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릿말 

 우선 저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제작 경험이 거의 없으며 관련 이론 역시 그다지 해박한 편이 아닙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 그리고 저와 같은 초보자를 위한 정말 쉬운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경험을 되살려 디바이스 드

라이버 공부를 시작하려는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내용 중에 혹 질문/요구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저의 무지로 기인한 잘못된 부분이나 의심되

는 부분이 발견될 시 지체 없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답변/수정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분야는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합니다. 하지만 단지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

그래밍 자체가 정말 다른 분야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관련 자료 자체가 다른 것들에 비해 그다지 풍족하지 못하고 

습득해야 할 배경 이론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생소하며 무엇보다 프로그램 테스트 / 디버깅이 어렵기 때

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아시다시피 커널 모드에서 그 동작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평소에 유저모드 환경에

서의 작업에 익숙한 일반 사용자 및 App 개발자로써는 그 생소함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며 약간의 실수

로도 큰 대가(작게는 시스템 다운/재부팅, 크게는 OS 재설치)를 치러야 하는 상황은 분명 비 친화적인 환경일 

것입니다.(저 역시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재 부팅과 잦은 블루 스크린을 경험했

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환경에 익숙해 지기만 한다면 프

로그래밍 자체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을 하

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 지식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넓게는 운영체제 좁게는 윈도우의 동작 원리나 내부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App와 달리 커

널 모드에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 지므로 커널의 동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끼치게 됩니다. 따

라서 윈도우 커널 내부에서 사용되는 많은 작동 원리나 개념들이 드라이버 프로그래밍에서도 사용되

므로 적어도 운영체제에 관한 책 한 권 정도는 읽어 보는 것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

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 그 책 표지 때문에 – 공룡책으로 널리 알려진 silberchartz, galvin, 

gagne가 쓴 ‘Operating System Concepts’ 는 좋은 참고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2.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C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윈도우 드라이

버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DDK의 해더 파일이나 샘플 소스들은 모두 C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윈도우 시스템 자체가 약간의 어셈블리와 대부분의 C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C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

니다. 물론 근래에는 C++을 이용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드는 방법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3. 시스템 다운이나 정체불명의 에러 메시지에 익숙해 져야 합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작업 환경은 

커널 모드이므로 커널이 잘못된 작업에 대한 복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반면 유저 모드의 경우 오동

작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커널에서 해당 프로세스를 종료시키고 원상태로 복구시킵니다. 이렇

게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유저모드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메

모리 구역이 틀리기 때문이며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부



분의 에러 발생 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시스템을 재 부팅하는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윈도우 안전 모드를 통해 우리가 설치한 드라이버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 물론 극히 

드문 경우겠지만 – 윈도우 커널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커널 모드 디버깅이 가능한 툴이 있다면 이러한 에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

고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툴이 없다면 최소한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하

는 루틴을 작성하는데 인색함이 없어야 하며 에러 발생시 반드시 화면에 출력된 에러 메시지를 확인

하고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에러 메시지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들은 DDK의 도움말 문서에 ‘Bug Check Codes’라는 카테고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에 도움되거나 필요한 툴들입니다. 

1. 개발 관련 툴 

A. Visual Studio 6.0 – 앞으로 소개될 예제들(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그것을 테스트 할 App)은 모두 

Visual Studio6.0에 들어있는 VC++6.0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밑에서 VC++6.0을 이용해서 디바

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B. Platform SDK –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치 관련 및 테스트에 관련해서 많은 유용한 API 및 구조

체, Type 등을 지원해 줍니다. DDK 설치 전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C. Microsoft DDK(Driver Deveopment Kit) –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을 위해서는 MS에서 제공하

는 DDK라고 하는 개발 툴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드라이버 개발에 필요한 많은 라이브러리

와 자료구조 등이 정의 되어 있으며 빌드에 필요한 환경을 편리하게 제공해 줍니다. 특히 여기에

는 다양한 샘플 소스가 들어 있는데 이것들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및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용한 소스들입니다. 참고로 DDK는 각 윈도우 버전마다 따로 존재합니다. 윈도우98의 경

우는 98DDK, 윈도우2000은 NTDDK, XP는 XPDDK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XPDDK의 경우 

하위 버전의 빌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윈도우2000에서도 XPDDK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디버깅 관련 툴 :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VC++6.0에서 제공하는 Break Point기능으로는 디버깅이 불

가능 하며 기타 관련 디버깅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디버깅 전용 툴을 사용

해야 합니다. 

A. SoftIce - Numega사에서 개발한 드라이버 제작 툴인 Driver Studio에 포함되어 있는 디버깅 툴

입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실행 중에 소스 레벨에서 단계적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으며 물리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등의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법이 비교

적 쉽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툴입니다. 다만 Driver Studio는 상용 프로그램으로 그 가격이 개

인이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대략 300~400만원 정도)이 흠입니다. 현재 3.x버전까

지 출시되었으며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3.0버전입니다. 

B. WinDbg –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디버깅 툴입니다. 이것 역시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

지만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SoftIce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C. DebugView – www.sysinternals.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툴입니다. 위의 두 프

로그램처럼 직접적인 디버깅은 불가능 하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된 디버그 메시지들을 편하

http://www.sysinternals.com/


게 불 수 있는 좋은 툴입니다. 

3. 기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 

A. WinObj.exe – 역시 www.sysinternals.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설치된 드라이버 

및 디바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우리가 만든 드라이버가 정상적

으로 로딩되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Drvier Monitor – Numega의 Driver Studio에 포함되어 있는 툴입니다. 특정 드라이버 파일

(.sys)을 선택해 해당 드라이버의 로딩/언 로딩을 편하게 작동 시킬 수 있으며 해당 드라이버에

서 출력하는 디버그 메시지만을 선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C. DSP converter – 역시 Driver Studio에 포함되어있습니다. SOURCES파일을 이용해서 자동으

로 .dsp파일을 생성해주는 툴입니다. (SOURCES파일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나오는 실습 예문들은 모두 윈도우 XP 환경을 기반으로 제작/테스트되었으며 VC++6.0, 

Platform SDK(2003년 2월 버전), XPDDK, SoftIce3.0, DebugView가 사용되었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 공부에 도움이 되는 참고 도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Inside Windows 2000(David A. Solomon / Mark E. Russinovich) – 앞서 언급했듯이 윈도우 드라이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내부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쌓

는데 이보다 더 좋은 참고도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무척 감동적으로 읽은 책입니다. 

꼭 드라이버 개발이 아니더라도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어 봤으면 합니다. 

다만 이 책을 무난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체제 전반적인 개념(쓰래드, 프로세스, 가상 메모리 

개념 등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 지식은 앞에서 말한 공룡책과 같은 

운영체제 개론서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Programming Windows Driver Model(Walter Oney) – 많은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 역시 이 책을 가장 먼저 봤으며 계속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WDM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폭

넓게 언급되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3. Writing Windows WDM Device Drivers(Chris Cant) – walter oney의 책처럼 WDM에 대해 중점적으

로 설명되어 있는 책이며 역시 위의 책과 더불어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oney의 책과 더불어 거의 동시에 읽기 시작했으며 처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감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 책입니다. 다만 번역서를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소 내용이 산만하다는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4. The Windows 2000 Device Driver Book(Art Baker / Jerry Lozano) – 현재 읽고 있는 책입니다. 대

략 반 정도 봤는데 아주 감동 받고 있습니다. 위의 두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궁금증들이 상당부분 해

소되는 느낌을 받았으며 참고서 같은 느낌을 주는 체계적인 설명과 단계적인 진행이 마음에 드는 책

입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관련 사이트 목록입니다.  

1. www.sysinternals.com – Inside windows 2K의 저자 중 한 명인 Mark Russinovich와 Bryce 

Cogswell에 의해 운영되는 사이트로써 많은 유용한 툴과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www.cmkrnl.com –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http://www.sysinternals.com/
http://www.sysinternals.com/
http://www.cmkrnl.com/


3. www.beyondlogic.org – USB나 RS-232등의 버스/통신 관련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4. www.wd-3.com – walter oney에 의해 운영되는 WDM드라이버 관련 사이트입니다. 좋은 내용과 소

스가 많이 있습니다.  

5. http://undocumented.ntinternals.net –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비공개 API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아직 usermode API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www.ndis.com – NDIS 드라이버에 대한 좋은 소스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7. www.ksyspro.org – 커뮤니티 형태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관련 사이트입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빌드 하는 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DDK에서 제공하는 콘솔 모드 빌딩 환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DDK를 설치하고 나면 

Build Environment라는 메뉴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빌드 환경을 자동으로 셋팅할 수 있습니다. 

XPDDK의 경우 윈도우XP/2000/ME에 대해서 각각 free build와 checked build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ree build와 checked build의 차이는 VC++에서의 release/debug 모드와 유사합니다. 이중에서 원하는 빌

드 환경을 선택하면 DDK에서 자동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빌드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 변수 셋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DDK 해더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의 path, 빌드 옵션 등) 

 이제 콘솔 모드에서 해당 드라이버 소스가 있는 디렉토리에 가서 간단히 build라는 명령을 치면 드라이버 파

일(드라이버이름.sys)이 생성되고 부수적인 파일들(로그파일 등)이 만들어 집니다.  

 

Sources 및 makefile파일 작성법 

 DDK에서 드라이버를 빌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드라이버 소스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소스를 어떻게 컴

파일해서 링크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파일이 바로 sources파일과 

makefile입니다. Makefile이 하는 역할은 단지 DDK가 제공하는 실제 makefile을 가리키는 간접 지시자 역할

만을 하는 것이므로 모든 드라이버 소스에서 공통적으로 카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K에 있는 아무 샘플파일이나 하나를 선택해서 makefile의 내용을 보면 모두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 DO NOT EDIT THIS FILE!!!  Edit .₩sources. if you want to add a new source 

# file to this component.  This file merely indirects to the real make file 

# that is shared by all the driver components of the Windows NT DDK 

# 

 

!INCLUDE $(NTMAKEENV)₩makefile.def 

 

 makefile내용에 나와있듯이 실제로 빌드에 관련된 옵션을 지정해 주는 파일은 sources파일입니다. 이 파일

http://www.beyondlogic.org/
http://www.wd-3.com/
http://www.ndis.com/
http://www.ksyspro.org/


은 어떤 소스를 빌드해서 무슨 이름의 드라이버 파일로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 내용을 포함하

게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TARGETNAME=드라이버파일이름(확장자제외) 

TARGETTYPE=DRIVER 

TARGETPATH=OBJ 

 

SOURCES= 드라이버 소스 리스트(‘₩’로 각 소스들을 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예제 드라이버의 sources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ARGETNAME=HelloDrv 

TARGETTYPE=DRIVER 

TARGETPATH=OBJ 

 

SOURCES= DriverEntry.c 

 

 만약, 소스파일이 두 개 이상일 경우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SOURCES= DriverEntry.c ₩ 

    DriverUnload.c ₩ 

    DriverDispatch.c 

 

 위에서 보여준 sources파일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예제 드라이버의 경우 매우 간단한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지정해 줘도 문제없이 빌드가 되며 실제 드라이버를 로딩시켰을 때도 잘 작동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옵션을 지정된 매크로를 이용해서 줄 수 있는데 그러한 각각의 매크로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은 DDK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림 0_1 참조) 

 이렇게 빌드가 끝나고 나면 해당 드라이버 소스 디렉토리 밑에 ₩objchk₩i386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되며 이 

부분에 드라이버 파일이 만들어 집니다. (만약 free build environment 환경에서 빌딩 시에는 ₩objfre₩i386) 

그림 0_2는 이렇게 생성된 디렉토리에 만들어진 파일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그림 0_2 참조) 

 한편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렇게 콘솔 모드에서 빌딩을 하는 대신 VC++툴을 이용해서도 빌딩이 가능합니

다. 위에서 언급한 Numega의 Driver Studio에는 ‘Source to DSP Converter’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sources파일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VC++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 파일(.DSP)을 생성해 주는 프

로그램입니다. 또한 Driver Studio에 있는 Driver Works는 VC++가 제공하는 App 위자드처럼 기본적인 드

라이버 프레임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Walter oney의 책에 들어있는 CD에는 WDMWIZ.awx라고 하는 VC++ App위자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자드 파일이 있으며, Art baker/Jerry lozano의 책에 있는 CD에도 DDAppWiz.awx라고 하는 비슷한 

기능의 위자드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사용법은 해당 책의 Appendix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으며 이 방법

에 대해서는 Art baker/Jerry lozano의 책에도 잘 나와있긴 하지만 이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 다음 장에서 자

세히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사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장부터는 실습 예제를 

통해 드라이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의 예제들은 모두 

VC++6.0을 이용해서 제작될 것이며 테스트를 위한 App는 MFC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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