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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chpie 님의 문서와 코드를 학습한 내용입니다.
작업환경 : Windows XP SP2 , Visual C++ 6.0 , WInDDK ,WIndbg
후킹은 방법과 대상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후킹을 하는 대상에 따라 메시지 후킹,
API 후킹, 네이티브 API 후킹, 인터럽트 후킹 등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필터 드

라이버도 후킹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키보드 인터럽트 서비스 후킹을 통
해 커널 수준에 접근하여 후킹을 시도하는 코드 제작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interrupt 처리를 위해 리얼모드 에서는 IVT(interrupt Vector Table) 을 사용하고 보호모

드 에서는 IDT(interrupt Descriptor Table)을 사용합니다. 이 테이블에는 각각의 인터럽트
에 대한 ISR(interrupt service routine) 포인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IDT 테이블
을 후킹하여 키보드 인터럽트를 후킹하는 방법을 기술하겠습니다.

<IDT 의 구조>

위의 그림에서 OffsetHigh 와 OffsetLow 의 필드를 합치면 32비트의 주소를 나타내게 되는
데 이 주소가 인터럽트 처리함수의 시작주소입니다.
IDT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Process Control Region(PCR) 을 읽어서 알아내는 방법과 SIDT

어셈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널 디버깅을 통해서 위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R 의 정보를 출력한 화면입니다. 필드값들을 참조하여 IDT 에 접근할 수도 있지만 SIDT

명령어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 코딩하기에는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명령어는 IDT의 엔
트리 포인터를 저장하고 있는 IDTR 레지스터를 읽어오는 일을 합니다.

<IDTR register 구조>

위에서 보면 Base 가 IDT 의 엔트리포인트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Limit 는 IDT의
크기를 가늠하는 부분으로 후킹에는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IDT 의 엔트리포인트 주소를 얻은 후에는 IDT의 몇 번째가 키보드 인터럽트 처리함수인지

를 알아내야 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APIC(advanced Programmable
Interrupt Controller) 를 통하여 그 값을 알아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인터럽트 신호가 나오

게 되면 먼저 APIC 로 전달됩니다. APIC 는 내부 레지스터에 IRQ 에 대응하는 벡터값과
우선순위, 마스킹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에 다른 레지스터에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
용자는 IOREGSEL 과 IOWIN이라 불리는 레지스터에 직접 접근하여 벡터값을 알아낼 수 있
습니다. IOREGSEL에 0x10 + 2 * IRQ 값을 write 하고 IOWIN 을 읽으면 그 return 값이
IRQ에 대한 벡터 값이 됩니다. 이 레지스터는 0xFEC00000 주소의 Physical Address 에

매핑되어 있는데 , 접근을 하기 위하여 가상메모리를 저 주소에 매핑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
다.
다음의 코드는 가상메모리의 0번지에 0xFEC00000 을 매핑하고 , 벡터값을 얻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0 번지는 자주 쓰이지 않으므로..)
_asm mov ebx, 0xfec00000
_asm or

evx, 0x13

_asm mov eax, 0xc0000000
_asm mov dword ptr[eax], ebx
PULONG array = NULL;
array[0]=0x10 + 2 * IRQ;
DWORD vector=(array[4] & 0xff); // 결과치에서 100 을 빼줘야 벡터값을 구할수있음

위에서 vector 변수에 IDT 를 참조할 수 있는 벡터값들을 얻어낼 수 있고, IDT 엔트리포인
트와 참조하는 벡터값을 이용해 키보드 인터럽트 처리주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IDT 후킹 작업이었습니다.

커널 디버깅으로 IDT 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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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안에

KINTERRUPT 라는 문자열이 보입니다. 이것은 윈도우즈가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 참조

하는 구조체로서 InterruptObject(KINTERRUPT)라는 자료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구조체는
내부에 ISR 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널 디버깅으로 KINTERRUPT 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필드는 ServiceRoutine 필드입니다. 이 필드는 실제로 키보드 포트에서 데
이터를 읽어와 처리하는 함수(ISR)의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chpie 님이 쓰신 윈도우즈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오면 CPU 는 PIC 를 이용하여 보호모드에서 IDT 를 참조한다.
2. IDT 의 벡터칸에 들어있는 주소값으로 제어권이 넘어가는데, 이 말은 실제로 IDT 에 쓰여있는 주
소값이 실행된다는 뜻이다.
뜻이다.
이 주소값은 KINTERRUPT 의 마지막 필드인 DispatchCode의 주소값이다.
3. DispatchCode는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 멀티태스킹 작업을 보존하기 위하여 모종의 작업을 시
행한다.
행한다.
4. 보존작업이 끝나면 인터럽트의 종류에 따라 KiInterruptDispatch() 또는, KiChainedDispatch()가
실행되는데, 전자는 일반의 경우이고, 후자는 하나의 인터럽트에 다중의 인터럽트 객체가 연결되어 있
는 경우이다.
경우이다.
5. KiInterruptDispatch()함수는 KINTERRUPT 를 매개변수로 받아, 그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
을 이용하여 인터럽트 처리코드가 방해받지 않도록 코드의 권한을 상승시킨다.
상승시킨다.
6. 권한상승 작업이 끝나면 실제 처리 함수인 KINTERRUPT 의 ServiceRoutine 이 호출된다.
7. 권한을 복구하고, 보존을 위한 코드의 역을 시행한다.

위의 처리 순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IDT에서 바로 ISR 의 포인터를 참조하여 인터럽트 서
비스를 수행하지 않고 멀티태스킹 작업의 보존을 위해 Interrupt Object에서 작업을 수행한
후 ISR 의 포인터를 참조하여 인터럽트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ISR 을 시스템에 등록할 때에 IoConnectInterrupt() 라는 DDK
함수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함수는 내부에서 커널함수인 KeConnectInterrupt() 함수를 호
출합니다. KeConnectInterrupt()는 매개변수로 넘어온 정보들을 이용하여 Interrupt Object
를 구축하고, DispatchCode 를 직접 작성합니다.
작성 과정은 DispatchTemplate 이라는 커널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어셈블리 코드를 , 인터
럽트를 미리 조사하여 DispatchTemplate 에 들어갈 처리 함수가 KiInterruptDispatch() 인
지, KiChainedDispatch() 인지를 결정하고, Interrupt Object 의 엔트리 주소값을 저 함수
에 넘겨주기 위하여 DispatchTemplate 에 Symbolic하게 저장되어 있는 객체주소값을 실제
엔트리주소값으로 변환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 ㅡㅜ;)

키보드 인터럽트 처리를 위한 KINTERRUPT 구조체의 필드 정보입니다.

위의 DispatchCode 부분을 디스어셈블링 하면 KiInterruptDispatch()코드에 매개변수로 넘
겨주기 위하여 raw-coding 된 Interrupt Object 의 엔트리 주소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값은 DispatchCode 의 시작점에서 0x3c를 뺀 값입니다.
* 문서제작중 시스템을 재시작한 관계로 주소값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IDT 의 키보드 인터럽트 서비
스 엔트리 주소값은 8553b884 이고 Interrupt Object 의 엔트리 주소값은 8553b848입니다.

DispatchCode 부분을 디스어셈블링한 모습입니다. 위의 8553b922 주소에서 interrupt
Object 의 엔트리 주소값을 edi 레지스터에 넘겨주고 KiInterruptDispatch 부분으로 jmp 하

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럽트 처리 과정대로 코드의 권한이 상승되고,
권한상승 작업이 끝난 후 실제 처리 함수인 KINTERRUPT의 ServiceRoutine 이 호출될 것
입니다. 이런 안전사고 방지작업 후에 call 되는 serviceRoutine 필드값을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고 후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0x8553b884 - 0x3c = 0x8553b848

결국 IDT[키보드 인터럽트 처리 벡터] 값을 읽어서 0x3c 를 빼면 키보드 장치의 Interrupt

Object(KINTERRUPT) 를 얻을 수 있다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키보드 Interrupt Object 의 Service Routine 을 수정하여 키보드 인터럽트를 후킹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chpie 님의 소스 코드>
PULONG KeyboardHandler = NULL;
_declspec (naked) void my_new_handler(void)
{
_asm jmp dword ptr [KeyboardHandler]
}
void KeyboardInterruptHook(void)
{
PKINTERRUPT KeyboardINTOBJ;
KeyboardHandler = ((unsigned int)IDT[Vector].OfffsetHigh<<16U) |
(IDT[Vector].OffsetLow);
KeyboardINTOBJ=KeyboardHandler - 0x3c
KeyboardHandler=KeyboardINTOBJ->ServiceRoutine;
KeyboardINTOBJ=ServiceRoutine=my_new_handler;
}

처음에 커널 디버깅 환경을 vmware 를 이용하여 가상의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된 원격지에
서 디버깅을 시도하였습니다. 디버깅을 수행하던 중 IDT 테이블의 정보를 참조할 수가 없었
고, 심볼 테이블을 수정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Local에서 커널 디버깅을 수
행하니 IDT 정보를 참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