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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USB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컨트롤러 내부에 저장된 펌웨어를 조작하여 악의적인 행위를 수행하

는 BAD USB가 출현하였다. BAD USB의 경우에는 악의적인 코드가 호스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치 내부의 펌웨어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안티 바이러스 제품이 탐지하지 못하므로 그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BAD USB를 탐지하고 대응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이지만, 아직 해결책으로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지를 기반

으로 BAD USB를 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키워드: 배드 USB(BAD USB), 탐지방안(detection technique)

I. Introduction

컴퓨터의 주변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USB(Universal 
Serial Bus)가 있다. USB는 컴퓨터와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로, 전송속도가 빠르고 PnP(Plug and Play)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설치가 쉬운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USB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장치에서의 취약점이 존재하는데, 그 일례로 USB 키보드와 보안 

USB가 있다. USB 키보드의 경우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보드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 그리고 보안 USB의 경우에는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와 같이 USB 인터페이스에서의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

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BAD USB로 인한 공격 가능성이 연구되

었다. BAD USB는 컨트롤러 내부에 해당 제품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펌웨어를 조작하여 악성코드를 삽입하는 공격이다[1]. 이러한 

공격 가능성이 검증됨에 따라 BAD USB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었으며, 그 일례로 USB 제품 설계 시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제한하는 방법과 USB 장치에 대한 black list와 white list를 작성하여 

삽입되는 장치를 허가 및 차단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실질적

인 해결책으로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장치를 직접 확인하는 사용자 인지 기반 BAD 
USB 탐지방안을 제안한다. 

II. Related Works

1. Overview of BAD USB

BAD USB는 USB 장치에 장착된 컨트롤러 내의 펌웨어를 조작하

여 악의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공격방법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함

으로써 USB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모든 장치를 공격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악의적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로 위장하여 

비밀번호 탈취 및 스푸핑 공격이 가능하다.
상기와 같은 BAD USB의 공격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소개되

었다[2]. 첫째로 USB 메모리에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한 BAD USB를 

습득한 피해자가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삽입하면, 저장장치가 아닌 

키보드로 인식되어 피해자의 비밀번호와 같은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로 단순히 개인정보의 탈취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성격의 시스템에 침입하여 내부 시스템을 감염 및 전파시킴으로써 

전력 혹은 원자력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NIC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스푸핑함으로써 네트워크로 전달되는 정보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

며, 그 일례로 도착지 IP주소를 변경하여 공격자가 구축한 악의적인 

서버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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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isting Countermeasures of BAD USB

BAD USB의 기존 대응방안은 table 1과 같다.

분류 대응방안

코드

검증

서명 코드 서명

무결성 검사 합 기반 펌웨어 무결성 검증

잠금
펌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 잠금

부트로더 부트로더 수정 방지

접근 제어
신뢰 또는 신뢰하지 않는 장치 목록 기반의 

접근제어

Table 1. Classification of existing countermeasures 

코드 서명은 USB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컨트롤러 내부의 펌웨어 

영역에 유입되는 코드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원본 코드에 

코드 서명 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의 판별하는 방법이다[3]. 무결성 

검증은 검사 합 기반의 펌웨어 무결성 검증방법으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목적인 CRC 등의 검사 합 연산을 통하여 원본 펌웨어의 검사 

합과 현재 펌웨어의 검사 합을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무결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3]. 펌웨어 잠금은 USB 제품 설계 시 펌웨어 

영역에 대한 코드 유입을 차단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사전에 BAD 
USB의 제작을 제한하는 것이다. 부트로더 잠금은 부트로더에 설정된 

펌웨어를 로드하는 주소 및 크기를 고정시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방지하는 방법이다. 접근 제어는 신뢰 여부를 바탕으로 USB 장치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을 기반으로 삽입되는 장치를 허가 및 

차단하는 방법이다[2].
하지만 기존의 이러한 방법들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며, 각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보안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인지 기반 BAD USB 탐지 방안은 

fig. 1과 같다.

Fig. 1. The proposed BAD USB detection technique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지 기반 BAD USB 탐지방안을 제안하였

다. 기존의 코드 검증, 잠금, 접근 제어를 활용하는 대응방안은 사용자

가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안은 사용자가 자신이 삽입한 장치를 스스로 

인지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BAD USB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안하는 방안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로 USB 장치의 

특성 및 비밀값을 기반으로 BAD USB를 탐지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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