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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성코드 관리 방안 

- 대부분 기업 및 기관에서 악성코드를 차단하고 치료하는 백신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무차별적인 설치로 인해 유입되는 신종/변종에 대한 악성코드를 신속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 외의 프로세스를 100% 차단하는 화이트 리스트를 이용해야 함 

- 악성코드 DB를 이용하여 감염 유무 파악 

2. 악성코드 관리 상세 

 

- 수집 DB를 이용하여 화이트 리스트 목록을 만듦 

- 화이트 리스트는 허용 외 비인가 프로세스를 모두 차단함으로써 기존 악성코드 및 신/변종 

악성코드를 유입하지 못하게 차단 

- 50개 이상의 글로벌 백신사의 엔진으로 악성코드를 판단하는 i-Scan을 기반으로 형성된 

악성코드 DB를 수집DB와 비교하여 악성코드 감염 검사 

- 악성코드가 검출된 프로세스는 troj, backdoor, downloader, worm, adware, etc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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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리스트로 인해 차단된 현황은 IP/파일/그룹별로 차단 이력 확인 가능 

- 악성코드가 검출된 프로세스는 감염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감염 프로세스 정보 확인 후 

악성코드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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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성코드 관리 예시 

 

- 악성코드를 관리하기 위해 A사에서 화이트 리스트 + 악성코드 DB 이용 

① A사의 임직원 PC 내 프로세스를 전부 수집 

② 업무에 필요한 Microsoft, Adobe 등과 같은 주요 저작권사 및 기업 자체 개발 프로그램 

등의 모든 임직원에게 필요한 프로세스를 화이트 리스트로 등록하여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며 허용 외 프로세스는 차단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직접 승인 요청 

③ 승인 요청 시 관리자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요청한 프로세스의 악성코드 검사 후 승인 

④ 수집 DB와 악성코드 DB 현황을 비교하여 악성코드를 종류별로 분류하며 악성코드에 

감염된 프로세스는 감염 현황에서 확인한 후 삭제 

⑤ A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악성코드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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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성코드 관리 활용 효과 

 

- 화이트 리스트를 이용해 허용하지 않은 프로세스를 모두 차단시킴으로써 악성코드 차단에 

관한 백신의 취약점을 보완 

- 악성코드 DB와 수집 DB를 활용해 감염 유무 확인과 악성코드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악성코드로 인한 PC 성능 저하, 정보 유출 및 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손실, 회사 이미지 하락 

  등의 예방 가능 

- 업무 외 프로그램과 악성코드가 차단되어 PC 부하가 없어 사용자는 업무 효율이 증가되며 

  관리자는 등록 외 프로그램은 차단되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설치를 막을 수 있어 효과적인 

관리 가능 

- 저사양이며 내부/외부에서 USB와 같은 이동 장치로 의도적으로 악성코드를 유입 시킬 수 있는 

  POS 단말기, 설비 PC(FA)에도 적용이 가능해 악성코드 감염 위협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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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list와 악성코드 DB를 활용한 악성코드 관리 대본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White list와 악성코드 DB를 활용하여 악성코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재 대부분의 기업 및 기관에서 악성코드를 차단하고 치료하는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백신은 사용자들의 

무차별적인 설치로 인해 유입되는 신종/변종에 대한 악성코드를 신속히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ite list로 허용 외의 프로세스를 100% 차단하고 악성코드 DB로 감염 유무를 파악해 

악성코드를 관리해야 합니다. 

PC의 모든 프로세스를 수집한 수집 DB를 이용하여 White list 목록을 만들며 수집 DB와 악성코드 DB를 

비교하여 악성코드를 검출합니다. 

White list는 허용 외 비인가 프로세스를 모두 차단함으로써 기존 악성코드 및 신종/변종의 악성코드 유입을 

차단하며 50개 이상의 글로벌 백신사의 엔진으로 악성코드를 판단하는 i-San을 기반으로 형성된 

악성코드 DB를 수집 DB와 비교하여 감염된 프로세스는 troj, backdoor, downloader, worm, adware, 

etc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White list로 인해 차단된 현황을 IP/파일/그룹별로 차단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악성코드가 검출된 

프로세스도 감염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염 프로세스 정보를 확인 후 악성코드 삭제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A사에서 악성코드를 관리하기 위해 White list와 악성코드 DB를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A사의 임직원 PC 내 프로세스를 전부 수집한 후 업무에 필요한 Adobe, Microsoft 등 과 같은 

주요 저작권사와 기업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등 모든 임직원에게 필요한 프로세스를 White list로 

등록하여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허용 외 프로세스는 차단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필요한 프로세스를 직접 승인 요청을 합니다. 

승인 요청 시 관리자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악성코드 검사 후 요청한 프로세스를 승인해줍니다. 

수집 DB와 악성코드 DB를 비교하여 악성코드 종류별로 분류하고 악성코드 감염 프로세스는 감염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한 악성코드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A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악성코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White list를 이용해 허용하지 않은 프로세스를 모두 차단시킴으로써 악성코드 차단에 관한 백신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악성코드 감염 유무 확인과 삭제가 가능해 악성코드로 인한 PC 성능 저하, 정부 유출 및 

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손실, 회사 이미지 하락 등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프로그램과 악성코드가 차단되어 PC 부하가 없어 사용자는 업무 효율이 증가하며 관리자는 등록 

외 프로그램은 차단되어 무차별적인 설치를 막을 수 있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White list와 악성코드 DB를 활용한 악성코드 관리 

작성자: 컨텐츠 관리자 소유권: 계영티앤아이 

 

또한 저사양이며 내부/외부에서 USB와 같은 이동 장치로 의도적으로 악성코드를 유입 시킬 수 있는 

POS 단말기, 설비 PC (FA)에도 적용이 가능해 악성코드 감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