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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IoT 기기를 위한 저가, 초소형, 저 전력의 반도체 공정 기반 물리적 복제 불가능 보안회로를 소개한

다. 제안하는 보안회로는 SRAM 구조의 인버터 간 교차결합 경로에 스위칭 회로를 연결하여 챌린지 입력을 인가함

으로써 다수개의 입출력 쌍을 갖도록 한다. 그 결과 제안된 구조는 기존 SRAM 기반 물리적 복제 불가능 보안회로의 

빠른 동작 속도와 비트 당 소요면적이 작은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수개의 입출력 쌍을 갖는다. 제안된 스위칭 

SRAM 기반의 물리적 복제 불가능 보안회로는 성능 검증을 위해 180nm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총 면적 0.095mm2 
의 칩으로 제작하였다. 측정 결과 4096-bit의 CRP, 0의 Intra-HD, 0.4052의 Inter-HD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ew Physical Unclonable Function (PUF) security chip based on a low-cost, small-area, and 
low-power semiconductor process for IoT devices. The proposed security circuit has multiple challenge-to-response pairs 
(CRP) by adding the switching circuit to the cross-coupled path between two inverters of the SRAM structure and 
applying the challenge input. As a result, the proposed structure has multiple CRPs while maintaining the advantages of 
fast operating speed and small area per bit of the conventional SRAM based PUF security chip.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the proposed switched SRAM based PUF security chip with a core area of 0.095mm2 was implemented in 
a 180nm CMOS process. The measurement results of the implemented PUF show 4096-bit number of CRPs, intra-chip 
Hamming Distance (HD) of 0, and inter-chip HD of 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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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관련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초연결

사회의 기반 기술이자 차세대 인터넷인 사물 간 인터넷

(IoT)환경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1-4]. 네트워크 레이

어의 제일 말단에 위치한 IoT 기기의 경우 과거 서버로 

부터의 단방향 통신에서, 수집한 중요 데이터를 전달하

고 다시 명령을 수행하는 양방향 통신으로의 전환이 필

수적으로 요구되면서 해킹과 기기 복제의 문제점이 대

두되고 있다[5]. 
낮은 사양, 저 전력 시스템의 IoT 기기를 위한 보안 

시스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IoT 기기 본연

의 시장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 자체도 

저가, 경량 및 저 전력으로 구현이 되어야 한다. 둘째, 보
안 시스템 자체가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 

복제 불가능 함수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복잡한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난수를 생성하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

반 보안기술은 PC와 메모리 등 고사양을 필요로 하고, 
고성능 PC로 해킹이 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IoT 기
기를 위한 보안 시스템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반해 

최근 연구되고 있는 반도체 기반 보안 기술은 반도체 공

정 기술을 이용하여 저가, 초소형, 저 전력으로 구현이 

가능하며 회로를 복제하더라도, 제조 공정의 편차에 의

한 값이 다 달라 물리적 복제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oT 기기를 위한 최적의 보안기술로 떠오

르고 있다.

Fig. 1 Structure of a delay based PUF.

반도체 공정편차를 이용한 물리적 복제 불가능 보안

회로는 동작원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연 기반과 메모

리 기반 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내는 지

연 기반의 물리적 복제 불가능 보안회로의 경우 공정편

차에 따른 지연 및 발진주파수의 오차를 이용하는 방법

으로서 챌린지 입력과 출력응답 쌍(Challenge-to-Response 

Pairs: CRP)의 개수가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트 당 

소요되는 면적이 크고 출력 값을 생성하는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다[6-7]. 반면에 메모리 소자의 랜덤 한 준안정 

상태를 이용하는 메모리 기반 구조는 지연 기반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비트 당 소요되는 면적이 작고 출력 

값을 생성하는 속도가 빠르나 CRP 개수 1개여서 난수

생성기 등의 제한적 사용만 가능한 문제가 있다[8-9]. 
본 논문에서는 SRAM 내부의 인버터 교차결합 경로

에 스위치를 연결하고, 챌린지 입력으로 스위치를 제어

함으로써 기존의 소형 및 빠른 동작속도의 장점을 보이

면서 동시에 다수개의 CRP를 갖는 새로운 SRAM 구조 

기반 물리적 복제 불가능 보안회로를 제안한다.

Ⅱ. 새롭게 제안하는 다수의 입출력 쌍을 갖는 
스위칭 기반 SRAM 구조

Fig. 2 Schematic of basic SRAM PUF.

그림 2는 일반적인 인버터 교차결합 기반의 SRAM 
메모리 구조이다. 그림에서 두 차동출력 신호(VOUT_B
와 VOUT)는 두 인버터 간의 초기 조건에 의해 하나는 1
로 다른 하나는 0으로 결정되는데 초기 조건은 공정편

차에 의해 무작위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교차결합 되는 

두 인버터 노드의 초기 전압이 공정 편차에 의해 준안정 

지점(Meta-stable point)을 기점으로 왼쪽에 형성되면 

VOUT은 1, VOUT_B는 0이 되고, 반대로 오른쪽에 형

성이 되면 VOUT이 0, VOUT_B가 1이 된다. 그림 2의 

기존 SRAM 구조는 회로를 복제하더라도 공정편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물리적 복제가 불가능하

고, 지연기반 구조와 비교하면 초기 조건에 의해 출력 

값이 바로 결정되어 동작속도가 빠르며, 적은 개수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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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지스터로 구성된 하나의 SRAM 회로에서 하나의 출

력비트를 얻을 수 있어 작은 면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장

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SRAM 구조는 동일한 칩에서 

챌린지 입력 없이 하나의 출력 값만을 갖기 때문에 제한

적인 분야에만 사용이 가능한 단점이 있다.

Fig. 3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witched SRAM 
based CRP PUF.

Fig. 4 Voltage transfer curve of the proposed switched 
SRAM based CRP PUF.

그림 3은 새롭게 제안하는 스위칭 SRAM 기반의 물

리적 복제 불가능 회로도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제안하는 

구조는 그림 2에서 기존 두 인버터 간의 교차결합 경로 

각각에 Pass 트랜지스터 형태의 스위칭 회로를 연결하

고, 챌린지 입력으로 스위칭 회로를 제어하도록 함으로

써 챌린지 입력에 따라 교차결합을 재구성하여 다수개

의 출력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림 3의 구성은 두 개의 

SRAM 인버터 각각에 스위칭 회로를 연결하여 4-bit 챌
린지 입력을 갖는다. 그림 4는 그림 3의 회로에서 챌린

지 입력 대비 가능한 모든 출력 값을 보여준다. 그림 4에

서 인버터의 차동 출력 전압은 두 곡선(빨간 실선과 파

란 실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고, 공정편차에 의해 

복수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공정편차가 무작위하다고 

가정할 때, 그림 3의 인버터 INV_1과 INV_2 곡선은 준

안정 상태를 기점으로 좌우, INV_3과 INV_4의 곡선은 

상하에 위치할 수 있다. 인버터의 차동 출력 전압이 만

나는 지점이 준안정 상태를 기점으로 위에 있으면 

VOUT 출력은 1이 되고 아래에 있으면 0이 된다. 이때, 
출력 값은 예측이 불가능한 공정편차에만 결정이 되어

야 무작위한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빨간색 인

버터와 아래의 파란색 인버터의 수는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차결합 인버터의 수가 다를 경우, 
공정편차와 상관없이 한 쪽으로 값이 정해지므로 복제

가 가능하다. 위의 조건을 고려하면 제안된 스위칭 기반 

SRAM 구조에서 4-bit 챌린지 입력을 사용할 경우 그림 

4와 같이 5개의 출력 값을 얻을 수 있으며 표 1은 그림 4
일 예에서 챌린지 입력과 그 때의 출력 값을 정리한 결

과이다.

Table. 1 Operational truth table of the proposed switched 
SRAM based CRP PUF

C1 C2 C3 C4 VOUT

1 0 1 0 1

1 0 0 1 1

0 1 1 0 0

0 1 0 1 0

1 1 1 1 0

Ⅲ. 스위칭 기반 SRAM을 적용한 물리적 복제 
불가능 보안회로 설계 및 측정결과

그림 5는 2장에서 제안한 구조를 적용하여 설계한 스

위칭 SRAM 기반 물리적 복제 불가능 보안회로 시스템

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SRAM 셀은 16*16 어레이 형태

로 제어 회로(Controller)와 함께 구성되어 있다. SRAM 
어레이는 교차 결합된 양측 인버터들이 균일한 기생성

분을 가져 공정편차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난수가 생성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셀 어레이는 칩 입력 신호에 

따라 행(WL, 워드라인) 단위로 동작하고, 열들의 병렬 

출력(BL, 비트라인)을 Readout 회로를 통해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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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op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witched 
SRAM based CRP PUF.

제어 회로는 행 디코더, 워드라인 드라이버, 그리고 

동작 모드 선택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주소 선택 신호 

A<0:3>를 통해 동작시킬 행을 선택하면, 디코더와 워드

라인 드라이버를 통해 워드라인 선택 신호(WL, 워드라

인)를 생성하여 어레이에 전달한다. CLOCK과 CLEAR 
신호를 통해 동작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셀 

활성화 신호인 EN 신호 그리고 Readout 동작 신호인 

Read 신호를 생성하여 전달한다. Readout 회로와 PUF 
셀 간에는 tri-state 버퍼로 연결되어, 셀들의 동작이 끝

나기 전에는 외부 부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충 역할

을 수행하여 공정 편차에 의해서만 난수가 생성될 수 있

도록 하였다. 난수 생성 동작이 끝나면 비트라인과 연결

되어 노이즈를 제거하고, 충분한 출력 전류와 함께 출력

을 칩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6은 그림 3의 제안된 스위칭 SRAM 구조를 확

장하여 구현된 16비트 챌린지 입력 PUF 회로이며 그림 

5의 단위 PUF 셀 내부 회로를 보여준다. 그림 7은 그림 

6의 단위 PUF 셀 동작 모드를 나타낸다. 단위 셀은 16개
의 인버터들이 pass 트랜지스터와 함께 교차 결합을 이

루며, 동작 활성화와 어레이 구성 시 행 선택을 위한 EN 
및 WL 트랜지스터가 추가된다. 동작 모드는 Pre-charging
을 담당하는 Standby 모드와 고유 난수를 생성하는 

Evaluation모드로 구분된다. 먼저 Standby 모드에서 EN 
노드에 논리 0을 인가하여 출력 노드를 Pre-charging하
여 양쪽 인버터 출력을 모두 논리 1로 만들고, 챌린지 입

력을 통해 인버터들의 교차결합을 재구성한다. 그림 6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SRAM 셀 출력 노드들뿐만 

아니라 비트라인도 Pre-charging이 필요한데, 이는 일반 

SRAM의 Read 동작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Evaluation 
모드에서 EN 노드에 상승 신호를 인가하면 양쪽의 인버

터가 공정 편차에 의해 난수 키를 생성하기 시작한다. 
일정 시간 이후, SRAM 셀이 안정 상태에 도달하여 난

수 키가 결정되면, WL 트랜지스터를 활성화하여 출력

을 비트라인으로 전달한다. 이때, 워드라인을 EN보다 

늦게 활성화하는 이유는 안정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워

드라인을 활성화하면 비트라인에 존재하는 부하가 셀 

동작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Fig. 6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witched SRAM 
based CRP PUF with 16-bit challenge input.

Fig. 7 Operational timing diagram of the proposed 
switched SRAM based CRP 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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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e micrograph of the proposed switched SRAM 
based CRP PUF.

그림 8은 제안하는 스위칭 SRAM 기반 물리적 복제 

불가능 함수의 동작 및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180nm 
CMOS 공정으로 제작된 칩 사진을 나타낸다. 총 면적은 

대략 0.095mm2이고, 물리적 복제 불가능 단위 PUF 셀
의 면적은 342um2이다. 제작된 칩은 1.8V의 공급전원으

로 동작시켰고 FPGA, 칩 소켓 그리고 메모리가 포함된 

테스트보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PC에서 터미널 프

로그램과 UART 통신을 통해 테스트 벤치를 보드에 전

송하면, 이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FPGA를 통해 구현된 

Scan chain 테스트 회로를 통해 칩에 입력으로 순차적으

로 인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칩의 출력을 Scan chain 회
로, UART 통신을 통해 PC에서 수신하였다. 이 후, 
Matlab에서 칩의 출력을 불러와 성능을 계산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구현하여 가시화하였다. 
물리적 복제 불가능 함수에서 대표적인 성능 지표는 

난수 키의 인증식별성 및 인증재생산성인데, 두 지표 모

두 해밍 거리를 통해 계산한다[6]. 해밍 거리는 동일한 

길이를 갖는 두 비트열이 서로 다른 정도를 거리로 표현

할 수 있는 단위이다. 인증식별성은 동일한 회로로 제작

된 서로 다른 두 칩에 동일한 챌린지를 인가하였을 때 

생성되는 두 출력이 서로 다른 정도를 해밍거리(Inter- 
chip hamming distance)를 통해 수치화할 수 있다. 이상

적인 수치는 50%로써, 1 또는 0이 생성될 확률이 50%
라는 의미를 갖는다. 인증재생산성은 한 칩에 동일한 챌

린지를 두 번 인가하였을 때 생성되는 두 출력이 서로 다

른 정도를 해밍거리(Intra-chip hamming distance)를 통해 

수치화 할 수 있다. 이상적인 수치는 0%로써, 동일한 입

력에는 100% 균일한 출력을 생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많은 칩 개수, 챌린지 그리고 반복 측정을 통해 수

행하면 가우시안 분포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치를 얻을 수 있다. 
제안하는 물리적 복제 불가능 함수의 인증식별성 측

정 결과를 히스토그램,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로써 그림 

9에서 나타낸다. 인증식별성 평균은 40.52% 그리고 표

준편차는 5.06%로 도출되었다. 20개의 칩, 100개의 챌

린지 입력 그리고 신뢰성을 위해 챌린지당 1천 번의 반

복 측정을 통해 도출하였고, 공급전원 1.8V와 상온 환경

에서 측정되었다. 그래프의 x축은 해밍거리를 제안하는 

보안 칩의 출력 비트 길이인 256으로 나눈 것이다. 그림 

10은 제안하는 회로의 인증재생산성 측정 결과를 나타

낸다. 평균은 7.69% 그리고 표준편차는 2.35%로 도출

되었다. 5개의 칩, 2개의 챌린지 입력 그리고 좀 더 엄격

한 평가를 위해 챌린지당 1만 번의 반복 측정을 통해 도

Fig. 9 Measured inter-chip hamming distance distribution.

Fig. 10 Measured intra-chip hamming distanc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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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고, 동작 환경은 인증식별성 측정 환경과 동일하

게 설정하였다.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with State of the Art

 This 
Work

ISSCC’
15 [10]

VLSI'17
[11]

VLSI'17
[12]

Technology 180nm 
CMOS

40nm 
CMOS

130nm 
CMOS

28nm 
FDSOI

Architecture Bi-Stable 
(SRAM)

Delay 
(RO) Analog Bi-Stable

(SRAM)

Response 
Bit-width 256 1 1 64

Challenge 
Bit-width 16 96 65 -

Number of 
CRPs ~1.3*104 ~5.5*1028 ~3.7*1027 ~1.17*1011

Core Area 
(um2) 342 845 39000 1140

Efficiency
(pJ/bit) 0.9 17.75 11 0.097

Inter-Chip HD 0.4052 0.5007 0.499 0.483

Intra-Chip HD
0 

(46% CRPs 
discard)

0 
(34% CRPs 

discard)

0.001 
(46% CRPs 

discard)
0.0317

Worst Settling 
Time (ns) 8 1100 - -

표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수의 CRP를 생성하

는 스위칭 SRAM 기반 물리적 복제 불가능 함수와 이전

의 연구 결과들을 비교한 표이다. 이전 연구들과 비교했

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가 가장 작은 셀 면적

을 나타내는데, 이는 SRAM 구조의 장점이다.[12] 구조

도 같은 SRAM을 이용하지만 주소 순서를 단순 변경시

켜 64 비트 CRP를 생성하는데 반해, 본 논문에서는 

SRAM 구조 자체를 변경하므로 제안된 구조가 더 많은 

4096 비트 CRP를 생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면적으

로 구현되었다. 0.9 pJ/bit의 에너지 효율 또한 SRAM 구
조가 지연 기반이나 아날로그 기반 다른 구조들에 비해 

빠른 동작속도를 갖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12]의 구조보다는 크지만 28nm와 180nm의 디지털 공

정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제안하는 구조가 충분한 경쟁

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증재생산성 지표인 

Intra-chip hamming distance의 경우, post-processing을 

통해 46%의 불안정한 CRP를 제거하였을 때 이상적인 

지표인 0이 도출되었고, 이전 연구들과 유사한 성능을 

갖는다. 제안하는 구조가 이전 연구들에 비해 CRP의 개

수가 더 적은데, 이 이유는 본 논문에서 제작된 제안하

는 구조의 보안 칩이 16 비트 챌린지를 가지기 때문이

다. 본 논문의 구조를 96비트의 챌린지로 확장하면, 
CRP의 개수는 ~6.4*1027개로 늘어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가, 경량, 저 전력 IoT 기기를 위한 

새로운 반도체 공정 기반의 물리적 복제 불가능 보안회

로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보안회로는 SRAM 구
조에서 인버터 간의 교차결합 경로에 스위칭 회로를 연

결하고 스위칭 동작을 챌린지 입력으로 제어함으로써 

다수개의 입출력 쌍을 생성하였다. 그 결과 기존 SRAM 
기반 물리적 복제 불가능 회로의 빠른 동작 속도와 소형

화의 장점과 더불어 다수개의 입출력 쌍으로 동작시킬 

수가 있었다. 제안된 스위칭 SRAM 기반의 물리적 복제 

불가능 보안회로는 난수생성 구조로써 뿐만 아니라, 기
존 SRAM 기반 구조로는 적용이 불가능한 메시지 인증, 
객체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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