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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ack list 차단 방법 

 

   - Black list란? 

    : 프로그램 관리 방법으로 Black list라고 등록한 프로그램만 차단하는 방법(백신·솔루션 업체에서 사용) 

차단 外 프로그램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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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lack list 차단의 문제점 

 

- Black list로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통제 불가 

-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 설치 시 신종/변종 악성코드가 PC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악성코드가 포함된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PC 속도를 저하시키며 개인 정보 및 사내 중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3. Black list 문제점 해결 방안(= White list) 

- Black list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White list를 활용 

 : White list란 필요한 프로그램만 등록하여 등록(인가) 된 프로그램만 사용 가능 

- 등록 외 프로그램은 설치, 실행 및 자동 업데이트 등 모두 차단 

- 등록된 프로그램 설치 시 프로그램에 포함된 신종/변종 악성코드 확인을 위해 악성코드 DB의 

정확한 정보와 비교하여 Virus, Spyware, 기타 악성코드로 분류하여 차단해 각종 정보의 유출과 

좀비 PC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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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 방법 

 

- 등록된 프로그램만 실행이 가능하고 등록된 프로그램 설치 시 유입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악성코드 DB를 이용해 차단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정보 유출, 좀비 PC 등 예방할 수 있어 

안정성이 보장되며 유해 프로그램 차단으로 PC 성능이 유지되어 사용자는 업무 효율이 

증가되고 담당자는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White list로 관리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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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포함 프로그램 차단 방법 대본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프로그램의 차단 방법에 대해 배워 볼게요~ 

프로그램 차단 방법으로는 Black list와 White list가 있는데 먼저 Black lis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lack list란 무엇일까요? 

Black list는 백신·솔루션 업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관리 방법으로 Black list로 등록한 프로그램만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Black list 관리 방법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Black list는 등록한 프로그램만 차단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한 프로그램 설치 시 프로그램에 신종이나 변종 된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을 경우 

악성코드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악성코드가 유입되면 PC 속도를 저하시키며 개인 정보 및 사내 중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Black list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Black list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악성코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White list를 이용해야 합니다. 

White list는 등록된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리 방법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만 등록하고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설치, 실행 및 자동 업데이트 등 모두 차단됩니다. 

등록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을 신종/변종 악성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악성코드 

DB의 정확한 정보와 비교하여 Virus, Spyware, 기타 악성코드로 분류해 악성코드를 차단합니다. 

악성코드를 차단함으로써 각종 정보의 유출과 좀비 PC 예방이 가능합니다. 

White list로 관리하면 등록된 프로그램만 실행 및 설치가 가능하며 등록된 프로그램 설치 시 유입될 수 있는 

악성코드는 악성코드 DB를 이용해 차단할 수 있어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유해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PC 성능이 유지되어 사용자는 업무 효율이 증가되고 담당자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