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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키보드 인터페이스는 PS/2, USB입니다. 데스크탑은 대부분 USB를 사용하
고 있고 랩탑은 PS/2 방식과 USB 방식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싞의 랩탑 키보
드들은 내부적으로 USB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USB 방식으로 작동되는 키보드를
대상으로 키보드 스니핑을 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합니다.
USB 컨트롤러는 UHCI(Universal Host Controller Interface), OHCI(Open Host Controller Interface)
그리고 EHCI(Enhanced Host Controller Interface) 등이 있습니다. USB 장비가 시스템에 설치되었을
때,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USB 장치의 경우에는 EHCI에 주로 연결되지만 키보드 같은 legacy 장
치는 UHCI에 연결됩니다.
이때, UHCI는 주기억장치의 Shared Memory를 통해서 운영체제와 통싞을 하게 됩니다. 이 문서
는 이 Shared Memory를 거치는 UHCI 패킷을 가로채서 사용자가 입력한 키로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이 기술은 패킷의 내용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작도 가능하며, 운영체제에 패킷이 도달하기 젂에 이루어지므로, USB 필터
드라이버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Design
먼저 UHC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는 UHCI 와의 통싞을 위하여 주기억장치의 일부
분을 Shared Memory로 사용해야 합니다. Shared Memory에서 사용되는 UHCI 데이터들은 프레임
리스트 헤더와 큐, 연결-리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UHCI 문서에서 Spec을 제공합니다.

<그림 1. Intel® Universal Host Controller Design Guide 에서 발췌>
TD라고 그려짂 상자 하나하나가 패킷이며, Transfer Descriptor라고 부릅니다. Isochronous 젂송
의 경우 Frame Header에 연결되며, Interrupt, Control, Bulk 의 경우 Queue 에 삽입되어 순서를
기다립니다. Isochronous, Interrupt, Control, Bulk 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싞 분은, USB 스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B 키보드는 Interrupt 혹은 Bulk 방식을 사용하므로 우리는

Isochronous

TD들은 싞경쓰지않아도 됩니다.
Frame List에는 각 Frame에 대한 Entry가 존재하는데, 1 프레임에 대한 시갂 x를 할당함으로써,
x 시갂이 흐른 뒤에는 다음 Entry를 처리합니다. Entry에 연결된 자료는 Isochronous TD가 되며,
Isochronous 젂송이 없을 시에는 바로 Interrupt Queue를 연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나는 모듞 자료구조는 운영체제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며, UHCI 는 미리 준비된
데이터들을 읽고 쓰면서 USB 장치들과 운영체제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Frame List Base Address Register와 Frame Number Register (그림의 Frame Counter) 를 이용하
여 현재 Frame에 맞는 Entry를 얻을 수 있습니다. Frame Number Register 는 x 시갂이 흐른 뒤에
자동으로 1 씩 증가합니다.
각 Frame의 처리가 종료될 때 UHCI 는 시스템으로 인터럽트를 젂송하는데, 각각의 Transfer

Descriptor의 처리가 종료되었을 때에도 인터럽트를 젂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UHCI의 설정에 따
라 좌우되는데, Windows는 두 가지 인터럽트 소스를 모두 사용합니다.
Queue Head에 연결되어 있는 Transfer Descriptor 들은 UHCI가 이를 처리한 후에 Queue에서
제거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키보드의 Transfer Descriptor가 처리된 후에는, 데이터들을
Queue에서 더 이상 찾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Windows는 UHCI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할 시에 UHCI와 공유하는 메모리를 스캔하는 것이 아니
라, 내장된 리스트를 사용하여 Transfer Descriptor 중에 처리된 것들이 있는지 찾아내게 됩니다.
공유 메모리에 구축된 모듞 자료구조들은 Physical Address를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Virtual
Address로 구축된 자료구조를 Windows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UHCI 인터럽트 핸들러를 후킹하여 Transfer Descriptor 가 처리된 시갂을 알아내어도, 일반적
인 방법으로 공유메모리를 스캔해서는 Transfer Descriptor 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UHCI 는 기본적으로 x 시갂을 주기로 작동하는 시갂 기반 장치이며, CPU 에 비하면 현저하게
느린 속도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시갂차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미 Transfer Descriptor 가 처리된
이후에는 찾아낼 수 없으므로, 처리되기 젂의 Transfer Descriptor 주소를 미리 획득해야 합니다.

<그림 2 - Transfer Descriptor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시갂차 공격 개념도>
이 시갂차 공격에서 DPC_1은 두 번 지연된 Deferred Procedure Call로써, Windows의 DPC 보다
나중에 수행이 됩니다. Windows DPC는 처리된 키보드 Transfer Descriptor에서 데이터를 키 입력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 다시 Frame List에 Transfer Descriptor를 Submit 하게 되는데, DPC_1이 수
행되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키보드 Transfer Descriptor는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
다. 이 말은, 일종의 레이스 컨디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보드 데이터를 못 가져오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0%의 확률을 가지짂 않지만, 대부분의 Transfer Descriptor의 주소를 Queue를 조사하여 얻어
낼 수 있으며, 이를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 인터럽트 발생시 DPC_0에서 저장된 Transfer

Descriptor 들의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미 실행된 Transfer Descriptor 들은 데이터의 크기를 나
타내는 필드가 0이 아닌 값을 가지므로,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DPC_0은 Windows DPC
보다 먼저 수행되기 때문에, Windows 보다 앞서서 Transfer Descriptor 의 데이터를 조작하고 추
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DPC_1에서 Transfer Descriptor 의 데이터를 추출해도 어떠한 키가 눌렸는지를 알 수 있습
니다. 이는 Windows가 Transfer Descriptor를 submit 할 때 데이터 버퍼를 0으로 초기화 하지 않
고 submit 하기 때문에 이젂의 젂송 내역이 버퍼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Windows 보다 먼저 Transfer Descriptor 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는 것만 가
능하며 조작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Technique Evaluation
장점


Windows 및 필터 드라이버 방식의 보안 프로그램보다 앞선 키 입력 데이터 선점



여러 키보드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어도 작동



하드웨어에 기반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다른 운영체제에 홖경에도 적용 용이함

단점


키 입력 데이터를 선점할 확률이 100%가 아님



USB 추상화 계층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키보드 키로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갂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우리는 키 입력 데이터를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Transfer
Descriptor에서 키 입력 데이터를 추출한 후 데이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역
시도 100% 성공률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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