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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선의 전력분석을 이용한 주요정보 유출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akage of Critical Information via the Power Analysis of Power Lines

한 경 호†․이 성 호*

(Kyong-Ho Han․Seong-Ho Lee)

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 unidirectional transmission of critical information obtained by keyboard hacking 

or kernel and keyboard driver hacking even though the computer is not connected to the external network. We show the 

hacking can be attempted in the proposed method to show the way preventing such attempts in advance. Firewalls and 

other various methods are used to prevent the hacking from the external network but the hacking is also attempted in 

various ways to detour the firewall.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 preventing from the hacking attack is physically 

disconnect the internal intranet systems from the external internet and most of the government systems, military systems 

and big corporate systems are using this way as on one of the protection method. 

In this paper, we show the feasibility of transmission of security codes, etc via the short message to the external 

network on the assumption that a hacking program such as Trojan Horse is installed on the computer systems separated 

from the external network.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the letters on the monitor can be hijacked by electromagnetic 

analysis on the computer to obtain the information even though the system is not connected ti the network. Other 

studies showed that the security code hint can obtained by analyzing the power consumption distribution of CPU.

In this paper, the power consumption distribution of externally accessible power line is analyzed to obtain the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can be transmitted to the external network.

Software controlling the CPU and GPU usage is designed to control the power supply of computer. The sensors such as 

the Rogowski coils can be used on the external power line to collect the data of power consumption change rates. To 

transmit the user password by short message, due to the capacitive components and the obstacle from other power 

supply, A very slow protocol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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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킹공격을 방어하기 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보호할 컴

퓨터를 외부 네트워크와 물리 으로 독립시키는 것으로 외

부와의 통신가능성을 사 에 제거하는 것이다.

물리 으로 네트워크를 독립시켜 운 하는 표 인 방법

은 컴퓨터자체의 네트워크 연결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과 내

부 네트워크를 외부 네트워크와 분리시켜 독립 으로 운

하는 방법이 있다. 기  정보를 취 하는 국가망 는 사내

의 주요 네트워크는 사내 인트라넷으로 운 되어 외부로부

터의 근을 물리 으로 차단하고 있다. 

물리 으로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독립시키기 해서는 경

유지로 사용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에서 근이 가능한 

웹서버나 어 리 이션 서버와 연결되지 않아야 하고 한 

스 치허 나 방화벽 같은 네트워크 장비도 독립 으로 사

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물리 으로 분리된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하더라도 내부에서의 해킹 공격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유지 역할을 하는 해킹 로그램이 설

치된 내부 컴퓨터, 공격 명령이 담긴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

된 컴퓨터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 내에 장착된 유무선 네트

워크 장치 등을 통해서 해킹 공격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최상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는 물론 내

부의 네트워크 연결을 모두 제거하여 운 할 경우, 물리 으

로 네트워크로부터 독립된 컴퓨터는 외부와의 통신이 원천

으로 차단됨으로써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 하게 

보호된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 으로 외부 는 내부의 모든 네트워

크로부터 완 하게 독립된 최상의 보안이 유지되는 컴퓨터

로부터 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 다. 네트워크로부터 물

리 으로 독립된 컴퓨터에서 외부로 데이터를 단방향으로 

송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사 에 트로이안 목마등을 사

용하여 이미 비 정보를 획득하 다고 가정하 다.

물리 으로 독립된 컴퓨터에서 외부로 데이터를 송하기 

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원 이블을 통하여 정보를 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 으며 

력사용의 의도  제어에 의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외부로 

달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여 시스템 보안에 도움이 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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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컴퓨터에 연결된 원 이블 는 서버실에 연결되어 있

는 원 이블에서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력을 제어하기 

해서는 CPU 는 GPU등 력 소모가 큰 모듈을 제어하

여야 한다. 두개 이상의 모듈을 동시 제어할 경우 보다 멀

리까지 정보를 송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와 연결된 

원 이블에 류센서를 연결하고 류를 측정하여 신호를 

달받을 수 있다. 로그스키 코일(Rogowski coil)을 사용한

다면 비 으로 류정보를 측정할 수 있어 원 이블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Offline 상태에서의 데이터 송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송

하기 해 소 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한 컴퓨터의 부품에 과

부하를 주고 외부에서는 력선의 류를 측정하여 송하

고자 하는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컴퓨터에

서 외부로 단방향 송되는 형태로 구성하 으며 실험장치

의 구조  제약상 속통신으로 실험하 다.

그림 1 Offline 상태에서 데이터를 송하기 한 구조도

Fig. 1 Structure chart to transmit data offline

데이터를 송하기 한 구성은 송모듈(Transmitter 

Module), 센서모듈(Sensor Module), 분석 모듈(Analysis 

Module)로써 각각 독립 인 로그램으로 개발한 후 실험하

다. 

송모듈은 트로이안 목마와 같은 소 트웨어 모듈로 

상 컴퓨터에 설치될 수 있는 순수한 소 트웨어로 구성되었

으며 센서모듈은 컴퓨터 외부 는 컴퓨터실 외부에서 력

을 측정할 수 있는 류측정기를 사용하 다. 

류측정기는 원선에 직  연결하는  방법과 로그

스키 코일과 같이 무 으로 류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분석모듈은 수신부로부터 실시간으로 획득한 류변화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래의 메시지를 복원하는 기능을 갖는 

형태로 구 하 다.

2.1 송모듈 (Transmitter Module)

송모듈은 Software로 이루어져 있으며 CPU 는 GPU

의 사용을 의도 으로 제어하여 류의 사용량을 변화시키

는 방식이다. 데이터 송을 해 빠르게 CPU의 사용여부

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Thread를 동시 실행

시키고 신호여부에 따라 동시에 CPU에 부하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 다.

아래 그림2 의 구조도 같이 송하고자 하는 문자를 로

토콜화한 후 BIT단 로 CPU의 사용을 제어하여 컴퓨터의 

원사용을 유도하 으며 추가로 CUDA와 같은 GPU연산을 

의도 으로 유도할 수 있는 라이 러리를 사용할 경우 원

사용을 보다 효과 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림 2 Offline Transmitter 구조도 

Fig. 2 Offline transmitter structure chart

2.2 센서모듈 (Sensor Module)

센서모듈은 력선에 흐르는 류의 변화량을 수집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로그스키 코일이나 기타 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센서를 통해 들어

오는 값들을 증폭시키기 하여 OP-AMP 사용하 다. 증폭

되고 정류된 신호는 ARM Cortex M0 CPU를 사용하여 변

화량을 데이터화하 다. 

그림 3 오 타입형 로그스키 코일

Fig. 3 Open type Rogowski coil

한, 추가 으로 단순한 소 트웨어 방식의 필터를 사용

하여 지속 으로 발생되는 노이즈를 제거하 다. 하지만 실

험 목 이 아닌 실사용이나 목표 컴퓨터와 센서 모듈 간에 

거리가 먼 경우에는 주변 자기기에서 발생되는 류사용

량을 제거하기 한 다양한 종류의 필터가 사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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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류량의 변화 측정

Table 1 Received values

2.3 분석모듈 (Analysis Module) 

수집된 자료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모듈로써 

류의 사용량에서 PWM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구 하

다. 이 실험에서는 1.5 당 하나의 Bit를 송하는 방식으

로 설계되었으며 High에서 Low로 Falling되는 시간에 따라 

1 는 0으로 결정되게 된다.

그림 4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Fig. 4 Analysis of received values

3. 실험  결과

그림 5 송신모듈을 통한 데이터 송

Fig. 5 Sending to test data

본 실험에서는 ‘#bobsP@’라는 사용자의 비 번호를 사

에 설치해둔 트로이안 목마와 키로거 등과 같은 해킹 툴을 

이용해서 이미 획득하 다고 가정한 후 송 실험을 수행 

하 다. 송신 문자열의 구분을 하여 송하고자 하는 본

문 앞과 뒤에 각각 1Byte씩의 STX, ETX를 붙 기 때문에 

송신되는 데이터는 9Byte로 구성된다. 통신상의 노이즈를 

고려하여 안정 으로 송신하기 하여 1.5  당 1Bit를 송신

하 으며 9 Byte를 송신하는데 약 108 가 소요되었다.

표 1과 같이 CPU의 변화에 따른 류사용의 변화량을 

수신모듈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었다. 송시에는 1.5 당 

1Bit를 송신한 반면 수신모듈에서는 0.1  단 로 류량을 

측정하 기 때문에 략 14～17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Bit를 

의미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Analysis Module을 통하여 Transmitter 

Module에서 보내고자 하는 원문 ‘#bobsP@’을 복원하 다.

그림 6 분석 모듈

Fig. 6 Analysis module

그림 6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각각의 변화율 

그래 는 아래의 그림7 과 같이 Bit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갖

게 된다.

그림 7 류 사용량 변화 패턴

Fig. 7 Finding Patterns on the Graph

그림7 의 (A) 지 과 같이 Rising되는 부분이 Bit의 시작

을 뜻하며 이후 PWM방식으로 (B)와 (D) 지 과 같이 

High Level의 Width로 1과 0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빠른 속도의 통신과 다양한 형태의 주변잡음 제거용 필터 

등이 용되지 않은 단순한 환경에서의 실험이었지만 물리

으로 독립시킨 컴퓨터에서 외부로 정보가 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특히 고성능의 CPU나 GPU가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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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ource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의 방법이 보다 쉽게 

사용될 수 있다.

실험한 속도이상으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컴퓨터 

하드웨어 자체의 Capacity 성분에 의하여 High와 Low의 

Level 차이가 선명하지 않게 된다. High와 Low의 Level 차

이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형태의 filter를 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여야 하며, 노이즈를 제거하 다 하더라도 

원거리 통신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4. 결  론

주변 자기기와 컴퓨터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노이즈 신호를 제거하기 한 특별한 필터 없이 실험

을 진행하 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실험을 수행하 다. 본 

논문은 서버가 물리 으로 분리된 오 라인 상태에서 컴퓨

터 내 비  정보의 유출 가능성 여부를 단하기 한 실험

으로 결과는 느린 속도와 짧은 거리 일지라도 물리 으로 

격리된 컴퓨터로부터 비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CPU와 GPU가 고성능 일수록 소모되는 력이 

크기 때문에 소 트웨어로 CPU 는 GPU를 제어하여 력 

사용의 변화량을 보다 크게 할 수 있었다. 

실사용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과 필터를 용하여 

통신 속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UPS  AVR 장비, 주변 

변압기 등으로 인해 장거리 송신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 요한 정보가 물리 으

로 격리된 컴퓨터에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확인한 것과 

같이 앞으로 이와 비슷한 다양한 공격방법이 출 될 수 있

으므로 보안 시스템 설계자나 리자는 향후 보안 시스템을 

설계할 때 네트워크 보안을 고려하는 것과 같이 력 시스

템에 한 보안 조치를 함께 고려할 경우 보다 안 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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