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브젝트(Object)와 핸들(Handle) 

 먼저 ‘오브젝트(OBJECT)라는 용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IRP, 디바이스 오브젝트, 드라이버 

오브젝트 등의 몇몇 오브젝트에 대해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때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구조체라는 용어와 혼용

해서 사용했었는데 이것은 단지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으며 사실 엄격히 말하자면 오브젝트는 구조

체와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여러 개의 다른 타입의 데이터들(정수, 실수, 스트링, 배열, 함수 포인터 등)이 묶여서 취급되는 

일종의 메모리 블록을 구조체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 역시 그 구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구조체와 차이가 전

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브젝트가 구조체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점은 바로 데이터의 ‘은닉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조체 형식의 데이터 블록들 중 블록 내부에 있는 모든 멤버 데이터들을 사용자에게 보여주

는 구조는 구조체(structure)라고 부르며 그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자에게 노출 시키지 않는 성질을 지닌 

구조체를 따로 오브젝트(objec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브젝트와 구조체라는 용어상의 차이점은 그 

구조나 구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하는 방식이나 성질 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C++에서 사용하는 클래스의 경우 그 기본 특성 중 하나가 ‘내부 데이터의 은닉성’이기 때문에 

‘클래스 구조체’ 라는 용어 대신에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윈도우 커널은 여러 종류의 오브젝트들을 정의/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계층의 윈도우 구성요소

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커널 오브젝트(Kernel Object)라고 부르며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control object : 시스템 함수를 제어하는 오브젝트(APC, DPC, interrupt 등) 

2. dispatch object : 쓰레드 스케줄링을 변화함으로써 동기화를 구현하는 오브젝트 : thread, mutex, 

event, semaphore, timer, waitable timer, spin lock 등 

 

 위에 정의된 기본적인 오브젝트 외에도 윈도우는 유저 모드에서 요청하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나 시스템 서비

스 프로그램, 디스크 파일 및 각종 리소스들을 관리하고 제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해당 디바

이스/서비스를 구분 짓는 구별자나 중요 데이터 변수, 함수 포인터 등등)을 오브젝트에 저장하여 메모리에 로

딩합니다. 디바이스 오브젝트, 드라이버 오브젝트, 파일 오브젝트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

한 오브젝트들을 Kernel Object와 따로 구별하여 ‘Executive Object’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강좌를 읽기 위해 ‘Chapter3.doc’라는 파일을 불러 오면 윈도우는 해당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들, 즉 파일 이름,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offset, 파일의 사이즈 등등의 정보가 

‘파일 오브젝트’라고 하는 미리 정의된 형식으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윈도우는 해당 파일을 읽고 쓰

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 해당 오브젝트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참고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브젝트의 중요한 성질은 ‘은닉성’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들을 오브젝트화하여 관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용자가 어떤 리소스를 사용할 때 해당 오브젝

트의 데이터들을 직접 참조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잘못된 명령이

나 프로그램 버그로 인해 컴퓨터 내부의 심각한 문제점이 초래되는 가능성을 막기 위함입니다. (가령 어떤 프

로그램의 버그로 인해 자신이 참조하고 있는 하드 디스크 오브젝트의 부트 섹터 영역 정보를 변경시키는 경우

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윈도우에는 보다 효과적인 리소스 보호와 오브젝트 관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통합 관리/제어를 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브젝트 관리자(Object Manager)’입니다. 

 오브젝트 관리자는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관리하기 위한 공통적인 ‘헤더 정보(Object Header)’와 각 오브젝트 

별로 특징되는 정보들을 관리하는 ‘데이터 정보(Object Body)’로 구성하고 이것들을 일종의 테이블을 통해 관

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브젝트가 아무리 ‘은닉성’의 성질을 가지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메모리에 저장된 순간 이미 해당 메모리 주소에 대한 포인터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C/C++프로그램의 특성

상 이 포인터 값만 알고 있다면 해당 오브젝트의 모든 멤버에 대한 참조/호출/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

자가 특정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오브젝트의 데이터들이 저장된 위치를 가리키는 오브젝트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오브젝트 컨트롤 관리자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

로 ‘핸들(Handle)’입니다. 

 핸들은 오브젝트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테이블 리스트의 인덱스 값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파일이

나 하드웨어 디바이스 등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 해당 리소스를 요청하게 되면 오브젝트 관리자는 우선 해

당 오브젝트의 테이블 값을 찾고(만약 없다면 새로 생성합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오브젝트 포인터를 넘기는 

대신 오브젝트 정보가 저장된 테이블의 인덱스 값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해당 핸들값을 가지고 

특정 작업을 요청하게 되고 오브젝트 관리자는 핸들값을 보고 사용자가 어떤 오브젝트를 사용하려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전에 사용한 Symbolic Link Name과 Device Name역시 오브젝트 관리자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메모리에 저장된 어떤 데이터를 참조할 때 해당 메모리 값을 직접 사용해도 되지만 대신 보다 편한 참

조를 위해 변수명을 이용하는 것처럼 오브젝트 관리자 역시 디바이스 이름을 이용해 특정 오브젝트를 구분/참

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오브젝트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디바이스 이름을 직접 사

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Symbolic Link Name은 바로 이러한 제한을 위해 만들어진 대리자입

니다. 그래서 사용자 모드에서는 이 Symbolic Link Name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요청

하게 되고 그러면 오브젝트 관리자는 다시 핸들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간접 참조자를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 

이중 보호 모드를 사용하여 철저한 오브젝트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강좌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App간에 통신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1. App에서 CreateFile()을 호출하면서 Symbolic Link Name을 파라미터로 넘긴다. 

2. 오브젝트 관리자에서는 Symbolic Link Name와 연결된 디바이스 이름을 찾는다.(검색에 실패하게 되

면 해당 경로를 찾을 수 없다는 에러 리턴) 

3. 디바이스 이름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테이블을 찾는다. 

4. 해당 오브젝트의 테이블 인덱스(핸들) 값을 CreateFile()의 리턴값으로 넘겨준다. 

5. App에서 리턴받은 핸들값을 이용하여 ReadFile()/WriteFile() 등의 함수를 호출한다. 

6. 오브젝트 관리자에서는 넘어온 핸들값을 인덱스로 하는 오브젝트 테이블을 찾는다. 

7. 해당 오브젝트 테이블에 저장된 정보들을 참조하여 해당 동작을 수행한다. 

 

 반면에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같은 커널 모드 프로세스들에게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같은 커널 모드 프로세스는 오브젝트 관리자 보다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오브젝트 관리자의 권한 



밖에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특정 디바이스를 참조하기 위해 직접 디바이스 

이름을 이용하여 오브젝트 포인터를 바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p에서 이벤트를 사용할 때 

CreateEvent()함수를 사용하여 이벤트의 핸들을 얻어오고 그 핸들값을 이용하여 WaitForSingleObject()등의 

API에서 사용을 하게 되지만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해당 이벤트의 핸들이 아닌 KEVENT라고 하는 이벤

트 오브젝트(구조체)의 포인터 값을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밑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브젝트 이름 공간(Object Name Space) 

 오브젝트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오브젝트들은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들을 트리 형식의 디렉토리 구조로 

관리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같은 성질을 지닌 오브젝트 별로 통합되어 관리되는데 이렇게 

파일 디렉토리와 유사한 묶음을 이름 공간(Name Space)라고 합니다.  

 첫 강좌에서 잠깐 소개한 바 있는 WinObj.exe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오브젝트 관리자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

는 오브젝트들을 윈도우 탐색기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그림 3_1 참조) 

 지난 시간에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App간의 통신을 위해 Symbolic Link Name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디바이

스 이름과 연결시키는 루틴을 예제로 보여줬었습니다. 이 때 디바이스 이름을 생성할 때는 ₩Device₩Hello-

Drv_Ver2 라는 이름을 사용했었고 Symbolic Link Name을 생성할 때는 ₩??₩HelloDrv 라고 하는 이름을 만

들었습니다. 여기서 ₩Device 나 ₩?? 부분이 바로 Name Space입니다. ₩Device 는 이름처럼 드라이버에 의

해 생성된 디바이스들을 위치시키는 공간이며 현재 윈도우에서 인식하고 있는 디바이스들이 모두 이 Name 

Space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바이스에 관련된 API를 호출할 때 오브젝트 관리자는 이 이름

공간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검색하여 해당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디바이스를 생성할 

때 이름을 ₩Device₩...가 아닌 ₩Security… 나 ₩CallBack… 등으로 생성할 경우는 잘못된 동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림 3_1에 보면 DosDevices라고 하는 이름 공간은 다른 이름 공간과 다소 다른 성질을 지닌 것 처럼

보입니다. 이름 앞에 있는 아이콘이 다른 것과 틀리고 Type도 directory가 아닌 SymbolicLink라고 되어 있

으며 그 이름 공간의 SymLink에 ₩??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름 공간이 우리가 바탕 화면의 바

로 가기 아이콘을 만든 것과 유사한 링크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DosDevices는 사실 ₩??와 같은 

일종의 alias 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공간이 바로 유저 모드와 디바이스를 연결해 주는 Symbolic Link Name

의 묶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라이버에서 Symbolic Link Name을 생성할 때 ₩??₩... 대신 ₩DosDevices 

₩... 라고 해줘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림 3_1에서 ₩??에 해당하는 디렉토리가 GLOBAL??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Symbolic Link Name 을 생성할 때는 ₩??₩ 부분에 이름을 생성한다는 사실이

며 우리가 유저 모드에서 CreateFile(₩₩₩₩.₩₩... 이런 식으로 해당 디바이스를 호출하면 I/O manager는 

₩₩.₩ 부분을 ₩??₩로 바꾸고 오브젝트 관리자에게 이 이름을 넘겨주면 오브젝트 관리자는 해당 이름 공간

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Symbolic Link Name이 있는지 검색해서 존재하면 해당 디바이스의 핸들을 리턴 해 주

는 것입니다.  



 

<그림 3_1> 

 

그림 3_2와 3_3은 각각 Symbolic Link Name과 디바이스 이름이 있는 이름공간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

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HelloDrv_Ver2’와 그것의 Symbolic Link Name인 ‘HelloDrv’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

다. (그림 3_2, 3_3 참조) 



 

<그림 3_2> 

 

 

<그림 3_3>



 

DeviceIoControl 

앞선 예에서 App와 디바이스 드라이버 간의 통신을 위해 ReadFile(), WriteFile() API를 사용하였는데 이 

API들은 단지 특정 디바이스에 읽기 / 쓰기 작업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세밀한 작업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이것을 수행하는 함수가 DeviceIoControl()입니다. DeviceIoControl()함수

의 원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BOOL DeviceIoControl( 

  HANDLE hDevice,               // handle to device 

  DWORD dwIoControlCode,     // operation control code 

  LPVOID lpInBuffer,           // input data buffer 

  DWORD nInBufferSize,          // size of input data buffer 

  LPVOID lpOutBuffer,           // output data buffer 

  DWORD nOutBufferSize,         // size of output data buffer 

  LPDWORD lpBytesReturned,      // byte count 

  LPOVERLAPPED lpOverlapped     // overlapped information 

);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파라미터는 두 번째 파라미터인 dwIoControlCode 입니다. DeviceIoControl() 

을 호출하게 되면 I/O manager에서는 해당 디바이스에게 IRP를 넘겨줍니다. 이 때 해당 IRP의 스택 포인터에

는 MajorFunction값에 IRP_MJ_DEVICE_CONTROL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해당 스택 포인터 오브젝트의 

멤버 중 Parameters.DeviceIoControl.IoControlCode 부분에 dwControlCode값을 저장합니다.  

우리는 이전 장에서 I/O manager가 IRP를 생성하여 드라이버에게 전달하면 해당 드라이버가 생성될 때 만

들어진 스택 공간에 IRP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이 정보 공간은 IO_STACK_LOCATION이라는 오브젝트 구조체로 정의되어 있으며 해당 오브젝

트 구조체의 멤버 중 Parameters라고 하는 unio타입의 저장 공간에 각각의 IRP메시지 마다 다른 형식의 구

조체를 내부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 장에서는 IRP_READ와 IRP_WRITE의 처리를 위해 pIrpStack-> 

Parameters.ReadLength 와 pIrpStack->Parameters.Write.Length 값을 사용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Dev-

iceIoControl() API를 사용하여 드라이버에게 IRP가 전달되면 드라이버에서는 해당 IRP를 처리하는 디스패치 

루틴에서 pIrpStack->Parameters.DeviceIoControl.IoControlCode부분에 저장된 값을 참고하여 보다 세부적

인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디바이스에게 DeviceIoContorl()함수를 이용하여 읽기/

쓰기 외에 여러 가지 작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dwIoControlCode값은 일정한 형식이 정해진 32bit unsigned long값이며 그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 ~ 1bit(2bits) : Method(디바이스와의 통신 방식을 정해줄 수 있으며 Buffered, Direct In/Out, 

Neither값이 들어갈 수 있다.) 

2. 2 ~ 13bit(12bits) : Function(사용자와 디바이스간에 서로 약속된 구분값) 



3. 14 ~ 15bit(2bits) : Access(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 권한) 

4. 16 ~ 32bit(16bits) : Devicetype(디바이스 생성 시 결정된 디바이스 타입) 

 

 이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스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 Calculating Driver 

 이번에 소개하는 드라이버는 아주 간단한 계산기 드라이버입니다. 해당 드라이버는 App에서 넘어온 데이터

를 저장하고 덧셈/뺄셈 기능을 수행하며 오버 플로우가 발생할 경우 App에서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

다.  

App는 드라이버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덧셈 / 뺄셈 등의 동작을 요청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DeviceIo-

Control() API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드라이버에서는 해당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전달되는 IRP_ 

MJ_DEVICE_CONTROL를 처리하는 루틴을 만들어 줘야 하며 처리 루틴에서는 다시 특정 ControlCode마다 

다른 처리를 하기 위한 분기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DeviceIoControl()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할 때 ReadFile()이나 WriteFile()에서와 같이 Buffered I/O 방식이

나 Direct I/O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혹은 I/O manager에서 어떤 처리도 하지 않는 Neither I/O 

방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irp->AssociatedIrp.SystemBuffer가 NULL값을 가지게 되며 대신 

드라이버에서는 irp->UserBuffer값에 들어 있는 유저 모드 포인터를 직접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

다. 이 방식은 가장 빠른 참조/복사가 가능하지만 저번 chapter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저 모드에서 메모리 스

와핑이 발생했을 경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드라이버에서는 개발자

가 직접 인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irp->UserBuffer는 Neither I/O 방식인 경우 드라이버에서 직접 참조를 하게 되지만 Buffered I/O 

방식인 경우 I/O manager에서 참조를 하는 유저 모드 메모리 주소값입니다. 즉, Buffered I/O 방식에서 I/O 

manager가 임시 버퍼를 이용해서 드라이버와 데이터를 주고 받은 후 다시 유저 모드 메모리에 데이터를 복

사할 때 바로 이 UserBuffer에 저장된 포인터 값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드라이버

에서 해당 값을 변경하게 되면 I/O manager는 디스패치 루틴을 완료한 후 유저 모드에 데이터를 전달할 때 

엉뚱한 곳(드라이버에서 변경된 메모리 위치)에 데이터를 복사하게 됩니다.  

 우리 드라이버에서는 계산 결과를 받거나 계산 값을 드라이버에게 넘겨 줄때는 Direct I/O 방식을 사용하며 

데이터를 주고 받지 않는 요청에 대해서는 Neither I/O 방식을, Overflow 발생 시 App에 알려주기 위한 이벤

트 핸들값을 전달할 때는 Buffered I/O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Test 프로그램은 저번처럼 MFC를 이용하여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었으며 해당 계산기는 덧셈과 뺄셈을 수행

하는 아주 간단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Test 프로그램은 CreateEvent() API를 사용하여 이벤트 핸들을 

하나 생성하며 이 핸들값을 드라이버에게 넘겨줌으로써 드라이버가 App에게 Overflow가 발생했을 때 

SetEvent() API를 이용하여 해당 상황을 알려 줄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래 함수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구문입니다.  

 

BOOL CCalcTestDlg::CreateEvents() 

 { 

 DWORD dwId; 

 

 if (!m_hEvent) 

  { 



  m_hEvent = CreateEvent(NULL, FALSE, FALSE, NULL); 

  if (!m_hEvent) 

   { 

   DisplayErrorMsg("CreateEvents"); 

   return FALSE; 

   } 

  } 

  

 if (!m_hThread) 

  { 

  m_hThread = CreateThread(NULL, NULL, (LPTHREAD_START_ROUTINE)EventThread, 

this, NULL, &dwId); 

  if (!m_hThread) 

   { 

   DisplayErrorMsg("CreateThread"); 

   return FALSE; 

   } 

  } 

 

 dwId = sizeof(HANDLE); 

 m_DrvCon->SendIoControl(IOCTL_USER_EVENT, (PBYTE)&m_hEvent, &dwId); 

 

 return TRUE; 

 } 

 

 CreateThread()를 이용하여 생성한 쓰레드 함수는 단순히 드라이버에서 알려주는 이벤트를 기다리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벤트 발생시 사용자에게 Overflow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간단한 메시지 박스를 출력합니다. 

 

DWORD CCalcTestDlg::EventThread(CCalcTestDlg *This) 

 { 

 DWORD dwRet = 0; 

 

 while (1) 

  { 

  dwRet = WaitForSingleObject(This->m_hEvent, INFINITE); 

  if (dwRet == WAIT_OBJECT_0) 

   { 



   AfxMessageBox("OverFlow occured!!!"); 

   This->SendMessage(WM_COMMAND, IDC_BUTTON_CLEAR, 0); 

   } 

  } 

 

 return TRUE; 

 } 

 

 Test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사용자와의 Interface역할을 수행하는 CCalcTestDlg클

래스와 드라이버와의 Interface를 수행하는 CDriverConnector클래스 입니다. CDriverConnector클래스에는 

드라이버와의 통신을 위한 기본적인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st 프로그램에서 사

용된 API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SDN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alculating Driver 소스 분석 

 DriverEntry()나 DriverUnload()함수의 경우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디스패치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Calc_DispatchControl()과 Calc_DispatchOthers()함수가 

그것입니다. Calc_DispatchOthers()의 경우 단지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하고 요청을 완료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Calc_DispatchControl()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ULONG dwCode = pIrpStack->Parameters.DeviceIoControl.IoControlCode; 

 

 위 구문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ControlCode를 참조하는 구문입니다. 여기에는 App에서 DeviceIoControl()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주는 두번째 파라미터값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드라이버 개발자는 App 프로그

램과 항상 이 값을 정확히 같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드라이버와 App가 통신하는데 사용되는 참조

값들은 하나의 헤더 파일에 따로 저장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Test 프로그램에서는 드라이버와 관련된 매크로 및 define 값들을 calc_define.h 헤더 파일에 정의해 놓고 

참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 정의된 값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define CTL_CODE( DeviceType, Function, Method, Access ) (             ₩ 

    ((DeviceType) << 16) | ((Access) << 14) | ((Function) << 2) | (Method) ₩ 

) 

 

#define FILE_DEVICE_UNKNOWN              0x00000022 

#define METHOD_BUFFERED                  0 

#define METHOD_IN_DIRECT                  1 

#define METHOD_OUT_DIRECT             2 

#define METHOD_NEITHER                   3 

 

#define FILE_ANY_ACCESS             0 

#define FILE_SPECIAL_ACCESS     (FILE_ANY_ACCESS) 

#define FILE_READ_ACCESS      ( 0x0001 )    // file & pipe 

#define FILE_WRITE_ACCESS          ( 0x0002 )    // file & pipe 

 

#define DEVICE_LINK_NAME "₩₩₩₩.₩₩CALC_DRIVER" 

 

#define BUFFERED_CTL_CODE(_x) ₩ 

 (ULONG)CTL_CODE(FILE_DEVICE_UNKNOWN, _x, METHOD_BUFFERED, FILE_ANY_ACCESS) 

 

#define DIRECT_IN_CTL_CODE(_x) ₩ 



 (ULONG)CTL_CODE(FILE_DEVICE_UNKNOWN, _x, METHOD_IN_DIRECT, FILE_ANY_ACCESS) 

 

#define DIRECT_OUT_CTL_CODE(_x) ₩ 

(ULONG)CTL_CODE(FILE_DEVICE_UNKNOWN, _x, METHOD_OUT_DIRECT, FILE_ANY_ACCESS) 

 

#define NEITHER_CTL_CODE(_x) ₩ 

 (ULONG)CTL_CODE(FILE_DEVICE_UNKNOWN, _x, METHOD_NEITHER, FILE_ANY_ACCESS) 

 

#define IOCTL_SEND_DATA DIRECT_OUT_CTL_CODE(0x801) // send user data from user 

application to device... 

#define IOCTL_GET_RESULT DIRECT_IN_CTL_CODE(0x802)  // send result from device to 

user application 

#define IOCTL_ADD_CODE DIRECT_OUT_CTL_CODE(0x803) 

#define IOCTL_SUB_CODE DIRECT_OUT_CTL_CODE(0x804) 

#define IOCTL_CLEAR_DATA NEITHER_CTL_CODE(0x805) 

#define IOCTL_USER_EVENT BUFFERED_CTL_CODE(0x807)  // Send User Event to device 

 

 여기서 CTL_CODE( DeviceType, Function, Method, Access ) 는 DDK에 있는 devioctl.h 헤더 파일에 정의

되어 있으며 앞서 설명한 ControlCode를 사용자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된 매크로 입니다. Devioctl.h에

는 이외에도 DeviceIoControl()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참조값들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해당 

파일을 그대로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Function값은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주는 임의의 값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0x7FF 까지의 값들은 윈도우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예약해 놓은 

값들이므로 사용자는 0x800 ~ 0x8FF까지의 값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난 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윈도우의 작동과 충돌하여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est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드라이버와 통신하는데 사용하는 값은 IOCTL_SEND_DATA ~ IOCTL_USER_E 

VENT 까지에 정의된 값들입니다. 이들 값들을 처리하는 드라이버의 루틴은 아래와 같습니다.  

 

switch (dwCode) 

 { 

 case IOCTL_SEND_DATA: 

  pTemp =  

(int *)MmGetSystemAddressForMdlSafe(irp->MdlAddress, NormalPagePriority); 

  RtlCopyMemory(&pDevExt->nResult, pTemp, sizeof(int)); 

  break; 

 

 case IOCTL_GET_RESULT: 

  pTemp =  



(int *)MmGetSystemAddressForMdlSafe(irp->MdlAddress, NormalPagePriority); 

  RtlCopyMemory(pTemp, &pDevExt->nResult, sizeof(int)); 

  break; 

 

 case IOCTL_ADD_CODE: 

  pTemp =  

(int *)MmGetSystemAddressForMdlSafe(irp->MdlAddress, NormalPagePriority); 

  RtlCopyMemory(&pDevExt->nData, pTemp, sizeof(int)); 

  nTemp = pDevExt->nResult + pDevExt->nData; 

  if ((pDevExt->nResult > 0) && (nTemp < 0)) 

   { 

   KdPrint(("OverFlow occured!!!")); 

   KeSetEvent(pDevExt->KEvent, 0, FALSE); 

   } 

  else 

   { 

   pDevExt->nResult = nTemp; 

   } 

 

  break; 

 

 case IOCTL_SUB_CODE: 

   pTemp =  

(int *)MmGetSystemAddressForMdlSafe(irp->MdlAddress, NormalPagePriority); 

  RtlCopyMemory(&pDevExt->nData, pTemp, sizeof(int)); 

  nTemp = pDevExt->nResult - pDevExt->nData; 

  if ((pDevExt->nResult < 0) && (nTemp > 0)) 

   { 

   KdPrint(("OverFlow occured!!!")); 

   KeSetEvent(pDevExt->KEvent, 0, FALSE); 

   } 

  else 

   { 

   pDevExt->nResult = nTemp; 

   } 

  break; 

 



 case IOCTL_CLEAR_DATA: 

  pDevExt->nResult = 0; 

  pDevExt->nData = 0; 

  break; 

    

 case IOCTL_USER_EVENT: 

  hEvent = (HANDLE *)irp->AssociatedIrp.SystemBuffer; 

  status = ObReferenceObjectByHandle(hEvent[0], SYNCHRONIZE, 

      NULL, KernelMode, &pDevExt->KEvent, NULL); 

 

  if (!NT_SUCCESS(status)) 

   { 

   KdPrint(("Set Event failed!!!")); 

   } 

  break; 

 

 default: 

  KdPrint(("Invalid I/O control code...")); 

  break; 

 } 

 

 우선 살펴볼 구문은 아래 구문입니다. 

 

pTemp = (int *)MmGetSystemAddressForMdlSafe(irp->MdlAddress, NormalPagePriority);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est프로그램에서 우리 드라이버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은 Direct I/O 방식입니

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Memory manager는 해당 유저 모드 데이터의 메모리를 페이지 스와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Lock을 걸고 해당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Memory Desctriptor List(MDL)이라고 하는 오브젝

트를 생성하며 해당 오브젝트의 포인터값을 I/O manager에게 넘겨주며 I/O manager는 다시 MdlAddress라고 

하는 IRP의 멤버에 해당 포인터 값을 저장하여 드라이버에게 넘겨줍니다. 따라서 드라이버는 이 MdlAddress

에 저장된 값을 통해 해당 리스트 오브젝트에 접근하고 거기에 저장된 값들 중 유저 모드 데이터의 포인터 값

을 얻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MmGetSystemAddressForMdlSafe라고 하는 매크

로입니다. 따라서 드라이버에서는 단지 이 매크로를 위와 같이 사용하여 리턴되는 유저 모드 데이터의 포인터 

값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OCTL_SEND_DATA 는 계산의 가장 처음 들어오는 데이터를 DEVICE_EXTENSION의 멤버인 

nResult 변수에 저장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IOCTL_ADD_CODE, IOCTL_SUB_CODE는 덧셈이나 뺄셈을 수

행할 때 사용되는 ControlCode입니다. 이 때 간단한 오버 플로우 검사를 수행하여 오버 플로우 발생 시 이벤



트를 발생시키고 결과값을 초기화하며, 오버 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결과값을 저장합니다. 아래 구문이 그

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if ((pDevExt->nResult > 0) && (nTemp < 0)) 

  { 

  KdPrint(("OverFlow occured!!!")); 

  KeSetEvent(pDevExt->KEvent, 0, FALSE); 

  } 

 else 

  { 

  pDevExt->nResult = nTemp; 

  } 

 

 여기서 pDevExt->KEvent 는 App에서 넘겨준 이벤트 포인터 값으로써 App에서 넘겨준 이벤트 핸들을 처

리하는 루틴은 아래와 같습니다.  

 

case IOCTL_USER_EVENT: 

  hEvent = (HANDLE *)irp->AssociatedIrp.SystemBuffer; 

  status = ObReferenceObjectByHandle(hEvent[0], SYNCHRONIZE, 

      NULL, KernelMode, &pDevExt->KEvent, NULL); 

 

  if (!NT_SUCCESS(status)) 

   { 

   KdPrint(("Set Event failed!!!")); 

   } 

  break; 

 

 앞 부분에서 오브젝트와 핸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유저 모드는 오브젝트 관리자에 의해서 특정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 직접 포인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 핸들이라고 하는 일종의 인덱스 값을 사용하지만 드라이버의 

경우는 직접 해당 오브젝트의 포인터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따라서 App에서 CreateEvent()를 통해 

생성한 이벤트 값은 핸들값이므로 드라이버에서는 이 핸들값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포인터 값을 사용하도록 해

야 합니다.  

 

 status = ObReferenceObjectByHandle(hEvent[0], SYNCHRONIZE, 

      NULL, KernelMode, &pDevExt->KEvent, NULL); 

 

 위의 구문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ObReferenceObjectByHandle()함수는 이름에서 의미하듯이 핸



들값을 이용해 오브젝트를 참조할 때 사용하는 API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윈도우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된 핸들값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포인터값을 다섯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된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고 적절

한 상태값을 리턴합니다.  

 참고로 유저 모드에서 사용하는 SetEvent()나 CreateEvent()에서 사용되는 이벤트 파라미터 값은 단순히

32bit 인덱스값이지만 드라이버에서 사용하는 SetEvent() 함수에 전달되는 이벤트 값은 KEVENT라고 하는 

구조체의 포인터 값입니다. KEVEN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typedef struct _DISPATCHER_HEADER { 

    UCHAR Type; 

    UCHAR Absolute; 

    UCHAR Size; 

    UCHAR Inserted; 

    LONG SignalState; 

    LIST_ENTRY WaitListHead; 

} DISPATCHER_HEADER; 

 

typedef struct _KEVENT { 

    DISPATCHER_HEADER Header; 

} KEVENT, *PKEVENT, *RESTRICTED_POINTER PRKEVENT; 

 

 즉, ObReferenceObjectByHandle() API를 이용하면 위와 같이 정의된 구조체의 포인터를 얻게 되며, 오버 

플로우가 발생하여 우리가 SetEvent()를 호출하게 되면 윈도우는 해당 포인터에 위치한 dispatcher header의 

값을 참조하여 Signal state를 활성화하고 WaitListHead에 저장된 값들을 검색해서 이 Event를 기다리고 있

는 쓰레드에게 이벤트가 발생했음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벤트 처리 방식은 드라이버와 App간에 동기화를 구현할 때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꼭 이해하

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ObReferenceObjectByHandle()에 의해서 참조된 오브젝트는 반드시 오브젝트의 사용이 끝나면 더 이상 사

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윈도우에게 알리기 위해 ObDerefenceObject() API를 호출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Win32 API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DC나 Handle, Heap memory 등을 사용이 끝난 후 해

제해 주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 드라이버에서는 이 오브젝트를 DriverUnload() 함수에서 해제해 주며 

해당 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pDevExt->KEvent) 

  { 

  ObDereferenceObject(pDevExt->KEvent); 

  } 



 이렇게 해서 간단한 계산 기능을 가진 드라이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드라이버는 DeviceIoControl() 

API 호출에 대한 처리를 위한 디스패치 루틴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루틴에서는 Parameters.DeviceIoControl. 

IoControlCode값을 참조하여 다시 세부적인 작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때 App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식

에는 Direct I/O, Buffered I/O, Neither I/O 방식이 있으며 우리 드라이버에서는 Direct I/O와 Buffered I/O 방

식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유저 모드 프로그램에 어떤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App에서 이벤트를 생성한 후 해당 이벤트

의 핸들값을 드라이버에게 넘겨주고 드라이버에서는 이 이벤트 핸들값을 ObReferenceObjectByHandle() API

의 첫번째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줌으로써 해당 이벤트 오브젝트의 포인터를 얻어와서 App에게 알려줘야 할 

이벤트가 발생 했을 때 KeSetEvent() API 을 사용하여 이벤트를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그럼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소개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filter driver 예제를 통해 WDM 드라이버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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