한 논리 검증 시스템

Fig. 11. Experimental results using Arduino for logic verification 
of MUX-based logic circuits. (a)Mux-based experimental 
circuit(Using 4x1 MUX and 2x1 MUX) (b)Logic 
verification system using Arduino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정의 조건과 다중화기 기반의 설계 최적

화 기법에 대해 기술하고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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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를 아두이노와  관련하여 설계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중화기 기반의 논리설계 시 무정의항을 고려하

여 주변회로와의 연결부에서 회로최적화가 가능함과 선택선

의 개수 m개 일 때 무정의항을 고려하여  2mx1 보다 작은 크

기의 다중화기로 설계 하는 방법과  선택선의 개수가 m개일 

때 2mx1 보다 작은 크기의 데이터 입력을 갖는 다중화기로 

설계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표 1은 제안하는 방식과 전

통적인 논리설계 방식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1. 제안하는 방식과 기존 방식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proposed design with conventional 
design

Logic
circuits 
to be 
compared

Number of gates 
for conventional 
design without 

don't care terms

Nuber of gates for 
proposed

design with don't 
care terms

3 x 1 

Mux-based 

Design

3-inputs AND : 4EA, 

4-input OR: 1EA

3-inputs AND : 3EA, 

3-input OR: 1EA

4 x 1 

Mux-based 

Design

3-inputs AND : 4EA, 

4-input OR: 1EA

2-inputs AND : 4EA, 

2-input OR: 2EA

5 x 1 

Mux-based 

Design

4-inputs AND : 5EA, 

5-input OR: 1EA

3-inputs AND : 4EA, 

4-input OR: 1EA

2-inputs AND : 2EA, 

2-input OR: 1EA

8 x 1 

Mux-based 

Design

4-inputs AND : 8EA, 

8-input OR: 1EA

3-inputs AND : 4EA, 

4-input OR: 1EA

2-inputs AND : 4EA, 

2-input OR: 2EA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설계 대상회로의 논리가 무정의항

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논리 조건을 만족할 때  전통적인  

다중화기 기반 논리설계 방식에 비하여 다중화기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선택선의 개수 m개 일 때 무정의항을 고

려하면  2m☓1 보다 작은 크기의 다중화기로 설계 하는 것 또

한  가능하다.

또 다른 내용으로서 최근 공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창

의적 설계 즉 캡스턴 설계와 관련하여 아두이노 마이크로프

로세서 보드의 활용을 위한 주제로서 제시하는 다중화기를 

이용한 논리설계와 접목하여 논리 검증을 위한 검증데이터

(벡터) 생성과 응답 비교를 위한 검증시스템 구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 내용을  통하여 (1)다중화기 기

반의 무정의 조건을 고려한 설계능력 배양, (2)아두이노 프로

그래밍 기법과 활용설계능력 배양 및 (3)종합설계 주제로서 

디지털 설계 다양성과 창의성 배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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