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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용자와 단말과의 연결이 증가하면서 악성코드에 의한 침해사고가 증가하

였고, 이에 따라, 파일의 상세한 정보인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파일 스캐닝 도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기반의 파일 스캐닝 도구인 Strelka, File Scanning 

Framework (FSF), Laika BOSS를 대상으로 파일 스캐닝 기술에서 주요한 성능 지표인 스캐닝 속도를 비

교함으로써 각 도구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다양한 파일 종류를 선정한 테스트 셋을 기반으로 파일의 개수에 

따른 속도를 비교하였으며, Laika BOSS, FSF, Strelka 순으로 성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악의적인 파일을 빠르게 탐지하기 위한 파일 스캐닝 도구로 Laika BOSS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키워드: 네트워크 IDS (Network IDS), 악성코드 (Malicous codes), 

메타 데이터 (Metadata), 파일 스캐닝 도구 (File scanning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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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방대한 단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는 

대량의 단말들과의 통신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단말과의 연결이 증가하면서 랜섬웨어

나 봇넷과 같은 악성코드에 의한 침해사고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1], 공격자는 주로 메일을 통하여 피싱, 파밍, 스피어 

피싱 등의 공격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시스템으로 침투한다 [2].

일반적으로는 방어자는 메일에 포함된 악의적인 코드를 탐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를 사용한다 

[3]. 하지만, 네트워크 IDS는 메일에 첨부된 압축파일의 경우에는 

내부에 포함된 파일을 검사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공격자는 

이를 악용함으로써 네트워크 IDS를 무력화하고 피해자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전파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IDS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압축파일을 포함한 메일에 첨부된 모든 파일의 정보를 스캐닝

하기 위한 기술인 파일 스캐닝 기술이 등장하였다 [4].

파일 스캐닝 기술은 메일에 첨부된 파일들, 특히, 실행 파일이나 

압축파일을 대상으로 파일의 상세한 정보인 메타 데이터를 추출함으로

써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기술이며, 대표적인 오픈소스 기반의 파일 

스캐닝 도구로는 Strelka, FSF, Laika BOSS이다. 

파일 스캐닝 기술에서 중요한 점은 악의적인 파일을 빠르게 탐지하

는 것으로, 스캐닝 속도는 파일 스캐닝 기술에서 주요한 성능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기반의 파일 

스캐닝 도구들을 대상으로 스캐닝 속도를 비교함으로써 각 도구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II. 파일 스캐닝 성능 비교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파일 스캐닝 도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파일 종류를 선정하여 실험을 위한 셋으로 구성하였다. 선정한 파일 

종류들은 표 1과 같이 이미지 파일인 gif, jpg, png, tiff, psd, bmp, 

음성 및 동영상 파일인 mp3, mp4, avi, wma, mov, 문서 파일인 

pdf, docx, doc, html, xlsx, ppt, txt, 실행 파일인 ex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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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험환경은 Intel(R) Core(TM) i5-5200U 2.20GHz 

CPU와 RAM 8GB에서 Ubuntu 18.04.5 LTS, 5.4.0-73-generic 

운영체제를 설치하였다.

Image files gif, jpg, png, tiff, psd, bmp

Audio and 

Video files
mp3, mp4, avi, wma, mov

Document 

files
pdf, docx, doc, html, xlsx, ppt, txt

Executable exe

Table 1. 테스트 셋 구성

상기 실험을 위한 파일들을 기반으로, Strelka [5], FSF [6], Laika 

BOSS [7] 도구들의 스캐닝 속도를 비교함으로써 성능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도구의 스캐닝 결과는 파일의 메타 데이터 정보를 

출력하며, 이 정보는 각 도구마다 다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캐닝 결과인 메타 데이터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속도만을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한다. 파일의 개수에 따라 스캐닝 속도가 다르고, 반복적인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파일의 개수를 기반으로 

속도를 측정하였다.

File scanning 

tools

Number of files

10 20 30 50 80 100

Strelka 5s 38s 64s 176s 230s 251s

FSF 11s 38s 42s 75s 126s 157s

Laika BOSS 1s 3s 4s 8s 12s 15s

Table 2. 각 도구의 파일 스캐닝 속도 실험 결과

III. 결론

본 논문은 오픈소스 기반의 파일 스캐닝 도구들인 Strelka, FSF, 

Laika Boss를 활용하여 파일 스캐닝 기술에서 중요한 성능 지표에 

해당하는 스캐닝 속도를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스캐닝 속도는 Laika BOSS, FSF, Strelka 순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Laika BOSS는 다른 도구에 비하여 

10배나 16배 이상으로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파일 스캐닝 

속도만을 고려한다면, 향후 악의적인 파일을 빠르게 탐지하기 위한 

파일 스캐닝 도구로 Laika BOSS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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