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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Debye 분산 특성을 가지는 복제 방지용 PUF를 설계하기 위한 전자계 해석 방안을 

고려하였다. 공기층과 분산매질(Si)로 구성된 1차원 모델 내에 전파하는 펄스를 모형하기 위해 FDTD

법을 이용하였다. 불연속 경계면에 도달한 펄스는 일부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되어 빠르게 감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FDTD법에 의한 Debye 분산특성을 가지는 1차원 복제방지용 PUF 설계 

및 모델링에 적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electromagnetic modeling to design unclonable PUFs with 

frequency-dependant materials corresponding to Debye dispersion. To demonstrate FDTD 

calculations consider that 1-D problem of pulsed plane wave traveling in free space normally 

incident on air-silicon material interface. The pulse traveling wave at a vacuum-medium interface 

were reflected, and transmitted wave were dissipated. As a result, 1-D PUF with Debye 

dispersion material structure can be applied and FDTD calculation for PUF modeling is a good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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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암호 칩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의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로서 PUF(Physical Unclonnable 

Functions)에 관련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PUF는 디지털 기기의 복제 방지 기술로, 동일

한 회로라 하더라도 회로를 구현하는 공정에 따

라 선로 지연(Wire Delay), 게이트 지연(Gate 

Delay) 등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복제 여부를 알

아내는 기술이다[1,2]. PUF 유형으로는 광학 PUF, 

코팅 PUF, PUF 복제, PUF 모델링, 도전-응답모
델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PUF를 이용한 

RFID 태그와 상호인증 프로토콜 설계에 관한 응

용도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칩에 부식방지 계층

(passivation layer)으로서 Si, SiO2 등을 사용하여 

절연 및 칩을 보호하는 산화막을 가지는 디바이
스를 대상으로 그 물리적 특성을 해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설계를 목표로 한다.

Ⅱ. EM 모델링 방안

부식방지 계층을 가지는 디바이스에 대한 해석

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자계 해석으로는 어려움
이 따른다. 그 이유는 파동이 이동하는 매질이 일

반적으로 등방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식

방지 계층을 형성하는 매질은 주파수에 의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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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반사시키는 특성
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식방지 계층의 매질을 모델링

하기 위하여 파동이 전파되는 매질의 특성이 주
파수에 따라 상대 유전율이 변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이와 같은 특성은 Debye 분산[4,5]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 분산특성
을 모델링할 수 있다.


   





      (1)

여기서 은 상대 유전율, 는 도전율, 는 

relaxation time, 기타 나머지 항들은 주파수에 관

련된 항들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Debye 분산 
특성은 식(1)을 근거로 그림 1과 같은 특성을 가

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 실험을 위한 Debye 분산특성

그림 2. 정식화를 위한 전자계 배치

매질의 유전율이 주파수의 함수로 주어지는 분

산성 매질에서는 전속밀도 와 전계 가 비례
관계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화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분산성 매질을 취급하기 위한 방

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분극 에 대한 운동방정

식을 생각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전속밀도 와 전계 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3)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분산성 매질을 가지는 

전자계 해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치해석 방

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영역
에서의 차분법으로 알려진 FDTD법[4,5]을 이용하

였다. 시간추이에 따른 전계와 자계에 대한 정식

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정식화와 관련된 
전자계 배치는 그림 2와 같다.


    

 
 

  
  

    

   



 ∞ 



∞

   



 ∞ 





   



 ∞ 








    

   


    

그림 3. 실험 모델

Ⅲ. 실험 및 고찰

실험을 위해서 분산성 매질은 상대 유전율이 

10GHz까지의 범위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

였으며, ∞는 4.7, 는 0.01(S/m), 는 0.0001로 

가정하였다. 또한 계산 공간은 =0.13(m) 단위

로 전체 500 셀로 이산화하였으며, 250  영역부

터는 분산성 매질로 설정하였다(그림 3 참조). 

왼편 자유공간 영역에서 가우시안 펄스를 입력

하였을 때, 시간 추이에 따른 계산결과는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T=600  시점에서 분산성 매질

을 마주하고 일부 펄스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

되는 양상을 목격할 수 있다. 이후 T=1000  경
과 뒤에는 대부분의 펄스 에너지가 분산성 매질 

내에서 소모되어 감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파수에 의존하여 분산성 매질 내에서의 펄스 
응답을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를 이용

하여 계산한 결과는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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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1500  시점에서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으

며, 각 시간 추이별로 DFT를 수행하였으며 관심 
주파수는 800MHz, 2GHz, 5GHz로 설정하였다. 

(a) T=300에서의 펄스 전파

(b) T=600에서의 펄스 전파

(c) T=1000에서의 펄스 전파

그림 4. 펄스 전파(시간 응답 특성)

(a) 800MHz에서의 주파수 특성

(b) 2GHz에서의 주파수 특성

(c) 5GHz에서의 주파수 특성

그림 5. 정상상태에서의 주파수 응답특성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분산성 매질이 위치한 

불연속 경계면에서 일부 펄스들은 반사되고 나머

지 펄스는 투과되어 감쇠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특히 5GHz 주파수에서는 투과계수가  

0.78이었으며, 분산성 매질이 시작되는 경계면에

서 빠르게 감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특성으로 볼 때 EM 공격과 같은 수단을 이용

하여 디바이스 내부의 동정을 하거나 디바이스 

내부에서의 신호 누설로 인한 신호 해킹 등은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EM 공격을 통

하여 디바이스 내부의 회로 정보 및 칩 클록 정
보 등을 동정하여 수집하는 것은 디바이스를 둘

러싼 분산성 매질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려울 것

으로 보여 그 유효성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할 때 2차원 

또는 3차원 해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모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칩 내부의 회로 

패턴 등을 둘러싼 산화막 등이 다층 구조를 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물 등에 대한 해석도 병행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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