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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서론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장치 및 IoT(Internet Of Things) 장치, 

EV(Electric Vehicle)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

말 장치의 종류와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장치를 장시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배터리 기

술 역시 발전하고 있지만, 현시점의 배터리는 물

리적인 크기와 한정적인 전력 공급량의 한계점이 

있어 주기적인 충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해야 한

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충전을 수행하는 환

경에서 단말 장치의 사용자들은 물리적으로 제한

된 유선 충전 방식보다 제한이 적은 무선 충전 

방식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1]. 이

러한 수요를 위해 새로운 충전 방식으로써, 무선 

전력 전송 (Wireless Power Transfer, WPT) 기

술이 대두되고 있다. 전력 전송 기술로는 자기 유

도 방식의 충전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WPC(Wireless Powe Consortium)의 Qi 표준의 

기술들이 대표적이며, A4WP(Alliance for 

Wireless Power)의 자기 공진 방식과 실험 단계

에 있는 마이크로파 전송 방식 등이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2].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

선 전력 전송 기술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전력 전

송 시스템을 위협하거나, 전력 수신 메커니즘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전력을 전달받는 기기를 위협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도 진

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

기반 환경을 대상으로 발생했던 보안 위협 사례 

및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제시한 연구들을 분석하고 무선 전력 전송 시스

템의 보안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솔루션

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각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사례나 취약점 

 

 

요요  약약  

IoT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의 문제는 꾸준하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무선 전력 전송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선 전력 전송 기술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점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고, 관련된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연구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차세대 무선 전력 전송 보안 위협 

및 솔루션에 대한 기반 개념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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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무선 전력 충전 기술 종류

 

분석 연구 등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해당 공격 

사례 와 취약점 분석 연구 등을 기반으로 무선 

전력 전송 기술 보안 위협 솔루션을 분석하여 제

시한다. 4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22..  무무선선전전력력  전전송송  공공격격  사사례례  및및  취취약약점점  연연구구  

본 장에서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기반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과 관련된 연구 

및 공격 사례 등을 서술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전력 전송 공격 사례를 무선 전력 충전 시스템의 

전력 전송자 또는 수신자를 목표로 하여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공격 사례인 무선 전력 충전 

부채널 공격, Denial of Service 공격, 인증 우회 

공격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22..11..  무무선선  전전력력  충충전전  부부채채널널  공공격격  

무선 전력 충전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전력 

부채널 공격(Power Side-Channel Attack)은 전

력 송신장치에서 전력 수신 장치로 전송되는 전

력량을 분석하여 전력 수신 장치의 행위를 분석

하는 공격으로써, 공공 유선 충전 인프라를 사용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력 부채널 공격 위협 

분석 연구에 기반한다.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충

전 방식의 경우 충전 중 전력 수신부의 행위에 

따라 전력 송신부의 송신 전력량이 변하는 현상

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선 전력 전송 방식

과 취약 요소와 흡사하여 유선 전력 전송의 보안  

 

위협을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유

선 충전 방식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케이블을 장

에 연결해야 공격이 가능하지만, 자기 유도 방식

의 무선 충전 방식의 경우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

는 위치(책상, 거치대 등)에 악성 무선 충전기를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 공격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한 위협 분석 연구 사례로써, 소모 전

력 분석을 통해 자기 유도 방식 기반의 무선 전

력 충전 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장치의 웹

사이트 핑거프린팅(Finger printing) 공격을 통한 

정보 유출 연구를 수행한 사례가 존재한다[3]. 

  

22..22..  DDeenniiaall  ooff  SSeerrvviiccee  공공격격  

자기 공진 방식의 무선 전력 전송 장치의 경우, 

전력 송신 기기과의 인증 및 전력 전송 정보 통

신을 위해 BLE, ZigBee 등 별도의 통신 모듈을 

사용한다. 무선 전력 충전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DoS 공격의 경우, 해당 통신 모듈을 대상으로 의

도적인 통신 과부화를 유도함으로써, 통신 모듈의 

소비 전력을 증가시켜 무선 전력 충전 장치의 전

력 전송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FOD(Foreign Object Detection) 기능을 기반으

로 과도한 충전 요청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과

도한 무선 전력 전송을 유도하여 서비스를 방해

한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한 위협 분석 연구 사례

로써, DoS 공격 상황을 인식하고 (Power 

Positive Network)를 이용함으로써, 통신 과부화 

방방식식  자자기기유유도도  자자기기공공진진  마마이이크크로로  안안테테나나  

동동작작원원리리  코일 간 전자기 유도 현상 
공진주파수가 동일한 코일 

간 자기공진 현상 
안테나의 원역장 방사현상 

장장점점  수 cm이내 전송에 유리 및 
코일 소형화에 유리 

수 m 이내 전력 전송에 
유리 및 코일 간 정렬 

자유도가 높음 

장거리 이상의 원거리 
에너지 전송이 가능 

단단점점  전송거리가 짧음 및 코일 간 
정렬에 민감 

코일 설계 난이도가 높음 
및 전자파 환경 극복 필요 

전송효율이 낮고 전자파 
환경문제 고려 필요 

사사용용  분분야야  모바일기기, EV 
모바일 기기, 전기자동차, 

공공서비스 등 
우주 태양광 발전, 
무선전력 전송 등 



- 218 -

2022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춘계학술대회 

 

시 전력 송수신 피드백만으로 통신이 가능한 솔

루션을 제시함으로써, 무선 전력전송 DoS 공격으

로 인한 전력 전송량의 감소를 방지하는 관련 연

구를 수행한 사례가 존재한다[4]. 

  

22..33..  인인증증  우우회회  공공격격  

일부 무선 충전 서비스 및 기기들은 인증을 통해서만 

전력 전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을 우회하거나 인증 정보를 변

경하여 허가되지 않은 전력 전송을 수신함으로써 전력 

공급 서비스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하게 하

는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자기 공진 방식의 경우 자기 

유도 방식보다 비교적 중거리에서 충전기 가능함으로, 

중간자 공격 등, 무선 통신을 통한 인증 우회 방식의 위

협이 존재할 수 있다. 

 

33..  무무선선  전전력력  전전송송  보보안안  솔솔루루션션  연연구구  분분석석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무선 충전 방식에 

대한 위협 연구 등을 기반으로 무선 전력 전송 

기술 보안 위협에 대해 적용 가능한 보안 

솔루션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제시한다. 

  

33..11..  부부채채널널  공공격격  방방지지  연연구구  

      기존의 유선 전력 전송 및 충전 환경에서 수

행되었던 부채널 공격 방지 솔루션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드웨

어 솔루션의 경우 유선 충전 케이블을 별도의 전

력 안정화 하드웨어에 연결하여 전력 공급을 받

는 방법을 사용한다. 소프트웨어 방식의 솔루션의 

경우 충전 시 전원에 무작위 버스트를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에 비해, 무선 충전 방식의 

경우 충전기와 기기 사이에 적절한 충전 하드웨

어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소프트웨어 방식의 솔

루션을 적용하여 무선 충전 시 공격자가 전력 분

석 공격을 수행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3].  

  

33..22..  인인증증  우우회회  공공격격  방방지지  연연구구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의 경우, Qi 표준을

통해 인증 우회 공격 방지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수행된다. Qi표준 1.3[5]부터 무선 충전환경에서 

암호화 인증을 수행하여 인증된 장치에게만 충전

기에서 제공 가능한 최대 전력을 제공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부채널 공격 및 인증 우

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 장치를 탐지하는 기

술을 적용하여 전력 수신 장치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기술을 도입하였다. 

CWD-WPT 충전 시스템[6]은 EV 환경에서 

메시지 프라이버시와 무결성, 시스템 요소의 상호 

인증, 무선충전 차량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CWD-WPT 클라우드 과금 시스템에서 키 관리 

및 배포를 위해 서로 다른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

는 인증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33..33..  DDeenniiaall  ooff  SSeerrvviiccee  공공격격  방방지지  연연구구  

DoS 공격의 경우, 별도의 네트워크 채널을 생

성하는 방법을 통해 위협을 해소한다. 전력 전송

과 데이터 통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PPN 

채널을 생성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법

그림 1. (a)무선 전력 전송 환경 보안 위협 사례 (b)무선 전력 전송 환경 보안 솔루션 적용사례 



- 219 -

2022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춘계학술대회 

 

을 위한 연구로써, 기존 무선 주파수 신호와 달리 

무선 충전 신호를 사용하여 통신 채널을 구축하

여 통신과 전력 전송이 동시에 분리될 수 없도록 

하고 채널을 사용하여 PPN(Power-Positive 

Networking)을 구축하는 방식의 연구가 제시되었

다[4]. 이 연구는 에너지 DoS 공격이 기성 임베

디드 시스템 플랫폼(Raspberry Pi 및 ESP 8266 

SoC 모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44..  결결론론  

본 논문에서는 ICT 발달에 따라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에 대한 보안 위

협과 위협 해소를 위한 솔루션의 현황을 분석한

다. 전력 전송 기술에서는 자기유도, 자기 공진, 

마이크로 안테나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각 방식

에 따라, 부채널 공격 Dos 공격, 인증 우회 공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들을 해소하기 

위해 각 공격과 관련된 솔루션 연구들을 조사하

였다. 추 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 위협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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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 (No.2019-0-

00426, IoT - 기반 이식 침습 형 고위험 의료장

치를 위한 능동형 킬 스위치 및 바이오 마커 활 

용 방어 시스템 개발, 10%), (No.2021-0-

01816 , 메타버스 자율트윈 핵심기술 연구, 10%)

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

2020R1A2C400273, IoT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지능형 분석 플랫폼 기술 연구, 80%)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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