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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oS(Denial of Service) 공격은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다. 본 연구에서는 CPU 의 인터럽트 처리 메커

니즘을 악용한 하드웨어 Trojan 의 DoS 공격 방법과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

하는 하드웨어 Trojan 은 기존 DoS 공격이 지속적인 서비스 요청으로 의도된 서비스가 불가능하

게 하는 것과 유사하게 인터럽트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CPU 가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코드의 수정을 통한 대응 
및 Trojan 발견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다. 

 

1. 서론 

하드웨어 Trojan 은 시스템의 설계단계에서 악의적

인 목적으로 삽입 또는 수정된 전자회로로 특정 조건

이 만족 될 경우 발현되어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다

[1].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Trojan 은 공격자의 필요에 
따라 악의적인 목적으로 설계된 Backdoor 를 통해 발
현 시킬 수 있는데, Trojan 으로 인한 피해는 시스템 
사용자의 정보 유출에서부터 전체 시스템 마비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다. 구체적인 Trojan 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2007 년 시리아의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2]으로, 시리아의 미사일 관찰 레이더가 
Trojan 으로 인한 오작동이 발생해 미사일 공격을 막
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Trojan 의 위협

성에 따라 학계에서도 여러 연구가 진행 중이다. 
King[3]과 Jin[4]의 연구에서는 특정 시퀀스로 들어오

는 데이터로 발현되는 Trojan 을 제안하였다. 또한 
Bloom[5]은 Trojan 으로 인한 DoS[6] 공격에 대한 대
비로 와치독타이머(Watchdog timer)와 같은 하드웨어 
모듈을 시스템에 추가하여 일정 시간 동안 작동에 문
제가 생기면 시스템을 초기화 하거나 관리자에게 알
릴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처리 메커니즘을 악용한 
하드웨어 DoS 공격의 개념을 제시하고 RTL 코드로 
구현된 ARM 기반의 테스트용 컴퓨터 시스템에 인터

럽트 시그널로 DoS 공격을 하는 Trojan 을 이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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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럽트를 이용하는 Trojan 이식을 통해 기존의 
인터럽트 처리 방식의 취약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ARM 의 소스 펜딩 레지스터(Source 
pending register)를 활용한 하드웨어 DoS 공격 감지 및 
대응 책을 제안한다.  

 
2. ARM 의 인터럽트 메커니즘을 이용한 DoS 공격 

임베디드 시스템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널리 쓰이는 
ARM 프로세서의 경우 IRQ 및 FIQ 시그널을 통해 주
변 장치의 인터럽트 요청 여부를 파악한다. 프로세서

가 인터럽트 요청을 받게 되면 기존의 프로그램 수행

을 중단하고 자동적으로 지정된 인터럽트 서비스루틴

의 주소로 분기하여 주변장치에 대한 인터럽트 요청

을 처리 한다. 따라서 인터럽트가 빈번히 발생할 경
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의 수행이 지
연되게 된다. 만약 지나치게 빈번한 인터럽트로 인해 
프로세서가 본연의 작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면,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어 시스템은 다
운되거나 멈출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내부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Trojan 을 이식하여 프로세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불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DoS(Denial of Service) 공격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인터럽트 요청 처리 메커니즘의 
취약성을 시사한다. 기존의 DoS 공격이 네트워크상으

로 많은 양의 서비스를 요청하여 서버를 마비시키는 
것과 유사하게 하드웨어 DoS 공격은 빈번한 인터럽

트를 발생시켜 프로세서를 마비시킨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이식한 하드

웨어 DoS Trojan 을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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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터럽트 DoS Trojan 

(그림 1)과 같이 Trojan 은 주변장치와 인터럽트 컨트

롤러를 연결하는 버스에 이식되어있다. 이식된 Trojan
이 발현되면 정상적인 주변장치가 인터럽트를 발생 
시키는 것과 같이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소스 펜딩 레
지스터를 업데이트한다. 소스 펜딩 레지스터가 업데

이트 되면 프로세서는 실제 정상적인 주변장치에서 
인터럽트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럽트 
요청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 결과 ARM 프로세

서는 수행 중이던 작업을 중지하고 인터럽트 요청 처
리를 위해 자동으로 0x18 번지로 분기하여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한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실제로 인터럽트를 발생한 주변장치가 없음을 확인하

여 기존에 수행 중이던 작업으로 바로 복귀하여도 지
속적으로 소스 펜딩 레지스터를 업데이트 하는 Trojan
으로 인해 프로세서는 끊임없이 인터럽트 요청을 받
기 때문에 무의미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의 분
기를 반복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Trojan 의 DoS 공격

으로 인해 프로세서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모든 
자원을 할애하게 되고 정상적인 서비스는 불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Trojan 의 인터럽트 
DoS 공격으로 인한 프로세서의 마비를 RTL 코드와 
테스트 코드를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구현한 시스템

에서의 동작 웨이브폼(Waveform)은 (그림 2)와 같다. 
 

Clock

Reset

Program Counter

Source Pending Reg[4]

Trojan Trigger  
(그림 2) DoS Trojan 이 동작하는 시스템의 웨이브폼  

(그림 2)에서 Trojan Trigger 의 값이 1 이 되는 순간 
Trojan 이 발현되어 주기적으로 소스 펜딩 레지스터를 
업데이트한다. 인터럽트를 감지한 프로세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0x18 번지로 분기하여 인터럽트 서비

스 루틴을 실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맥전환이 일어

난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모두 마치고 난 후 프
로세서는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으로 복귀하지만 한 

번 발현된 Trojan 은 계속해서 소스 펜딩 레지스터를 
업데이트 하고 프로세서는 무의미한 분기와 문맥전환

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3. 인터럽트 DoS Trojan 의 발견 방법 

인터럽트 DoS Trojan 공격을 발견하는 방법으로는 먼
저 Trojan 이 설치된 디바이스의 레지스터를 통해 해
당 디바이스가 알맞은 조건에서 인터럽트를 발생하였

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 디바이스의 제어 조건에 
따라 컨트롤 레지스터가 알맞은 경우에 인터럽트가 
발생하였는지를 체크하여 이유 없이 인터럽트를 발생

시킬 경우, Trojan 을 의심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주변장치가 많아짐에 따라 인터럽트 서비스루

틴에 불필요한 Trojan 체크 코드가 추가되어 메모리의 
가용성을 떨어뜨리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속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간결한 방
법으로 DoS Trojan 을 발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DoS Trojan 의 발견 방법은 특정 
메모리 영역에 인터럽트 발생시 마다 소스 펜딩 레지

스터의 값을 스냅샷으로 저장하는 방법이다. 구체적

인 DoS Trojan 의 발견 방법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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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j=0; j<Num_Snapshot; j++)
{

if (Snap_shot[j]&&Device_Mask[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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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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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터럽트 발견 메커니즘 

 

(그림 3)에서 운영체제는 메모리의 특정영역에 인

터럽트 발생시마다 소스 펜딩 레지스터 값을 저장한

다. 운영체제는 스냅샷이 저장된 메모리영역을 순환

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가장 최근 n 회의 인터럽트 시
의 소스 펜딩 레지스터의 스냅샷을 저장한다. 인터럽

트 서비스루틴은 스냅샷에서 특정 인터럽트가 반복해

서 발생하였을 경우, 타이머 와 연계하여 어느 정도 
시간간격 사이에 해당 디바이스가 반복하여 인터럽트

를 발생하였는지 체크할 수 있다. 만약 특정 디바이

스가 이유 없이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해서 인터럽틀 
발생시켰다면 DoS Trojan 이 이식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인터럽트 DoS Trojan 의 대응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oS Trojan 은 디바이스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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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럽트 컨트롤러 사이의 버스에서 작동한다. 앞서 제
시한 인터럽트 DoS Trojan 발견 방법에 따라 의심되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운영체제는 해당 디바이스의 인터

럽트 마스크 레지스터(Interrupt mask register)를 주기적

으로 마스킹(Masking)하여 프로세서가 디바이스의 인
터럽트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세서는 Trojan 으로 인해 DoS 공격이 발생해도 서
비스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터럽트를 악용한 하드웨어 DoS 
공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격을 하는 하드

웨어 Trojan 의 발견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하는 Trojan 대응방안은 Trojan 이 아닌 시스템에 연결

된 외부 장치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반복적인 인터럽

트 공격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과 같이 엄격한 보안 및 안정성을 요하는 시
스템에 적합하다.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한 
대응 방법은 시스템의 전체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림 3)의 코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냅샷을 저장

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과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주변 장치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오버헤드는 증가한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

한 단점을 보완하여 운영체제 상에서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부분을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하여 
하드웨어로 좀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

이다. 
 

참고문헌 

[1] Tehranipoor, M. and F. Koushanfar, A survey of 
hardware Trojan taxonomy and detection. Design & 
Test of Computers, IEEE, 2010. 27(1): p. 10-25. 

[2] Adee, S., The hunt for the kill switch. Spectrum, 
IEEE, 2008. 45(5): p. 34-39. 

[3] King, S.T., et al., Designing and Implementing 
Malicious Hardware. LEET, 2008. 8: p. 1-8. 

[4] Jin, Y., N. Kupp, and Y. Makris. Experiences in 
hardware Trojan design and implementation. in 
Hardware-Oriented Security and Trust, 2009. 
HOST'09.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2009. 
IEEE. 

[5] Bloom, G., R. Simha, and B. Narahari. OS support 
for detecting Trojan circuit attacks. in Hardware-
Oriented Security and Trust, 2009. HOST'09.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2009. IEEE. 

[6] Needham, R.M. Denial of service. in Proceedings of 
the 1st ACM Conference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Security. 1993. ACM. 

 

- 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