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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기반 Windows Event Log Forensic 도구 설계 및 구현

김 종 민*, 이 동 휘**

요 약

Windows Event Log에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들을 정의하고 있는 Log이며, 해당 파일에는 사용자의 여러 행위 및 이

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하지만 행위마다 Event Log가 발생함으로써, 로그들을 분석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SA에서 발표한 “Spotting the Adversary with Windows Event Log Monitoring”의

주요 Event Log 목록을 바탕으로 XML 기반한 Event Log 분석 도구를 설계 및 구현 하였다.

XML-based Windows Event Log Forensic tool design and implementation

Jongmin Kim*, DongHwi Lee**

ABSTRACT

The Windows Event Log is a Log that defines the overall behavior of the system, and these files contain data that can

detect various user behaviors and signs of anomalies. However, since the Event Log is generated for each action,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analyze the log.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n XML-based

Event Log analysis tool based on the main Event Log list of "Spotting the Adversary with Windows Event Log

Monitoring" presented at the 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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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PC가 보급되면서 가정에서 사용하

는 개인용 PC 및 기업에서 사용하는 PC의 대부분의

OS는 Windows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Windows 운영체제의 증가로 인해 해당 운영체제

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 Log들은 메모리, 네트워크, 레지스트

리, Windows Event Log 등 여러 가지들이 있다.

Windows Event Log는 윈도우에서 정립한 동작

에 대하여 Application. System, Security Log와 같

이 세 가지 로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Windows Event Log는 포렌식 분석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SA에서 발표한 “Spotting

the Adversary with Windows Event Log

Monitoring”의 주요 Event Log를 목록화 및 분석하

여 XML 기반 Event Log 분석도구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Evnet Log를 정립 및 자동화 분

석 도구를 구현하였다.

2. 관련연구

2.1 Windows Event Log

Windows 시스템은 Application Log, Security

Log, System Log와 같이 세 가지 로그를 이벤트에

기록하며, OS 구성에 따라 Directory Service Log,

Fi1e Replication Service Log, DNS Server Log가

추가될 수가 있다[1]. 주요 이벤트 별 특징은 <표 1>

과 같다.

<표 1> 윈도우 시스템 Event Log 종류[2][3]

2.2 Windows Event Log 구성요소

이벤트 로그는 이벤트 뷰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으며, 각 로그들은 메타데이터와 메시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Channel, Provider, Task, Level,

TimeCreated, Keywords, EventRecordID, Version,

Computer, Opcode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벤트로그 파일의 XML

Event Log 설명

Application

응용 프로그램이 기록한 다양한

이벤트가 저장되며, 기록되는 이

벤트는 해당 제품의 개발자에 의

해 결정된다.

ex) 안티바이러스 제품의 경우

악성코드 탐지 및 업데이트를 기

록한다. 일반 응용프로그램의 경

우 활성화 여부와 성공 여부 등

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Security

유효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로그

온 시도 및 파일 생성, 열람, 삭

제 등의 리소스 사용에 관련된

이벤트를 기록한다. 감사로그 설

정을 통해 다양한 보안 이벤트

저장이 가능하다.

System

Windows 시스템 구성요소가 기

록하는 이벤트로 시스템 부팅 시

드라이버가 로드 되지 않는 경우

와 같이 구성요소의 오류를 이벤

트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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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방법

본 연구에서 NSA의 “Spotting the Adversary

with Windows Event Log Monitoring”주요 Event

Log 목록을 바탕으로 XML 기반한 Event Log 분석

도구를 설계 및 구현하기 위해, 주요 Event Log를

분석하였다.

3.1 주요 Event Log

NSA의 주요 Event Log는 16개의 이벤트 카테고

리로 나누어져 있으며, <표 2>과 같이 16개의 카테

고리로 나누어져 있다.

<표 2> 최상위 항목 요소[3][4]

<표 3>는 16개의 카테고리의 상위 단계에 종속된

하위항목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3> 하위항목 요소[3][4]

General Event

Descriptions
General Event IDs

Account and Group 4624, 4625, 4648,

Activities
4728, 4732, 4634,

4735, 4740, 4756
Application Crashes

and Hangs
1000 and 1002

Windows Error

Reporting
1001

Blue Screen of

Death(BSOD)
1001

Windows Defender

Errors

1005, 1006, 1008,

1010, 2001, 2003,

2004, 3002, 5008
Windows Integrity

Errors

3001, 3002, 3003,

3004, 3010 and 3023
EMET Crash Logs 1 and 2
Windows Firewall

Logs

2004, 2005, 2006,

2009, 2033
MSI Packages

Installed
1022 and 1033

Windows Update

Installed
2 and 19

Windows Service

Manager Errors

7022, 7023, 7024,

7026, 7031, 7032,

7034
Group Policy Errors 1125, 1127, 1129

AppLocker and SRP

Logs

865, 866, 867, 868,

882, 8003, 8004,

8006, 8007
Windows Update

Errors
20, 24, 25, 31, 34, 35

Hotpatching Error 1009
Kernel Driver and

Kernel Driver

Signing Errors

5038, 6281, 219

Log Clearing 104 and 1102
Kernel Filter Driver 6
Windows Service

Installed
7045

Program Inventory
800, 903, 904, 905,

906, 907, 908

Wireless Activities

8000, 8001, 8002,

8003, 8011, 10000,

10001, 11000, 11001,

11002, 11004, 11005,

카테고리

Clearing

Event

Logs

Account

Usage

Remote

Desktop

Logon

Detection

Windows

Defender

Activities

Applicati

on

Crashes

Software

&

Service

Installatio

n

External

Media

Detection

Pass the

Hash

Detection

AppLocker

System

or

Service

Failures

Windows

Update

Errors

Kernel

Driver

Signing

Group

Policy

Errors

Mobile

Device

Activities

Printing

Services

Windows

Fire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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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XML 구조

XML 문서는 XML 선언 부분으로 문서구조를 정

의하는 프롤로그와 실제 XML 문서의 내용을 입력하

는 도큐먼트 인스턴스 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또한 XML 문서의 구조는 전통적인

DTD와 새로운 XML Schema에 의하여 기술된다[5].

3.2.1 DTD(Document Type Definition)[5][6]

DTD는 문서 내에서 사용할 태그들을 정의하기 위

한 일련의 문서 구조에 대한 규칙이다. DTD는 문서

에 사용할 수 있는 태그, 문서에 나타나는 태그들의

순서와 출현 횟수, 태그에서 허용되는 애트리뷰트 등

을 계층적 구조로 규정한다.

XML은 HTML처럼 고정적인 태그를 갖지 않고

콘텐츠에 따라 융통성 있고 자유로운 태그에 의하여

정의된다. 데이터 교환을 위해 XML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그 자신의 독자적인 DTD들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엘리먼트, 애트리뷰트와 같이 문

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들로부터 파라미터 엔티티,

조건절 등을 사용하여 여러 상황에 따라 맞춤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3.2.2 XML Schema[5][7]

DTD의 확장성, 데이터 타입, 통합, 재사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W3C에 의하여 표

현력이 풍부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서술적이지 않고 간결하고, 인터넷에서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한 XML 관련 스펙과 협력할 수 있고,

정보 처리에 상호 운용(interoperable)할 수 있고,

XML에 의하여 표현되는 새로운 타입의 XML

Schema가 개발되었다.

XML Schema는 그 자체가 XML 문서이며 XML

과 동일한 문법을 이용함으로써 개발자에게 보다 친

숙하다.

스트링, 정수, 날짜 등의 풍부한 데이터 타입을 지

원하며, 또한 사용자 정의 타입을 정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타입에서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변형된 새로운 타입을 생성할 수도 있고, 데이터 무

결성을 지원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3.3 분석 도구 설계 및 구현 과정

(그림 2) Windows 주요 Event Log 분석 도구

구현 절차

(그림 2)는 본 연구의 분석 도구 설계 및 구현과정

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쨰로 NSA Windows 주요 Event Log 들을

분석한 후 목록화 하여 XML 파일로 생성을 하게된다.

두 번째로 생성된 XML들을 Task scheduler에 등

록을 한다. Task scheduler에 등록을 하게되면 등록

된 Event Log들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Log가 쌓이

게 되는 것이다.

4. Windows 주요 Event Log 분석 도구

설계 및 구현

4.1 주요 Event Log 정의 및 XML 생성

주요 이벤트를 목록화 하여, 이벤트 뷰어에서

XML을 추출한 다음, 특정 폴더에 XML파일을 저장

한다.

(그림 3)은 주요 이벤트 로그에 대한 XML 파일

목록이다.

11006, 11010, 12011,

12012, 12013
USB Activities 43, 400, 410
Printing Activities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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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요 이벤트 로그에 대한 XML 목록

4.2 Task scheduler 등록

주요 이벤트 로그에 대한 XML을 목록화 하였다

면, 작업 스케쥴러에 등록하며, (그림 4)는 작업 스케

쥴러에 등록하기 위한 bat 파일이다.

 (그림 4) task_scheduler_command.bat 파일

작업 스케쥴러에 자동으로 등록하기 위해 배치 파일

실행하게 되면 (그림 5)와 같이 진행되며, 완료와 동

시에 (그림 6)과 같이 작업 스케줄러에 업로드 된다.

 (그림 5) task_scheduler_command.bat 파일

실행

(그림 6) 작업 스케줄러 업로드

4.3 Event Log 발생 및 Log 기록

작업 스케줄러에 업로드 되고나면 최종적으로 업

로드 된 주요 Event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Main_Event.log라는 이름으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

다 기록하게 된다.

 

(그림 7) task_scheduler에 등록된 Event 발생

(그림 8) ain_Event.log 내용

(그림 7)은 Eventlog를 발생시키기 위한 명령어

이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Main_Event.log라는 이름

으로 저장되며, (그림 8)과 같이 로그에 대한 정보가

입력된다.

5. 결론

XML은 다양한 종류의 DATA에 적용될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계층의

응용프로그램에서 적용될 수 있고, 웹뿐만 아니라 다

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SA에서 발표한 “Spot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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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ary with Windows Event Log Monitoring”

의 주요 Event Log를 목록화 하였으며, Event Log

들의 XML 파일로 추출하여, XML 기반한 Event

Log 분석 도구를 설계 및 분석하였다.

Event Log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분석자가 Event Log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Event Viewer를 실행해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

안한 Event Log 분석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요

Event Log만 등록한다면, 해당 Event Log에 대해서

실시간으로분석을할수있어신속한분석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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