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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ndefined Instruction 하드웨어 Trojan은 정의되지 않은 명령어가 명령어 버스를 통해 CPU에 유
입될 경우 발현되어 CPU 의 전반적인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Trojan 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용화된 CPU는 Undefined Instruction에 대한 예외 처리를 지원하는데, ARM의 경우 파
이프 라인의 실행 단계에서 Undefined Instruction 임을 판별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프 라인의 명
령어 추출단계에서 발현되어서 명령어 해독단계에는 다른 명령어를 전달 시킴으로써 Undefined 
Instruction 예외처리를 피할 수 있는 하드웨어 Trojan 을 설계하고, 이를 방지하는 대응책을 제안한
다.  

 

1. 서론 

지난 1 년간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는 N-스크린 시
대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이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테블릿 PC, 노트북을 복수로 소유하는 경우가 만연하
였다. 저명한 시장조사 기관인 IDC 의 발표[1]에 의하
면, 지난 2012 년 3 분기에만 1 억 8 천만여대의 스마
트폰이 판매되었다.  
현재 스마트기기 시장에서는 한 칩에 CPU 뿐만 아
니라 주변 장치를 집적하는 시스템온칩 (System on 
Chip)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는데, 시스템온칩의 대
표적인 예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내장되는 
Exynos[2], Snapdragon[3] 가 있다. 최근에는 제대로 검
증 받지 못한 중국산 저가 스마트기기의 공세마저 매
서워지면서 시스템온칩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
고 있다.  
이와 같이 무수한 기기가 출시되고 있는 반면, 프
로세서 및 주변 장치에 대한 보안 안정성 검증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하드웨어 테스트 시에도 
빠른 출시를 위해 기능위주의 검증만 이루어 질 뿐 
보안을 위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스마트 기기 내에 악의적인 목적
으로 구현된 하드웨어가 존재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 
및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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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평소에는 올바른 동작
을 하다가 특정발현 조건이 되면 올바른 동작을 하지 
않도록 설계한 하드웨어를 하드웨어 Trojan이라 한다. 
최근과 같이 시스템온칩으로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임
베디드 분야에서는 각 하드웨어 구성요소마다 여러 
설계자가 동원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드웨어 
Trojan 이 내장되었는지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
제로 미국 국방성 관리에 따르면, 유럽의 한 칩 제조
사가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Kill switch를 내장한 프로
세서를 제조하고 있다고 한다[4]. 
이에 따라 하드웨어 Trojan 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하드웨어 구성, 또는 보다 
정밀한 칩 검증 과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프라인 구조의 ARM CPU 가 가
지고 있는 Undefined Instruction 예외처리 방법에 대한 
취약점을 지적하고, 이를 공격할 수 있는 Undefined 
Instruction 하드웨어 Trojan 을 구현한다. 또한 
Undefined Instruction 하드웨어 Trojan 으로 인한 시스
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ARM 프로세
서의 Undefined Instruction checker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ARM의 Undefined Instruction의 
예외 처리 방식, 실험 환경, 설계한 Undefined 
Instruction Trojan 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결론에서 현재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으로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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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M의 Undefined Instruction 예외 처리 

ARM 은 다양한 예외처리를 지원하며 지원하는 예
외처리와 우선순위는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ARM 에서는 Undefined Instruction 에 
대한 예외처리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 현재 ARM 의 
Undefined Instruction 예외처리는 ARM 이나 Thumb 에 
정의되지 않은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의 실행 단계에 
이르렀으며, 다른 높은 우선순위의 예외상황이 발생
하지 않았을 경우 예외처리를 실행한다 [5].  

 
<표 1> ARM의 예외처리 우선 순위 
예외처리 우선 순위 

Reset 1 
Data abort 2 
Fast Interrupt Request 3 
Interrupt Request 4 
Prefetch Abort 5 
Software Interrupt 6 
Undefined Instruction 6 
 
ARM 에서 실행단계는 파이프 라인에서 세 번째 단

계이며, 이에 따라 Undefined Instruction 이 발견되기 
까지는 두 사이클의 시간이 소모된다. 따라서 
Undefined Instruction 을 이용한 하드웨어 Trojan 이 실
행단계 이전인 명령어 추출단계나 명령어 해독단계에 
구현되어 있다면, Undefined Instruction 에 의해 시스템
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3.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는 Undefined Instruction 하드웨어 Trojan
의 구현 및 대응책 실험을 위해 Trojan 설계와 그에 
따른 대응책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CPU
로 5단계 파이프라인 구조를 갖는 ARM CPU를 구현
하였다. 구현한 ARM CPU 는 ARM 의 IRQ 인터럽트 
및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Undefined Instruction 예외처
리를 발생 시킬 수 있으며 코드는 모두 Verilog 코드
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다. 구현된 ARM CPU 에서 
수행 가능한 명령어군은  <표 2>와 같다. 

 
<표 2> 구현한 ARM CPU의 수행 가능 명령어 

Instruction  
Data processing 
Extra load/stores 
Move immediate to status register 
Load/store 
Load/store multiple 
Branch and branch with link 
Software interrupt 

 
실험에서 사용되는 테스트 CPU 에 Trojan 이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Undefined Instruction 하드웨어 
Trojan 은 Verilog 코드로 설계하였으며, Modelsim 시뮬
레이션 툴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Trojan 및 
CPU의 내부 시그널들의 변이를 확인하였다. 

 

4. 설계한 Undefined Instruction Trojan의 특징 

유입된 명령어의 파이프라인상의 전달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에서 Trojan은 파이프라인 구조 중에 
명령어 실행 단계의 앞 단계인 명령어 추출 단계 내
에 위치한다. 

 
 

(그림 1) CPU에 내장된 Trojan 다이어그램 
 
Trojan 은 명령어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받아 해당 

명령어가 Trojan을 발현시키는 Undefined Instruction인
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만약 Trojan 을 발현시키는 
Undefined Instruction이라면, Trojan은 ARM의 현재 상
태 레지스터인 CPSR 의 IRQ 와 FIQ 인터럽트 마스크
를 1 로 변환하여 CPU 가 인터럽트를 처리하지 못하
도록 조작한다. 또한 Undefined Instruction 으로 인한 
예외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어 해독 단계에는 
Undefined Instruction 대신 No operation과 같이 시스템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령어로 바꿔 전달하도록 한
다.  
실험에서는 Trojan 의 발현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Trojan 을 발현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Undefined 
Instruction (0xE7F000F0)을 코드에 추가하여 발현을 검
증하였다. 

 
<표 3> 파이프라인에서의 코드 흐름 
5.  

0AC : E10F0000 ; 
0B0 : E3C00092 ; 
0B4 : E3800013 ; 
0B8 : E121F000 ; 
0BC : EAFFFFFE ; 
0C0 : E7F000F0 ; #Trigger 
0C4 : E5ADE004 ; 
0C8 : E59F0A6C ; 

 

 
0AC : E10F0000 ; 
0B0 : E3C00092 ; 
0B4 : E3800013 ; 
0B8 : E121F000 ; 
0BC : EAFFFFFE ; 
0C0 : E1A00000 ; #Nop 
0C4 : E5ADE004 ; 
0C8 : E59F0A6C ; 
 

 
<표 3>의 좌측 코드는 CPU 에 유입되어 명령어 추

출단계에 전달되는 원본 코드의 순서이고, 우측 코드
는 하드웨어 Trojan 에 의해 파이프라인의 명령어 해
독단계에서 변경되어 받아들이는 코드의 순서이다.  
만약 0xC0 번지의 0xE7F000F0 이 파이프라인의 명령
어 추출단계에 유입되면 Undefined Instruction 하드웨
어 Trojan 이 발현되어 ARM 의 CPSR 의 인터럽트 마
스크들을 1 로 변경시킨다. 또한 명령어 추출단계에는 
Undefined Instruction 예외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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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에 해당하는 0x21A00000 (MOV R0, R0) 으로 
변경하여 전달한다. 

<표 3>의 코드를 실행하였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
른 Trojan의 동작은 (그림 4)의 Waveform과 같다.  
(그림 4)는 설계한 Trojan 의 올바른 동작을 검증하

기 위해 Modelsim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 
Undefined Instruction 을 CPU 에 유입한 부분이다. PC
값이 0x000000C0 에 해당하는 명령어는 Undefined 
Instruction 인 0xE7F000F0 이기 때문에 Trojan 이 발현
되었음을 나타내는 시그널인 mal_sig값이 1로 변경되
었다. 또한 CPSR 의 8 번째와 7 번째 비트에 해당하는 
IRQ 마스크와 FIQ 마스크를 1 로 세팅하기 위해 
Trojan은 CPSR의 write enable 시그널인 cpsrwe값을 1
로 변경시켰고, CPSR 에 쓰여지는 값인 cpsrwd 은 
0x000000C0 이 된다. (그림 4)의 instr 시그널은 명령어 
추출단계에서의 Instruction으로 Undefined Instruction인 
0xE7F000F0 의 값을 가지고 있으나, 명령어 해독 단
계에서의 Instruction 시그널인 instrD 에서는 Trojan 의 
발현으로 인해 No operation 인 0xE1A00000 으로 변환
되어 전달됨을 알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실험과 같이 Undefined Instruction 예외처
리 만으로는 완벽하게 Undefined Instruction Trojan 을 
방지할 수 없다. 만약 시스템온칩 프로세서에서 CPU
내에 이와 유사한 악의적인 Trojan 이 집적되어 있다
면 시스템 전체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다 진
보된 Trojan 의 내장을 통해 원격으로 모바일 디바이
스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설계과정 중 AMBA 버스와 같은 버스레벨단계에서 
CPU 에 Undefined Instruction 이 유입되는 것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명령어 해독기와 유사한 Undefined 
Instruction checker를 만드는 것이 비교적 간단한 해결
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실험은 ARM CPU 를 기반으로 구현한 실험용 

CPU 를 사용하여 RISC 프로세서 환경을 가정하였다. 
32 비트 RISC 프로세서의 경우 가능한 명령어 인코딩 
조합은 2 가지로 모든 가능한 명령어 조합에 대해 
Undefined Instruction Trojan이 발현되는지에 대한 테스
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Undefined Instruction 

Trojan 에 대한 대응책 연구가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
다. 하지만 CISC 프로세서의 경우, 특히 x86 의 경우 
명령어가 최대 17 바이트에 이르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Undefined Instruction 의 조합에 대하여 
Trojan 발현 여부를 테스트 해 보기가 어렵다. 본 연
구에서는 RISC CPU 인 ARM 프로세서를 통한 실험을 
하였다. 추후에는 복잡한 명령어 구조를 가진 CPU 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다양한 하드웨어 Trojan 의 검
출과 대응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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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rojan이 구현된 시스템에서의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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