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및 과거 판본 사항 :

- 제1판 2008년 11월 02일 [길드 전용 문서/PDF 문서 및 소책자 15권]
- 제2판 2008년 11월 10일 [일반 공개 문서/PDF 문서]
- 제3판 2008년 11월 10일 [일반 공개 문서/PDF 문서]
- 제4판 2008년 11월 19일 [일반 공개 문서/PDF 문서]
- 제5판 2008년 11월 24일 [일반 공개 문서/PDF 문서]
- 제5판(수정판) 2009년 01월 09일 [일반 공개 문서/온라인 문서]
- 제6판 2009년 08월 23일 [일반 공개 문서/Windows 도움말(.CHM) 문서]
- 제7판 2009년 11월 16일 [일반 공개 문서/Windows 도움말(.CHM) 문서]
- 제8판 2010년 07월 08일 [일반 공개 문서/PDF, HWP 문서 및 소책자 30권]
- 제8판(네이버 출판본) 2010년 10월 31일 [칼라판 소책자 30권]
- 제8판(제1수정판) 2010년 11월 25일 [일반 공개 문서/PDF, HWP 문서]
- 제9판 2011년 07월 23일 [일반 공개 문서/PDF, HWP 문서]

※ 이 전자책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사용이 허락된 목적 및 방식 이외로 사
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이 전자책은 HWP 배포용 문서, PDF 표준 문서 및 전자 문서 페이지로 공개되었습니다. 다만 전자
문서 페이지는 별도의 수작업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특성상 업데이트가 늦을 수 있습니다.
(전자 문서 페이지[네이버 카페북] : http://cafe.naver.com/mabiinno/book69148)
※ 이 전자책은 글 2010 SE 로 편집되었으며, 이 책의 표지에는 나눔손글씨, 함초롬바탕 폰트가, 이
책의 본문에는 함초롬바탕, 함초롬돋움, 한컴 쿨재즈, 한컴 솔잎, 나눔손글씨, 한겨레결체 폰트가 사
용되었습니다. (글 2010 에 포함된 폰트의 경우 함초롬바탕 폰트를 제외하고 모두 글 2010 내에
서 사용되었으며, 함초롬바탕 폰트는 저작권자인 (주)한글과컴퓨터의 홈페이지에 명시적으로 글
2010 이외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 이 문서에 대한 모든 문의는 책임집필자에게 하여 주십시오. 문의는 네이버 쪽지 또는 전자책 다운로
드 페이지의 덧글로만 받습니다.
(C) 2008-2011. 윤정만 / 제9판 원고 감수: 강전일 / 제8판 원고 감수: 씨세스 / 전자 문서 편집 : 윤정만, 백설용
표지 이미지: (C) Salvatore Vuono, FreeDigitalPhotos.net 의 디지털 이미지 사용 규약을 준수하였습니다.

한 권의 책을 여는 글
일단 새로운 판이 나오게 된 데 대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
상 새 판은 없다는 지난 판 머리말의 약속이 부도수표가 되어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했네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 책의 판 번호는 제8판 제2수정판이었습니다. 하
지만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수하다 보니 변경 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과연 기존 판의 수정판
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판 번호를 제9판으로 수정해 달
았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은 제 성격에 맞지 않기도 해서 말입니다.
원래 생각했던 개정 목표는, 지난 1년간 전자 문서 페이지(네이버 카페북)에 업데이트한 내용
들만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자의 능력과 소양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추가할 만한 내용도
별로 없었으며,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책을 끝까지 읽는 독자의 수도 줄어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제8판만 해도 본문의 페이지 수만 170여 페이지에 달했으니까요. 한 줄 요약이 판치
는 시대에, 인쇄본으로 거의 단행본에 가까운 두께를 자랑하는 전자책은 그야말로 “이건 뭥미?”
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폭까지는 아니지만 중폭 이상의 수정이 되어버렸
습니다. 본문 페이지만으로 200페이지를 넘겨 버렸네요.
결국 이번에도, 필자의 결벽증적 성향과 욕심이 일을 키운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새로
운 내용이 추가된 부분도 상당히 되고,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서도 아예 새로 쓴 부분이 몇 군데 있
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번 판에서는 관련 분야를 전공한 분의 대략적인 원고 감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과거 판과 조금 견해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독자들
을 위해서, 제8판(제1수정판)과 비교하여 내용상 변경된 부분을 별도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책을
다 보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그 부분만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판과 달리, 전자책 배포는 PDF 표준 문서만으로 합니다. HWP 배포용 문서는 폰트를 포함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폰트가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레이아웃 자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PDF 문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툴이 많이 있으니, 이런 툴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최근 대중화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여 e북처럼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이 글에 투자한 시간만큼이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행복
하시기를…….
2011년 7월 23일 토요일 아침에
책임집필자 프리에스티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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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이 글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이 글의 책임집필자 및 감수자는 각각 본인이 집필
또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한 권리를 갖습니다. 독자 및 이용자는 이 글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약속을 지
켜야만 합니다. 이 내용은 이 글에 관한 한, 네이버 카페북, 전자책 PDF, 출판물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필자들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건에 우선합니다.
이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저작물의
복제, 이용 및 전시에 대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블로그 등에 전자책
파일을 게시하는 경우, 블로그의 운영 방침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자동으로 게시되는 AdSense
등의 광고는 여기에서 말하는 금전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레포트월드 등, 전자 문
서 거래 사이트에 등록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례가 발견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
다.
이 저작물의 일부를 발췌하여 복제 및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원 저작자와 원 저작
물을 알 수 없는 형태로 발췌 게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필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필자의
원래 의도가 일부 발췌로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 네이버 카페북에 등록된 전
자 문서의 경우에는 복제(속칭 “펌질”) 자체가 금지되며, 제공된 사이트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
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소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링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이 저작물의 PDF/HWP 배포본 문서 보안 설정을 해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문서 자체에 특
별한 보안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임의 편집 또는 포맷 변환을 막기 위해서 HWP 문서
는 배포본의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문서는 인쇄하여 인쇄본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
습니다. PDF 문서나 HWP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진 문서
형식이므로 그 자체로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들 문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페북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이 저작물은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이 저작물은 필자가 접근 가능한 한정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일부의 경우 내용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
물의 내용 및 그 실행의 결과에 대해서 필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필
자의 시스템 환경에 의존한 것으로서,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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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과
제
8판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
이 항목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에 공개된 제8판 제1수정판과 비교하여 이번 판본에서 수정되거나 추가된 부분을 별도로 기
록한 것입니다. 단순한 오타 수정이나 윤문 수정은 기록하지 않았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판본을 읽으신 분은 이를 이용하여 수정된 부분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 목록 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면 개정된 부분: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서 전체를 다시 쓴 부분입니다.
제2장-2. 정기적인 윈도우즈 등 업데이트의 수행
제6장-1. 윈도우즈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관리
제6장-3. 자동 실행 - 또 다른 악의 축 이야기
새로 추가된 부분: 제9판에서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제6장-2. 사용자 계정 컨트롤 (UAC, User Account Control)
제6장-4-(7) 실행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실행 파일 또는 DLL 파일
제8장-2. 대국민행동요령: 이것만큼은 꼭 지킵시다.
※ 제6장-2. 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제6장-2. 이하의 편제는 모두 뒤로 밀렸습니다. 여기에서
장절항목을 적시한 내용은 모두 바뀐 장절항목 편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용상 변경된 부분: 기존의 내용이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1장-2. 모든 것의 전제 - “내 탓이오!”
* 절 설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좀 더 서술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관련 부분에 대한
비판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장-4-(1) 인터넷 세상에는 나 이외에는 바보와 도둑놈만 있다.
* ActiveX에 관련하여 서술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제2장-1. 올바른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관리
* 패스워드 작성에 대하여 일부 서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며,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서
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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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3. 게임 계정의 매매 및 공유의 금지
* 2010년 7월, 게임 계정의 매매에 관한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게임 계정의
매매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 판결의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제3장-1-(3)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올바른 사용법
* 무료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인 네이버 피씨그린의 이름이 네이버 백신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엔진의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무료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icrosoft Security Essentials (MSE)을
반영하였습니다.
* 유료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 중 NOD32 의 국내 유통 홈페이지의 웹 주소를 반영하였습니
다.
제3장-2-(3) 방화벽 프로그램의 선택
* 하우리 바이로봇의 제품라인 변화 및 방화벽 기능 추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제4장-2-(5) 사용을 마치면서 해야 할 일
* 인터넷 익스플로러 9가 출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장. 무선 인터넷 환경과 계정 보호 서설
* 제5장의 편제를 조금 수정하고, 네트워크 위치의 설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장-4. 악성 코드가 의심되는 프로그램 찾아내기
* Process Explorer 의 소개 위치를 제6장-5. 에서 제6장-4. 로 이동하고, 적시된 웹 페이지
를 Sysinternals 페이지 내의 Process Explorer 페이지로 바로 가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위
치상 변경이 있을 뿐, 내용상 변경은 없습니다.
* 윈도우즈의 특정 파일을 바꿔치기하는 유형의 악성 코드에 대한 소개를 실었습니다.
제6장-5. 의심스러운 프로세스를 발견했을 때의 조치법
* 제6장 제5절의 autoruns 소개 페이지에 autoruns 프로그램의 독립적인 다운로드 페이지 링
크를 추가하였습니다.
* 윈도우즈의 특정 파일을 바꿔치기하는 유형의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 방법을 추가하였습니
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9가 출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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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2.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 넥슨닷컴의 비밀번호 찾기 항목에서 “비밀번호 열쇠 질문으로 찾기” 항목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방법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제8판까지 게임 계정을 공격하여 아이템을 탈취하는 행위를 가리켜 “크래킹”이라는 용어로 표시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공격자를 “크래커”라는 용어로 표시하였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해킹 또
는 해커의 용어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9판부터는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고, 모든
공격행위를 가리켜 “해킹” 또는 “공격”으로, 그 행위자를 “해커” 또는 “공격자”로 표시합니다. (즉,
“크래킹”, “크래커”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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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사용된 그림 번호가 입력된 110개의 삽입 이미지는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두 필자가 찍은
스크린샷을 소스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필자가 찍은 스크린샷이 아닌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의 설명
에 이미지를 최초 배포한 분을 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스크린샷 내부에는 각 프로그램 제조사의 등록
상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제조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스크린샷은 실제 상황에서 작성된 스크린샷과 연
출(재현)하에서 작성된 스크린샷이 혼재되어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조작된 스크린샷은 없습니다. 다
만 공익 또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스크린샷 이미지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흐리게 조정한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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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시작하기 -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제
제 11 장
장
시작하기
시작하기 -- 도대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시작해야 할까?
할까?

제1장에서는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인 내
용들을 다룹니다. 이 글이 목표하는 점을 구체화하고, 집중해야 하는 위험요
소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들을 대하는 마인드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
인 방법론보다는 큰 틀이 되는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에 대
한 지식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 장을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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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을 시작하는 이유

이 장의 제목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였지요. 사실 이 문장은 설의법이 아니
라 실제 필자가 이 글을 시작하면서 저 자신에게 던졌던 의문입니다. 4년 전 처음 이 글을 쓰
기 시작할 때부터 던져온 질문이지만,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필
자가 과연 이런 글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겠지만, 필자는 이 분야의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다지 깊지 않은 지
식만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자 중 한 사람일 뿐이지요. 필자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봐야 그야말로 한 줌짜리 지식일 뿐입니다. 이런 정도의 지식으로 무려 “가이
드”랍시고 쓰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용감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나마, 같은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하게 설명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글보다는 좀 더 읽히기 편한 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내지 착각) 하나를 붙잡고 이 글을 쓰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라면 다행입니다. 필자를 더욱 더 고민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는, 이 글의 얼마나 일반 사
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까지의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가 명확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에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온라
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씩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속칭 “계정 털린” 경험이
있으실 것이기에, 최소한 게임 계정
의 보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내 계
정이 “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계신 분들도
분명 많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이 분야가 점점 간단치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 그림 1. 계정 해킹의 흔적으로 남은 많은 중갑옷들. 마비노기 게임어
니다. 과거처럼 눈에 빤히 보이는 바웃 기자 크리시셀의 스크린샷. (C) Nexon / DevCAT.
소위 “돈 복사 사이트” 수준의 수법은 이제 구경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고, 계정 정보를 훔치
기 위한 악성코드들도 과거와는 달리 점점 지능적인 것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방어자들이
그들의 방어 수준을 높여갈수록, 공격자들도 공격의 수준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매체”인 “온라인 게임”의 영역에서, 겨우 게임 즐기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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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뿐만이
아닌 “남”도 존재하는, “온라인”세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이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렇다고 하여 전 국민이 보안 전문가가 될 필요는 또한 없
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기술적으로만 한정하여 생각해도 컴퓨터의 거의 모든 분야가 얽혀
있는, 마치 종합예술과도 같은 분야입니다. 이런 내용을 일반 컴퓨터 사용자가 다 알고 대처
하라는 것은 전 국민이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따야 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현실적으
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런 내용을 공부하느라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도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을 할 필요가 있
습니다. 컴퓨터 사용자 스스로 일정한 선을 긋고 그 정도까지는 스스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
고, 그 이상의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준 도구를 이용하여 방어를 하는 것입니
다. 물론 그 선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높아도, 또 지나치게 낮아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게 동일할 수도 없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성인과 같은 수준의 지식과 대응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 많이 아는 만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아지고, 각종 도구
들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리라는 점은 물론입니다.

이 글이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그 최소한의 수준을 (이 글을 읽는) 모두가 달성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입니다. 수준 있는 악성코드들은 일단 제쳐 두고, 최소한 “겨우 게임 계정 털겠다
̇ ̇ ̇ 수준의
̇ ̇ ̇ 공격
̇ ̇ 에 당하는 불상사는 막아 보자는
고” 악성코드나 만들고 앉아있는 자들의 저급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개인의 레벨에서는 상당한 보안 수준이 달성됩니다. 제 생각에
는, 이 정도만으로도 이미 개인 보안의 95퍼센트는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95퍼센트의 보안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나머지 5%
의 구멍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해 드리는 이야기가, 양떼를 노리는
늑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늑대가 한 마리 있다고 합시다. 눈앞에는 두 무리의 서로 다른 양
떼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튼튼한 울타리로 둘러싸인 우리 안에 들어 있고, 파수꾼이 24시간
돌아가며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한 무리는 울타리도 허술해서 여기저기 망가져 있는데다, 지
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과연 이 늑대 무리는 어느 쪽 양떼를 습격할까요? 당연히, 본능적으
로 덜 위험한 후자의 무리를 사냥하려 할 것입니다. 늑대만 그럴까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지
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대비 없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아무런 지식도 없는 수많은 게이머들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질의 공격자들이 과연 할 거 다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목표로 삼
을까요? 그것이야말로 “나 바보요.” 하고 떠들고 다니는 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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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네트워크 세상에서 “완벽한 보안”이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아,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군요. 지금 즉시 네트워크 서버가 있는
IDC(Internet Data Center)로 뛰어가서,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라인을 뽑아버리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IDC에 도둑이 들어서 직접 서버를 들쳐 메고 도망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겠지만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한, 완벽한 보안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습니
다. 그런 개념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
가지 아닌가요? 경찰이 물샐 틈 없이 지키더라도 어디선가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길게 떠들었지만,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를 한다면, 불행
은 쉽게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나의 책임으로 인해 뚫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
니다. 물론 넥슨이 서버 관리를 잘못해서, 유저 인증 서버 자체가 뚫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불가항력일 것입니다만, 일반 사용자가 그런 상황까지 가정해가면서 네
트워크를 이용하고 온라인 게임을 즐겨야 하나요? 즐겁자고 하는 게임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우스운 일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다음 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부
터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
지를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게임 계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글을 보고 있지만, 이런 지식들을 몸에 익혀 두면 일반적인 인터넷 세상에
서 나의 개인 정보를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습니다.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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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것의 전제 - “내 탓이오!”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제가 가장 딱하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 중 하나는, 해킹 당해서
계정 아이템 다 도둑맞고, 그게 마치 다른 누군가의 탓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해킹
당하고서 아이템 복구해달라고 버그리포트를 도배하는 분들 말이지요. (물론 지금은 일정한
경우에 넥슨 측에서 해킹당한 아이템을 복구해 주기도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정이 털렸다. 고로 이건 (게임을 잘못 만든) 데
브캣 너희들 잘못이니 내 아이템 복구해 내라!” 정말 이 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까요?

먼 훗날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컴퓨터는 본질
적으로 (비록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단순계산”밖에 할 줄 모
르는, 그것도 사용자가 시키는 단순계산만 끊임없이 반복할 줄 아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성능이 좋은, 값비싼 계산기라는 것이지요. 계산기가 자기 멋대로 무언가 계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저 사용자가 누르는 대로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줄 뿐입니다. 컴퓨터
라는 녀석도 똑같습니다.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에게 무언가 하라는 명령
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명령들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주루룩 늘어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보
통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녀석입니다. 뭐, 전산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보시면 기겁할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전산학 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쉽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이런 “명령의 묶음”인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
할까요? 첫째로, 그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둘째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 하라는 명령을 컴퓨터가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면, 내 컴퓨터는 프로그램
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게임 계정을 해킹하기 위한 악성코드들은 어떨까요? 자기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
봤자, 결국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즉, 악성코드 역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전제
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성코드가 실행되어 내 계정 정보를 노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 녀석이 실행이 되어야 하고, 악성코드 역시 프로그램인 이상 이 녀석이 실행되기 위
해서는 ① 내 컴퓨터에 그 녀석이 들어와서 저장되어 있고, ② 내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고 컴퓨터에 명령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일반적으로 항상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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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을 것이므로 무시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악성코드라는 녀석도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것이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윈도
우즈 95가 등장하기 전 DOS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그 용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는 정상적인 파일에 들러붙어서 실행되던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가 악성코드의 주류를 차지하
고 있었는데,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이름 때문에, 이것이 마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생물학적인 바이러스인
것처럼 일반에 오해가 되곤 했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렸다니까 플로피 디스켓을 통째로 소독용 알
코올에 집어넣는 웃지 못할 촌극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했던 시절이죠.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은
제3장에서 다시 하게 되므로, 잘 모르시더라도 일단 넘어가세요.)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간단한 예를 통해 검증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
행한 후, 그 주소창에 www.mabinogi.com 이라는 주소를 입력했다고 합시다. 잠시 후, 인터
넷 익스플로러의 화면에는 마비노기 홈페이지가 출력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 코드도, 결국은 특정한 명령을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에게 전달
하기 위한 명령의 집합(=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의 화면에 마비노기 홈페이지가 출
력되었으므로, 이 HTML코드는 실행이 된 것이죠. 여기까지의 과정을 위에서 살펴본 프로그
램 실행 조건들에 맞추어 보도록 합시다.

엄밀히 말하자면, HTML코드 그 자체는 데이터일 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HTML 내에 삽입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등의 스크립트들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
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HTML코드를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겠
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네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마비노기 홈페이지의 화면은 어디서 왔을까요?
마비노기 홈페이지 서버가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분명 마비노기
홈페이지 서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
일 겁니다. HTML코드 자체나, 거기에 따라붙
어 있는 이미지들이나 말입니다. 그럼 위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조건은 첫 단계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마비노기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코드들은 내 컴퓨터의 어딘가
(Temporary Internet Files 폴더)에 얌전히 저
장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 디스크 용량이 꽉 차는 등

그림 2. 마비노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의 Temporary
Internet Files 폴더의 모습. 마비노기 홈페이지를 구
성하는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 이유로 이 임시 폴더에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프로그램 실행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해도 그 홈페이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10

이렇게 마비노기 홈페이지의 HTML이 내 컴퓨터에 저장된 후,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저장된 코드를 읽어들여 실행을 합니다. 즉, 제가 마비노기 홈페이지의 주소를 입력한 행위는,
마비노기 홈페이지라는 HTML코드를 실행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
도 충족했습니다. (원래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코드를 보기 위한 도구이므로 세 번째 조건도 만족했네요.)

따라서 이런 결론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내 컴퓨터에서 악성코드가 실행되어 내 계정 정보
가 빠져나갔다면, 저는 무려 두 가지의 행동을 부지불식간에 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 없던
̇ ̇ 악성코드를 내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은 행동이 그 첫 번째이
우선 내 컴퓨터 안에 원래
고, 내 컴퓨터에 저장된 악성 코드를 어떤 형식으로든 실행하라는 명령을 컴퓨터에게 준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의 처음에 등장하신 그 분께서도 무려 두 가지의 행동을
자신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해 버린 셈이 되는군요.

오해를 막기 위해 몇 자 덧붙입니다. 이 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계정 해킹이 모두(전적으로, 항상) 게임
이용자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절의 또 다른 설정 의도는 제목의 앞 부
̇ ̇ 제공자인
̇ ̇ ̇ ̇ 넥슨이
̇ ̇ ̇ 자기
̇ ̇ 할̇ 일을
̇ ̇ 충실히
̇ ̇ ̇ 해̇ 준다는
̇ ̇ ̇ 대전제
̇ ̇ ̇
분 - “모든 것의 전제” - 에 있습니다. 즉, 게임
̇ ̇ ̇ ̇ , (게임 이용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기술하고 있는) 이 글의 내용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
하에서만
미를 아울러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게임 이용자의 책임 영역 밖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보안 사고가 발생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게임 제공자인 넥슨(데브캣 스튜디오)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감수자의 의견은 조금 더 급진적이어서, 이 절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본
적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할 책임이 업체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이용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필자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근 법률적으로도, 환경소송과 같이
피해자 측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상 인과관계 입증의 책임을 기업 측에 돌려
야 한다는 이론(법학에서는 이를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간접반증이론”이라고 합니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안사고 분야 역시 이용자가 책임 없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
문에,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의 전환을 꾀한다면 이용자의 보호에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 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
책을 논의해야 하는 이 책의 기본적인 목적상, 일단 사용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단 피해를 입은 후에는 그 손해를 배상받기가 매우 어려운 온라인 게임의
̇ ̇ ̇ 온라인
̇ ̇ ̇ 게임의
̇ ̇ ̇ 분야에서는
̇ ̇ ̇ ̇ ̇ “공격자 측이 공격을 잘해서” 일어
특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최소한
나는 사고보다는, “방어하는 측이 기본조차도 지키지 못한” 사고가 더 많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그
런 의미에서 이 절의 내용은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악성코드 역시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나에게 어떤 악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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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
게 될 내용들은 크게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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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무엇을 막아야 하는가?

앞에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완벽한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서버에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을 뽑
아버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 농담성의 이야기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일말의 진리가 하나 숨어 있네요. 즉, “모든 연결을 차단하는 것”만큼 완벽한 보안유지 방법은 없다는 것입
니다. 아마도, 컴퓨터 사용 환경을 대략 1998~1999년 언저리로 돌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개인 컴
퓨터 환경에 인터넷과 인터넷 전용선(ADSL 등)이 도입되기 전, 대부분의 개인 사용자들이 오프라인 환경에
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시절이죠. 완벽하네요. 외부와 연결된 통로 자체가 없는데, 무슨 수로 외부에서
해킹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음을 당연한 전제처럼 하여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컴퓨터 사용
환경에서, 이처럼 모든 외부와의 연결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연결 자
체는 그대로 두되, 위험요소만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절에서는 바로 그 “절대로 막아
야 하는” 위험요소들을 일별해 볼 것입니다. 다만, 제1장의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 이전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목표로 행동하여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만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는 정도로 강약을 두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이후에 필요한 만큼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앞 절에서, 내 컴퓨터에서 악성코드가 실행되기 위한 조건들을 확인해 본 것 기억나십
니까? 우선 악성코드가 내 컴퓨터에 저장될 것, 그리고 그 악성코드가 실행이 될 것. 그래서
바로 앞 절을 마치면서, 이 두 부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정보보호의 열쇠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지요. 일단 내 컴퓨터에 들어와야만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첫 번째 경우
인 악성코드가 내 컴퓨터에 복사되는 방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악성코드가 내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악성코드가 단지 내 컴퓨
터의 디스크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악성코드가 실행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는 그 악성코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에서 ① 악성코드가 내 컴퓨
터에 들어오는 방법과 ② 악성코드가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지만, 이 두 가
지 조건이 함께 맞아 떨어져야만 그 악성코드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단순하고 확실하면서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가 악성코드 파일을 내
컴퓨터에 직접 복사해 넣는 것입니다. USB 디스크나 CD롬 등으로부터 악성코드 본체 파일을
직접 복사해 넣는다거나, 인터넷으로부터 악성코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는 것을 생
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바보가 아닌 이상 악성코드임을 알면서 악성코드 파일을 스스로 내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는 짓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로는 잠시 생각 외로 밀
어놓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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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접 악성코드를 복사해 넣는 부분을 논외로 한다면, 사용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설치되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아무리 컴퓨터가 인터넷
에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컴퓨터 외부로부터 마음대로 내 컴퓨
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만들고 싶다면, 사용자가 직접 그것을 가
능하게 만드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와 같이 같은 네트워크에 물
려 있는 경우에 공유 폴더를 설정하여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 자
유롭게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아예 내 컴퓨터를 서버로 만들어서 아무나 들어
올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내 컴퓨
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열린 통로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의 아이피[IP]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피 주소를 입력하여 여러
분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는 (일반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참고
참고

공유
공유 폴더와
폴더와 보안
보안 ……………………………………………………………………………
……………………………………………………………………………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자료를 공유하고 싶을 때에,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공유 폴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폴더에 접근하는 것과 같이 쉽게 이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보안상으로는 내 컴퓨터의 일정 영역
에 (비록 특정 폴더이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들어
올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는 기능입니다. 공유 폴더에 읽기 권한만 주어진
경우라면 공유 폴더 내에 있는 자료가 유출될 위
험이 있으며, 만약 쓰기 권한까지 주어져 있다면
그림 3. 윈도우즈 X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유 폴더의 모습. 이 폴더 이외에도 사용자가
편리한 대로 다른 공유 폴더를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누군가가 이 폴더 안에
임의의 파일을 복사해 넣거나, 이 폴더 안에 있
는 파일을 수정하고 삭제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
다. 이런 이유로 공유 폴더가 보안상 문제를 일

으킬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임 계정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유 폴더는 큰 문제가 되지
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을지 모르는 공격자가 공유 폴더 안에 악성코
드 등을 복사해 넣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복사된 파일을 임의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어 이게 뭐야?” 하고 괜히 실행해 본다던가 하는 일만 없다면
요.)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복사가 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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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없습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과 결합할 때,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지
요. 단, 공유 폴더가 갖는 일반적인 보안상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식 수준에서 알고는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이런 열린 통로가 만들어지
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또
는 이와 결합되어 있는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안 결함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전 세계 해커들이 밥만 먹으면 뚫으려고 연구하고 파헤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이다 보니, 윈도우나, 윈도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의 보안 결함이
지금도 한 달이 멀다하고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사용자의 동
의 없이 임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실행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들입니다. 만
약 이러한 결함이 내 시스템에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공격자는 이러한 보안 결함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또 그 자리에서 실행까지 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함이 있다면 얼른얼른 막아줘야 할 겁니다.

꼭 윈도우즈만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윈도우즈 위에서 돌아가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응용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이런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기능을 갖
는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모두 잠재적으로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적
으로 하나만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홈페이지마다 안 쓰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들
쓰고 있는 플래시(Flash) 같은 프로그램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요즘도 종종 보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과거 플래시 7 시절에 있었던 보안 결함의 경우 매우 심각한
보안 결함으로 기록되고 있네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윈도우즈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안 결함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자들이 공격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헤집어서 공격 가능한 방법을 찾기 때문이지요. 윈도우
즈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보안 결함이 문제된 적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
이 이용하는 매우 유명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예- Windows Media Player, Winamp, Flash, Microsoft
Excel, GomPlayer 등)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동안 리눅스나 애플의 MacOS 등의 다른 운영체제나, 파이
어폭스, 사파리 등의 다른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문제가 윈도우즈 운영체제 또는 인터넷 익스플
로러보다 적게 발견된 것이, 이들이 꼭 보안의 측면에서 완전무결해서라기보다는, 사용자 수가 적어 공격자
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들 프로그램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들 프로그램
을 목표로 하는 해킹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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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들 뿐만 아니라, PDF 파일이나 엑셀(Excel) 파일과 같은 문서 파일에서도 이런
보안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 파일은 데이터일 뿐 그 자체가 프로
그램은 아니어서, 그 자체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문서 파일 형식 중에는 그
내부에 실행 가능한 명령을 포함하고 있어서, 문서 파일이 읽어들여지는 과정에서 이 명령들
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문서 파일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이 문서 파일을 읽고 쓰는 데 이용되는 응용프로그램 자체의 결함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
확하겠지요.) 대표적인 것으로 엑셀의 매크로 기능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능에
존재할 수 있는 결함이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
다. 실제로 엑셀의 매크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엄청난 수의 악성 코드들이 발견된 바 있기
도 합니다.

이처럼, 비록 외부로부터 내 컴퓨터에 침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통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내 컴퓨터로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
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로들은 철저하게 파악하여 막아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내 컴퓨터에 들어온 악성코드라 하더라도, 악성코드가 내 컴퓨터에서 실행
되기 위해서는 그 악성코드를 실행하라는 명령이 내 컴퓨터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방법을 통하여 복사된 악성코드들은 어떻게 하여 실행될까요? 여기서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악성코드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하는 경우입니
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악성코드임을 알면서도 실행하는 바보 같은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일단 배제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럼 다른 경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앞에서 다룬 바 있는 여러 가지 보안 결함으
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내 컴퓨터에 어떤 악성코드를 실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
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그 보안 결함을 이용하여 그 악성코드가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됨과
동시에 실행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경우로서, 컴퓨터의 자동 실행 설정들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
적인 경우가 CD/DVD나 USB 등에서 많이 쓰이는 자동 실행 설정 파일(autorun.inf)을 악용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상당히 지독한 경우인데, 제6장 제3절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내용은 그 쪽으로 미뤄두겠습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
다.

그 외에, 시작 프로그램 설정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윈도우즈의 일정한 영역에는 컴퓨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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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켜질 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함께 실행하라는 명령을 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런 부분에 몰래 악성코드를 등록시켜 놓으면, 다음에 컴퓨터가 다시 켜질 때, 그 곳에 등록되
어 있던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네요. 다만, 이 부분은 악성코드가 최초로 실행될
당시에는 사용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실행된 악성코드가 다음번에 자기 자신이 다
시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어려우신가요? 벌써부터 책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
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이에 관한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이 당연합니다. 이 절을 시작하면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제1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
을 보게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 혹은 앞으로 찾아가야 할 목적지를 담은 지도와 같은 것
입니다. 따라서 편하게 읽어 나가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2장 이하에서 하나씩 주제
를 나누어 다루게 될 테니까요. 단, 이 내용만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십시오. “일반적으로는 외
부로부터 내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는 보
안 결함으로 인해 그러한 통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통로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결국, 내가 이런 통로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내 컴퓨터를 통해서 악의적인 행위를 저
지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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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에 대처하는 마음가짐

지금까지 대략 살펴본 내용들은, 악성코드가 내 컴퓨터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악성코드들은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
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인 내용들은 실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점에
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맞닥뜨린 지금의 위험들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절에서는 이에 관련한, 조금은 어두운 이야기들을 좀 해 볼까 합니다.

(1) 인터넷 세상에는 나 이외에는 바보와 도둑놈만 있다.

바로 앞 절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제외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악성코드가 실
행되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에 복사가 되어야 하고, 또 내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으로써 사용자 본인이 직접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거나, 사용자 본인
이 직접 악성코드를 실행하는 등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제외했었지요. 하
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맞닥뜨린 위험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
다. 왜일까요?

실제로, 내 계정 정보를 훔치기 위한 악성코드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
드 받거나 실행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를 위험한 상황 속에
몰아넣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눈치 채지 못한다는 점이지요. 어째서일까요? 아차 하는 사이에
깜빡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악성코드들이 설치되면서, “나, 악성 코드입니
다.” 라거나, “나, 해킹 툴이예요.” 하고 설치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도,
“그래, 설치해.” 하고 허락해줄 사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성코드 제작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제작한 악성코드를 설치하도
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게임의 스피드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게임
머니를 뻥튀기해준다던가, 캐릭터를 무적으로 만들어준다던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얼핏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들을 동원해서 사용자들을 속이는 것
이지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특정한 게임의 팬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정한 프로그램(대개 ActiveX 기술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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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간단하게 설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박스를 읽어 보세요.)을 설치하게 하는데, 이것
이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다던가……. 대개 뻔한 속임수인 경우도 많지만, 생각 외로 상당히
정교한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
램을 제작하면서 그 속에 계정 정보를 훔치기 위한 코드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
우는 실제로 당할 때까지 자신의 정보가 새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참고
참고

ActiveX와
ActiveX와 인터넷
인터넷 ……………………………………………………………………………
……………………………………………………………………………

우리가 처음 마비노기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한 번은 보게 됩니다.
마비노기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면서 삑삑거리는 경우
인데,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보여지게 되지요.

그림 4. 마비노기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마비노기 홈페이지에서
아바타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Mabinogi Avatar Renderer (구 Mabinogi Web
Renderer. 최근 다시 이 이름으로 환원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출
력됩니다. (이 화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7의 화면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페이지 상단에 뜬 노란색 라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Mabinogi Avatar
Renderer (현재는 Mabinogi Web Renderer)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고 설치되어, 마비노기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3D 아바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경
우 직접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 라인을 클릭해주는 것만으로 설치가 되는 프로그램 배포 방법은 매우
편리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ActiveX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ActiveX 기술은 그 등장 초기에는 상당히 혁명적인 기술로서 주목받았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문서 포맷이었던 HTML 웹 페이지의 기능을, ActiveX 라는 부속 프로그램 기술을 이
용하여 대폭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비노기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넥슨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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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모듈도 ActiveX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마비노기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많은 홈페이지
에서 사용되고 있는 Flash를 사용한 메뉴 역시 ActiveX 기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
면, 홈페이지에서 배경음악을 연주해주는 기능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ActiveX 로서 인
터넷 익스플로러에 연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그램
이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도 모두 ActiveX 기술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대한민국의 홈페이지들 중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가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해지는군요.

그러나 이 ActiveX 기술은 그 장점 못지않게 너무나도 많은 폐해를 낳았습니다. 일단 이 기
술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한 기술로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요즘 그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파이어폭스라던가, 사파리라던가 하는 다른 웹브라우
저에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ActiveX를 통하여 홈페이지 내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그 기
능을 서비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ActiveX 기술의 폐
해가 극심하여, 심지어 보편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들마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용” 의 홈페이지가 되어버리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런 문
제점이 널리 인식되면서 ActiveX 기술의 사용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 아직도 우리나
라의 상황에서는 갈 길이 멉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ActiveX 기능이 악성코드의 통로로 너무나도 많이 악용된다는 점입니
다. 클릭과 함께 다운로드와 설치와 실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므로, 프로그램이 설치된다는 의
식도 하기 힘들 정도로 간단하게 설치됩니다. (위에서 외부의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설치되
려면 허락된 통로가 필요하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바 있는데,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통로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에 비해,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안전한 것인
지의 여부를 사용자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주어지지 않
습니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설치 제거 기능도 따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설치되면 삭제하기가 매우 까다롭기도 합니다. 설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일반적인 사용자의 경우, 특정한 웹 사이트에 방문하였을 때, 이러한
설치 경고창이 출력된다면 대개 웹 사이트의 이용에 필요하겠거니 하고 별 생각 없이 클릭하
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죠.
이것이 바로 악성코드가 노리는 부분입니다.

제8판까지의 ActiveX 의 설명은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필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9판의 감수자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명제 자체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특히 일정 이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영
역에서 ActiveX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ActiveX 기술은, 웹상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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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도 없다면 서버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수자의 비판을 받아들여, 제9판에서 필자의 ActiveX에 관한 입장은 매우 원론적인 것으
로 후퇴하였습니다. 초기의 ActiveX 기술이 상당 부분 보안을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음은 명백하며,
이후의 ActiveX의 설치 파일에는 반드시 디지털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
나 디지털 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서명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자가 프로그램 배포자인 이상, 그
배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사용자가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어려움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ActiveX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똑같이 발생
하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온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ActiveX를 다루는 데
에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페이지에서 ActiveX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된다면, 아무 생각 없이 허용
을 클릭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인지, 정말로 그 프
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상한
ActiveX 의 설치를 요구하는 사이트에는 아예 접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속임수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참 잘도 사용자들을 속여먹으려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정체는 사실 광고 프로그램들입니다. 둘 모두 ActiveX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
하여 설치가 됩니다. (화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6 시절의 출력 메시지로서, 현재의 인터넷 익
스플로러 7/8의 출력 메시지와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림 5. 미디어플레이어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광
고프로그램의 모습입니다. 전자서명조차 확인할
수 없는 미디어 플레이어? (이미지- Loser's
Hideout)

그림 6. 이번에는 플래시 7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자서명조차 확인할 수 없는 조잡한 녀석
입니다. (이미지- Loser's Hideout)

인간불신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되어버려서 매우 유감입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인터
넷 세상에는 나 말고는 바보와 도둑놈만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도 믿지 마라(Trust No One: 멀더 in X-Files)” 는 금언이 차
라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솔깃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모든 제안들은 그 자체로서

21

도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 무언가 수상한 것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철저히 배격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진짜 무서운 적은 따로 있다.

앞에서 너무 인간불신에 빠진 듯한 이야기를 한 것이,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술적인 이야기들만큼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얼핏 제 의도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그 기술을 운용하는 주체는 결국 인
간이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복마전의 배경에 깔려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각 개인이 주
체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지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
서,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 놓으려고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무서운 것은 단지 눈앞의 보이는 적군들만은 아닙니다. 이들보다 더 상대하
기 까다로운 아군 안의 적, 혹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회색분자들이 있습니
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적들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정보보호에 둔감한 사회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히
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이전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
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의 의식도 훨씬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와 비례해서, 어
떤 의미에서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보안이 이슈가 된 많은 사
건들이 최근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그에 비례해서 일반인들의 보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 거의 공포감 수준으로 올라서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
̇ ̇ 적들
̇ ̇ 을 출현하게 만듭니다. 아군인 척 하면서 사실은
든요. 이런 분위기는 우리 앞에 또̇ 다른
적보다 더 고약한 짓을 하는 우리 내부의 적들, 일반인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한 몫 챙겨보
겠다는 검은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죠. 제3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만, 개인 사용자 보안에
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백신 프로그램)입
니다. 내 컴퓨터에 숨어 있는 악성코드를 찾아서 삭제하여 주고, 악성코드가 침투하려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막아 주는 등의 일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중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등장하여 경쟁하고 있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3장 제1절에서 정
말 자세히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 중에서 사기성이 짙은 녀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들이 많고, 개중에는 아예 가짜 프로그램
들도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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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저지르는 짓은 그들이 정말로 보안
업계 종사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사의 프로
그램 성능이 월등한 것처럼 허위의 언론 플레
이를 하고, 이익배당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인터넷 알바”들을 포섭하여 인터넷 세상을 이
들의 광고로 뒤덮기 시작합니다. 악성코드여부
에 관한 판단을 자신들이 한다는 점을 이용하
여 실제로 별 해를 끼치지도 않는 것들을 악
성코드라고 진단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결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악성코드라고 할

그림 7.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사법처리되면서 큰 이슈
를 만들었던 국산 가짜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중앙일
보, 2006년 04월 04일, 11면 보도]. 자신이 설치되면서
가짜 악성코드 값을 만들어 넣은 후 이를 진단하여 결
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
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미지- Loser's Hideout)

수 없는 것들을 악성코드로 진단하거나, 아예 가짜 악성코드들을 미리 심어놓은 후 이를 진단
하여 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들 중에서 MVP는 아예 악성코드 퇴치 및 감시 기능이 없
̇ ̇ ̇ ̇ 존재하는
̇ ̇ ̇ ̇ 프로그램
̇ ̇ ̇ ̇ 입니다. 어떠한 기능도 없이, 검사를 시행하면 아무거나 악성
는, 껍데기만
코드라고 진단하면서 치료하려면 결제하라는 식입니다. 이쯤 되면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악성코드네요.

최근에 등장한 외국산 가짜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들은 한수 더 뜨는 능력(?)을 과시합니다. 보안 프로그
램이라는 명목으로, 일단 설치가 되면 자신을 제거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시도 때도 없이 결제를 요구합니
다.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이라면서 악성코드가 들어
올 수 있는 뒷문을 열어놓고, 심지어는 악성코드와 결
합하여 그 자체가 악성코드처럼 배포되는 블랙코미디
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나마 좀 덜해졌지만, 이런 부류의 프로그
램들이 즐겨 사용하던 설치 방식이 바로 앞에서 본 바
있는 ActiveX 설치 방식입니다. 유명 사이트들과 상업
적 제휴를 맺거나, 인터넷 이용자들을 이익배당 등의

그림 8. 해외 가짜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인
Antivirus XP 2012. 이 분야에서는 거의
MVP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ActiveX 방
식으로 설치되며, 일단 설치되면 아예 윈도우
즈 XP 보안 센터에 자리잡고 앉아 무작위로
아무 파일이나 악성코드라고 진단하며 결제
를 요구합니다. 그 삭제가 쉽지 않아 많은 컴
퓨터 사용자들을 애 먹이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명목으로 끌어들여서는, 그들이 운영하는 웹 페이지들을 통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처
럼 하여 이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잘 모르고 설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방식이 많이 애용된 것이죠. 그렇게 한 명이 이 프로그램들을 설치
할 때마다, 해당 사이트나 다운로드 링크를 게시한 게시자는 회사로부터 배당금 명목의 경제

23

적 이익을 얻습니다. 그야말로 다단계로군요. 한동안은 “보안프로그램”이라면서 열심히 깔도
록 시키더니, 요즘은 이런 것이 안 먹히니 무슨 영상을 보기 위한 코덱이라던가, 온갖 속임수
를 써서 설치를 유도합니다. 어떠한 사명감도 직업의식도 없이, 단지 돈벌이를 위해 불나방처
럼 업계에 뛰어든 자들의 타락한 모습에 이제는 분노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제가 너
무 무뎌졌기 때문일까요?

이런 자들이 설치고 다닐 수 있는 토양은, 보안 문제에 대한 실체 없는 과도한 두려움이라
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일반인들의 실체 없는 두려움과, 객관
적인 사실보다는 이슈 자체를 더 부각시키곤 하는 일부 언론들의 잘못된 행태가 결합하여, 있
지도 않은 호랑이를 만들어내고 있는[三人言市有虎] 것이 요즘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약간은
냉소적인 생각마저 들게 되는군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악성코드 제작자들과 싸우는 한편으로, 이런 “악성
코드에 기생한 또 다른 악성코드들”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안팎의
적들이 일반 사용자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체를 판
단할 수 있는 지식을 쌓는 것은 그 다음 일이지요. 악성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악성코드 및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몰라
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만, 그것도 딱 그
만큼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필요한 만큼의 경각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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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는 계정 보호 방법들

제
제 22 장
장
아무것도
아무것도 몰라도
몰라도 할
할수
수 있는
있는 계정
계정 보호
보호 방법들
방법들

제목이 조금 과장광고네요. (웃음) 제2장에서는 조금만 알면 실천할 수 있는
계정 보호 방법들을 중심으로 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보안의 기본이
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관리 방법, 윈도우즈 시스템의 정기적인 업데이
트와 같은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덧붙여 항상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뜨거운 감자인 계정 공유 문제와 제3사 프로그램(Third Party Application)의
문제도 다루어 볼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쉽고 이해하기 편한 내용부터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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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관리

최근의 마비노기 보안 관련 이슈 논의를 살펴보면서 제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하
나 있다면, 그것은 뭔가 기본이 무시되고 있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마치 OTP가 계정 보안의
알파와 오메가인 듯이, 너도나도 OTP를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만, 모든 보안의 기본은 아이
디와 패스워드의 엄격한 관리에 있습니다. OTP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어떤 사고로 인해 뚫
렸을 때에, 마지막으로 방어를 한다는 보험적인 의미에서 그 기능의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
며, 애초에 OTP로밖에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기본 중
의 기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관한 내용으로써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판의 감수자는 위 필자의 서술에 대해서 “패스워드 관리하라고 하느니 차라리 OTP 보안 방식이 더
안전하고 낫다”는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감수자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디/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인증 방
식은 매우 고전적이며 또한 매우 약한 보안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과신해도 이렇
게 과신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까지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아이디/패스워드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 나은 방식의 보안을 제공하는 데 대한 경제적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분간은 이보다 더 나은 방식의 인증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
라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관리에 대한 이 부분의 서술은 일부 수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8판의
그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OTP 인증 시스템을 제공하는 마비노기에 한해서는, 감수자의 의견에 따른다
면 그 중요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OTP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노기 아이디

사실 아이디에 관한 내용은 별로 할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
반적인 의미에서 아이디에 어떤 보안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실

명(實名)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대신 아이디라는 식별코드로서 개개인을 구별한다는 익명성(匿
名性)의 의미가 강할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디를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똑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 덕분에, 인터넷상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검색
엔진에서의 아이디 검색만으로 그 사람의 평소 활동 모습이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줄줄이 엮
여 나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곳마다
아이디를 다르게 한다는 것도 그다지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인물 급의 기억력이 아닌 바에야) 가입한 사이트가 열 개만 넘어가도
벌써 혼동이 오기 시작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비노기에서 아이디의 문제를 보안의 측면에서 거론하는 것은 마비노기의 로그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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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체계의 특성상 마비노기 아이디가 상당한 보안성을 획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비노기 홈페이지건 마비노기 게임에서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 이름”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일
반적인 경우라면, 타인은 내 계정 안에 몇 개의 캐릭터가 있
는지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알아낸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즉, 마비노기의 로
그인 시스템 자체가, 패스워드와는 별도로 아이디에도 또 다 그림 9. 마비노기 게임의 로그인 화면.
계정 아이디를 다른 이들이 알 수 없

른 보안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디를 기 다는 특성상, 계정 아이디도 보안성의
존에 사용하던 것과 다르게 만들어준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나를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의
한 계정 침탈을 방지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비노기 계정 아이디와,
마비노기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넥슨 아이디 역시 다르게 해준다면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아이디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으로, 패스워드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패스워드의 올바른 관리는 크게 설정의 측면과
관리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패스워드 자체를 "잘"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만들어
진 패스워드를 "잘"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따라서,
여기서는 올바른 패스워드의 설정법과, 그 패스워드를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집중
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꼭 마비노기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홈페이지
등에서의 패스워드 설정 및 관리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패스워드 만들기

패스워드를 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패스워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즉,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 허용한다면 특수
̇ ̇ ̇ 길고
̇ ̇ 복잡한
̇ ̇ ̇
문자까지 모두 포함된 패스워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충분히
것̇ 이 좋습니다. 마비노기 사이트의 패스워드는 6자 이상 30자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긴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패스워드가 복잡해서 본
인도 외워 쓰기 힘들 정도라면 정말 난감하겠죠. 그럼 몇 자의 암호가 적정한 길이일까요? 전
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상당히 긴 길이의 패스워드를 안전한 패스워드의 길이
로 제안하는 사람도 있고, 패스워드의 복잡성이 문제일 뿐 패스워드의 길이는 결정적인 요소
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제7판까지는 19자 이상의 패스워드라면 충분
히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패스워드의 구성이 충분히 복잡하다면 더 짧은
패스워드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9

사실, 이 항목은 우리가 보고 있는 “온라인 게임 계정 보안”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안전한 패스워드” 이론은 일반적으로 무작위 대입 공격(아이디를 알고 있지만 패스워드를
알지 못할 때, 일정한 규칙에 의해 무작위로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입력해보는 공격 방법) 에 대한 방어를
상정하여 이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 계정 해킹은 악성 코드나 데이터베이스 해
킹 등에 의해 확보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시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단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되었다면 그 패스워드가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도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보안의 일
반적인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이야기이므로,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자리의 패스워드가 있고, 패스워드에 숫자만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가능
성이 있는 패스워드의 개수는 00000000부터 99999999까지 1억 개입니다. 즉, 최대 1억개의 패스워드를 입
력해 보면 패스워드를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 보이나요? 사람이 1억 개의 패스워드를 모두 직접
입력해본다면 그야말로 머리 빠질 일이겠지요. 하지만 컴퓨터에게 시킨다면, 1억 번의 시도는 그야말로 순
식간에 마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길어야 몇십 분이
면 패스워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오류가 발생하면 로그인을 차
단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억 번씩이나 입력해볼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릿수가 늘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숫자만을 사용한 20자리 패스워드라면, 최대 1


해(垓; 경 다음의 숫자 단위. 1해는  )번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숨이 턱 막히는군요.
만약 숫자 이외에 알파벳 문자가 포함된다면, 가능한 문자 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더 늘어
납니다. 알파벳의 대소문자까지 구분한다면 더욱 좋겠네요. 만약, 영문 대소문자와 숫자를 사용하고, 패스워
드의 자리 수가 12자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단 12
자리만을 사용했는데도 무려           개(읽기도 힘듭니다)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슈퍼컴퓨터로도 저걸 다 입력해보려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패스워드의 길이와 패스워드의 복잡성을 놓고 본다면 (물론 둘 모두 중요하지만)
̇
̇ ̇ ̇ ̇ 복잡성
̇ ̇ ̇ 쪽이
̇ ̇ 조금
̇ ̇ 더̇ 중요한
̇ ̇ ̇ 요소
̇ ̇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패스워드를 사용한다면
패스워드의
그 길이가 더 짧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대다수 사이트에서 12자
리 혹은 그 이하의 짧은 길이의 패스워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복잡한 패스워드 작
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의미 없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봅시다. 마비노기에서는 숫자와 영문자를 조합하여 최소 6자
최대 30자의 패스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안다고 할 때, 최대 몇 번의 시도를 하여야 패스워드
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이디와 같은 패스워드나, 연속된 숫자나 문자로 구성된 패스워드는 사용할 수 없
지만, 이런 조건에 의해 제외되는 패스워드의 종류는 몇 가지 되지 않으므로 무시하고 계산해 봅시다. 앞서
의 경우와 달리 패스워드가 실제 몇 글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패스워드가 6자인 경우부터 30자인 경우까지
모두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결과는?       ⋯         계산 포기!

패스워드에 들어가는 숫자와 문자 등은 가급적이면 개인 신상과 관련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
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81년 9월생에 2000학번이며, 주민등록번호 뒷자
리는 1xxxxxx, 군번은 09-...입니다. 이런 것들은 패스워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자신의 군번을 패스워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단 숫자로만 구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며, 개인 신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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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인물들에 의하여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전에 존재하는 단어로 패스워드를 만
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무작위 대입 공격의 일종인 사전 대입 공격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한글을 영타로 입력하고 적절하게 영문자 또는 숫자를 포함하는
방법인 듯 합니다. 외국산 암호 사전을 사용하는 무작위 대입 공격에는 안전하겠습니다만, 이
역시 어느 경우에나 완벽하게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요.

주의할 것은, 단순히 한글을 영타로 입력한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안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
̇ ̇ ̇ ̇ 높아지지는
̇ ̇ ̇ ̇ ̇ 않기
̇ ̇ 때문
̇ ̇ 입니다. (감수자 주.) 필자가 이 방법
다. 한글을 영타로 입력한다고 하여 그 복잡성이
을 추천하는 이유는 패스워드가 길어지더라도 암기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패스워드를 길게 쓰기
̇ ̇ 문장
̇ ̇을 사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이 방법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수자는, 패스워드가 아닌 패스
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잡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기에는 적절한 수준의 숫자 또는 특수문자
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글을 영타로 입력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인 영타의 패스워드보다 더
보안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주의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좀 혼란스럽습니다만, 온라인 게
임 보안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PC방 등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
다. 화면에서야 입력하는 패스워드가 * 으로 표시되므로 읽을 수 없겠지만, 누군가 등 너머로
키보드의 입력 문자를 훔치고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게임 계정 해킹에
한정한다면, 해킹 툴에 의한 해킹 못지않게 많이 사용되는 공격 방법이 이렇게 PC방 등에서
의 다른 사람에 의한 “등 뒤에서 비밀번호 훔치기”입니다.) 특히 마우스의 입력 속도가 키보
드의 입력 속도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비주얼 키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
우에는 이런 부류의 원시적인 공격에 당할 우려가 더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주얼 키보드가
키 로거(Keylogger) 유형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곤 하지만, 그 동작 특성상
키 로거(Keylogger)

사람에 의한 비밀번호 유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취약하지 않은가

해킹툴 내지 악성코드의 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형으로, 사용자 몰래 실행
되어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을 중간에서 가로채어 기록

그리고 키 로거 유형의 악성코드 중에서는 마우스가 클릭되는 순간의 마우스

하거나 이 내용을 인터넷 연

커서 주변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저장하는 악성코드도 드물지만 존재하는 것이

결을 통하여 공격자에게 전

사실이기 때문에, 비주얼 키보드가 과연 얼마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송하는 유형의 프로그램이다.

는 좀 비관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나 비주얼 키보
드 등의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실정상 어

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이렇게 만들어진 패스워드는, 그러나 언제라도 유출될 위험을 안
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패스워드를 오래 사용하는 것은 보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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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부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은 비밀번호를 바꾸어 주어야 한
다고 말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약 반 년에 한 번 정도는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워드 유출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집의 컴퓨터만 사용하
고, 집 컴퓨터에 보안 설정이 잘 되어 있어서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일 년에 한 번 정
도 연례행사로 바꾸어 주는 것도 좋겠네요. 이 역시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
은 같은 비밀번호를 오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아는 것과, 위험성을 알고 적절한 시
기에 비밀번호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참고
참고

비밀번호
비밀번호 찾기
찾기 서비스와
서비스와 보안
보안 ………………………………………………………………
………………………………………………………………

웹사이트들 중에는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에 일정한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이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용자
의 편의를 상당히 고려한 서비스로 보입니다만, 사실 보안에 관한 한 이는 철저하게 개념이
없는 작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패스워드를 저장할 때에는 패스워드를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보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유출될 위
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의도적으로 해킹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인증 서버의 오류나 프로
그램의 버그 등에 의하여 뜻밖의 유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시스
템을 설계할 때에, 패스워드의 경우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호화 과정을 거친
후에 저장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증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데,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같은 방법으로 암호화한 후 저장되어 있는 DB와 비교하면 되
기 때문입니다. (마비노기 패스워드의 경우에도, 마비노기 웹 페이지에서 로그인 폼에 아이디
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패스워드 폼이 뭔가 엄청나게 긴 문자열로
바뀌면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암호화 과정을 거쳐서 문자열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처음 입력한 패스워드는 (암호
화 후 저장되는 관계로) 다시 복구하여 알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일정한 정보를 확인한
후 패스워드를 초기화하여 임의의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거나, 정보 확인 후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비밀번호를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패스워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거나, 패스워드를 복구할 수 있도록 자
신들이 정한 일정한 하나의 키를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암호화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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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에 매우 취약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
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 가입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
이지만 만약 가입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중
요한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위험원 사이의 분리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위험원과
위험원 사이를 철저하게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원칙

인데, 생각처럼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쇠사슬 전체의 힘은 가장 약한 연결 고리에 걸린 힘과 같다.(코난 도일, ‘공
포의 계곡’ 中.)”

우리가 허구한 날 넥슨을 보안에 개념도 없다고 욕합니다만, 실상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비노기 인증 서버 자체가 뚫리거나 데이터베이스 자체
가 털리는 천재지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
다.), 그 업계에서 일한 지 십 년이 넘어가는 그 양반들이라면 일단은 무사할 수 있도록 데이
터베이스 암호화를 철저히 해놓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송당하기는 싫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마비노기의 아이디, 패스워
드와 마비노기 팬 사이트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똑같이 해서 쓰고 있었는데, 만약 마비노기
팬 사이트의 회원 DB가 공격을 받아 그 내용이 유출되거나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
시 마비노기 자체마저 뚫려버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게임의 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게임의 이용자일 가
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해킹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계정정보를 알아내려는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뚫기 힘든 마비노기나 넥슨 사이트를 공략하는 것보다, 이런 외곽 사이
트들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아이디
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회 공격이 유효한 경우는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팬 사이트의 경우, 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있지만, 대개는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개인 운영 사이트가 기업 운영 사이트보다 보안상 취약하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어쩌면 넥슨의 공식 사
이트가 일개 팬 사이트보다 더 보안상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개인 운영 사이트가 사용하고 있
는 웹 게시판 프로그램들이 공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해당 웹 게시판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
하여 취약점을 찾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웹 게시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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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오랫동안 업데이트가 중단되어 최근의 보안 이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웹 게시판 프로그램(특정
웹 게시판 프로그램의 예를 드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지원이 중단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
난 제로보드 4 등의 웹 게시판이 특히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이라면 더욱 그런 위험성이 높겠지
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경우에는, 마비노기 홈페이지와 넥슨 홈페이지, 그리고 팬 사이트
로는 마비노기 타임즈와 마비노기 게임어바웃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네이버 길드카페 제외). 그
리고 이 다섯 사이트는 모두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일부 사이트의 경우에는 아이디조
차도 다릅니다. 아이디를 뚫어도 비밀번호가 다르고, 비밀번호를 뚫어도 아이디가 다릅니다.
어느 한 곳이 설사 뚫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관련된 사이트 사이에는 가급적 비밀번호를 다르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디조차도 다르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벌써 두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웹상에는 자신
말고는 바보와 도둑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안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사설 프리서버(게임서버)에 부속된 게시판을 해킹하여 얻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바탕으로 본 게임 서버의 계정 해킹을 시도한 예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중앙일보, 2008년 1월 5일, 11면
보도]. 상당히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프리서버와 본 게임서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
었다는 사실은 게임 이용자들의 보안의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패스워드는 영문 대소문자 및 숫자, 가능하면 특수문자까지 섞어서 사용한다. 외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복잡하고 길게 만든다.
■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의 패스워드 입력은 특히 주의하기.
■ 넥슨닷컴-마비노기 홈페이지-마비노기 팬사이트 간에는 서로 다른 패스워드를 사
용하고,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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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적인 윈도우즈 등 업데이트의 수행

제1장에서, 해킹 툴이 내 컴퓨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게 그런 통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지요. 그런 “예기치 못한” 통로가 만들어지는 경우 중 가장 잦은
경우가 바로 윈도우즈나 그에 부속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프로그램의 보안 결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
참고

운영체제의
운영체제의 "생존
"생존 시간(Lifetime)"
시간(Lifetime)" …………………………………………………………
…………………………………………………………

보안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운영체제의 “생존시간(Lifetime)” 이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해당 운영체제를 설치한 후, 어떠한 패치도 하지 않고 인터넷에 연
결된 채로 방치하였을 때, 그 컴퓨터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심심하실 때 직접 경험해보시면 좋겠네요. 단,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신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어서, 패치하지 않은 윈도우즈 XP 서비스팩 1의
경우, 생존 시간은 최악의 경우 단 4분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약 50분 정도)

그림 10. 한국정보보호진
흥원(현,
한국인터넷진흥
원, KISA)에서 발표한 운
영체제의 생존 시간 분포
표 및 그래프. (2008년 4
월까지의 데이터) 패치하지
않은 윈도우즈 XP 서비스
팩 1의 경우 최단 4-5분만
에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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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011년 현재, 윈도우즈 2000이나 윈도우즈 XP 서비스팩 1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사용
자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윈도우즈 XP 서비스팩 2 이후에는 윈도우즈 자체적으로 기
본 방화벽을 제공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 시스템에 뚫고 들어오는 종류의 공격은 아주 심각한 보안 허점이 있지 않는 한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실험 사례는 지극히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보안 업데이트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요즘도 매달 제공되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중 상당수가 보안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보안 업데이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윈도우즈,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의 보안 허점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보안 문제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다른 문제
̇ ̇ ̇ ̇ 특성
̇ ̇ 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보안 문제들은
들과 차별되는

대개 사용자가 무언가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실수로 인하여 허점이 생기는 경우인 데 비해,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허점은 사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악성코드가 사용
자의 컴퓨터로 침투할 길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일상적인 웹 서핑 도
중, 단지 “특정한 웹 페이지”나, “게시판의 특정한 글”을 “단지 읽기만 했는데도” 악성코드가
다운로드 되어 설치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윈도우즈의 특정 부분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단순히 이미지 파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임의의 코드가 다운로드될 수 있는 보안 허점도 존재한 바 있습니다. (JPG 파일 문제[2004년],
커서 및 아이콘 파일[2007년], 윈도우 메타 파일[2006년], 윈도우 확장 메타 파일[2008년] 등.) 정말 극단적
인 경우이지만,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팬아트 등의 게시물을 통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
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그 실수를 인지하고 스스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실
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기 전에 당한 경우라면, 나의 실수가 끼어 있기 때문에 역시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존재하는 보안 허점에 의해 알지도 못하는 사이 눈 뜨고 당한다
면, 이것만큼 허무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최소한, 손도 못 써보고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윈도우즈 업데이트

따라서 이러한 보안 허점을 이용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윈도
우 업데이트는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해 주어야만 합니다. 마이크로

소프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두 번째 맞이하는 화요일(미국 시간 기준)에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및 일반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
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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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업데이트가 있다면 최소한 필수 업데이트는 모두 해 주는 것이 좋습니
다. (물론 가끔은, 보안과 관계없는 업데이트가 필수 업데이트 목록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런 것들은 사용자가 판단하여 업데이트를 하거나 혹은 업데이트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와는 별도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제공하는 업데이트
묶음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서비스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서비스팩 공개 이전
에 이루어진 모든 보안 패치 및 일반 패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때로는 윈도우즈의 성능 및
기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중인 윈도우
즈 버전의 최신의 서비스팩을 확인하고, 꼭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컴퓨터에 설치되
어 있는 서비스팩의 정보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XP: [시작] → [제어판] → [시
스템] → [일반] 탭을 확인합니다.
윈도우 비스타:

[시작] → [제어판] →

[시스템 및 유지 관리] → [시스템] 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윈도우 7: [시작] → [제어판] → [시스
템 및 보안] → [시스템] 을 순서대로

그림 11. 윈도우즈 XP의 시스템 등록 정보 화면. 현재 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즈 XP의 서비스팩이 서비스
팩 3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대개의 경우, 서비스팩 역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하여 제공을 하며, 여러 번의 서비스팩
이 제공된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제공된 서비스팩의 내용이 이전에 제공된 모든 서비스팩의 내
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버전에 대응하는 가장 마지막에 발
표된 서비스팩을 찾아서 업데이트하시면 됩니다. 2011년 7월 현재, 윈도우즈 XP의 최신 서비
스팩은 서비스팩 3이며, 윈도우 비스타의 최신 서비스팩은 서비스팩 2, 윈도우 7의 최신 서비
스팩은 서비스팩 1입니다. 윈도우즈 XP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지원 주기상 서비스팩
3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서비스팩은 제공되지 않으며, 보안 패치만 제공됩니다.

때로는 최신의 서비스팩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즈 XP의 경우, 2010년 7월 13일부터 서비스팩 3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윈도우즈 업
데이트를 받을 수 없으며, 윈도우 비스타의 경우에는 2011년 7월 12일부터 서비스팩 2로 업데이트되어 있
어야만 윈도우즈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7의 경우에는 2011년 7월 현재까지는 서비
스팩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윈도우즈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팩을 설치하지 않은 윈도
우 7의 업데이트 지원 종료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음 서비스팩이 출시된 후 24개
월이 지난 후에 해당 서비스팩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다면 2011년 2월에
서비스팩 1이 출시된 윈도우 7의 경우 최소한 2013년 2월까지는 서비스팩을 설치하지 않아도 계속 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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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 방법

윈도우즈 XP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다음 그림과 같이 [시작]→[모든 프로그램]→[Windows Update]를

클릭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실행되면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사이트에 연결됩니다.

윈도우 비스타/윈도우 7의 경우에는, 제어판 내부
에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윈도우즈 업
데이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윈도우
즈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윈도우 7의 경우
에는 아래 그림처럼 [시작]→[제어판]→[시스템 및 보
안]→[Windows Update]를 차례대로 클릭해주면 됩
니다. (윈도우 비스타의 경우에는 [시작]→[제어판]→
[보안]→[Windows Update]입니다.)

그림 12. 윈도우즈 XP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클릭하면 인터넷 익스
플로러가 실행되면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사이
트에 접속합니다.
그림 13. 윈도우 비스타/윈도우 7의 경우 제어판 안에 윈도
우즈 업데이트 메뉴가 있어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윈도우 7의 제어판 화면입니다.)

자동 업데이트 사용

정기적으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수행하기가 힘들거나 귀찮은 경
우, 자동 업데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이용하

면 업데이트 요소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해당 요소를 업데이트 해 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 업데이트를 꼭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용
하고 있는 윈도우즈 제품이 정품이 아닌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 등을 통한 윈도우즈
업데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일부 업데이트가 가능한 불법복사 제품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들도 언제라도 업데이트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윈도우즈의 자동 업데이트를 켜 놓으시면, 보안에 치명적인 필수 업데이트의 경우는 자동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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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를 통하여 제공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천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법 사용자
라고 하여 필수 업데이트조차 제공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웜이나 기타 스크립
트들이 확산되면서 정식 사용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사용자들이 설치를 바라지 않는 몇몇 업데이트
(예: 윈도우즈의 정품 여부를 판별하는 Windows Genuine Advantage 업데이트 등)가 함께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자동 업데이트가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
거나 설치하기 전에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의 확인을 받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자동 업
데이트 자체에서 이러한 설정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불법 복사 윈도우즈 사용자가 아니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모든 패치를 강제로 설치하는 데
에 반감을 갖는 사용자는 많습니다. 특히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단지 윈도우즈에 직접 관련한 업데이트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에 대한 광범위한 업데이트, 예를 들자면 새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어떤 사용자에게는 필요 없거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버전 업 때마다 제반 문제를 해결하느라 부산을 떨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웹 생태계가 더 문제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필자 역시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지만,
설치 전에 꼭 확인을 거치도록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참고

윈도우즈
윈도우즈 자동
자동 업데이트
업데이트 설정법
설정법 ……………………………………………………………
……………………………………………………………

윈도우즈 XP의 경우에는 [시작]→[설정]→
[제어판]→[자동 업데이트]를 실행한 후, 업데
이트 방법을 설정합니다.

▪ 만약 자신이 정품 사용자이거나, 일일
이 신경쓰기가 귀찮은 경우에는 업데이
트 방법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업데이
트할 시간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윈
도우즈가 알아서 정해진 시간에 업데이
트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합
니다.

그림 14. 윈도우즈 XP의 자동 업데이트 설정 화면

▪ 만약 업데이트 항목에 대한 제어를 하고 싶은 경우, 실행 방법을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설치합니다.” 나, “새 업데이트를 알리도록 선택하지만 다
운로드하거나 설치하지 않습니다.” 로 설정합니다. 두 옵션의 차이는, 두 번째 옵션은 자
동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후에 설치 여부만 사용자에게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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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세 번째 옵션은 업데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우선 알리고, 다운로드 시에 한 번,
업데이트 설치 시에 한 번 각각 사용자에게 해당 업데이트 사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물어
봅니다.

윈도우 비스타와 윈도우 7에서도 설정 항목 자체는 비슷합니다. 윈도우 비스타의 경우 [시
작]→[제어판]→[보안]→[Windows Update]→[설정 변경] 메뉴에서, 윈도우 7의 경우 [시작]→
[제어판]→[시스템 및 보안]→[Windows Update]→[설정 변경]메뉴에서 이 설정을 할 수 있습
니다. 다음의 그림은 윈도우 비스타에서의 자동 업데이트 설정 변경 메뉴입니다. 문장의 표현
이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윈도우즈 XP와 동일합니다.

그림 15. 윈도우 비스타(윈도우
7도 같습니다.)에서의 자동 업
데이트 설정 항목. 윈도우즈
XP에서와 설정 항목은 기본적
으로 동일하지만 표현이 좀 더
명확합니다.

다만, 윈도우 비스타와 윈도우 7에서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장 업데
이트” 항목과 “Microsoft Update” 항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림 16. 윈도우 비
스타 이후의 추가적
인 자동 업데이트 설
정들. (윈도우 7의 화
면입니다.)

▪ 만약 중요 업데이트를 “업데이트 자동 설치”로 설정한 후 권장 업데이트의 항목을 함께
체크하면, 중요 업데이트가 아닌 그 외의 업데이트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
로 설치되므로, 원하지 않는 업데이트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권장 업데이트란, 보안 업데이트 또는 핵심적인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
공하고 설치를 권장하는 업데이트로써,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나 .NET Framework 의 새 버전과
같은 도구들, 특정한 환경에서의 잠재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패치 등의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대개는 설치된다고 해서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겠지만,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시스템
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특정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패치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시스템에 문제
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때로는 업데이트로 인하여 성능상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상
예상치 못한 변경이 발생하여 사용자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권장 업데이트는
사용자의 확인을 거쳐 설치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Microsoft Update 의 항목을 체크하면, 윈도우즈가 아닌 기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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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실버라이트, 윈도우 라이브 등 – 에
대한 업데이트나 새 버전 알림을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받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항
목이 함께 제공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업데이트의 설정을 다운로드 또는 업데이트 전에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도록 설정했을
경우, 업데이트 항목 중 특정한 업데이트 항목을 업데이트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참고

윈도우즈
윈도우즈 자동
자동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에서 원하는
원하는 항목만
항목만 업데이트하기
업데이트하기 ……………………………
……………………………

이하에서는 자동 업데이트의 설정을 다운로드 또는 업데이트 시 사용자의 확인을 받도록 설
정한 경우에 특정한 업데이트 항목을 업데이트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윈도우 비스
타 또는 윈도우 7의 경우 별도의 자동 업데이트 클라이언트가 없고 제어판 내의 윈도우즈 업
데이트 도구가 직접 호출되므로, 윈도우즈 업데이트에서 원하는 업데이트를 선택하는 절차를
그대로 거치면 됩니다. 따라서 이하는 별도의 자동 업데이트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 윈도우즈
XP를 대상으로 하여 설명합니다.

① 업데이트 방법을 “새 업데이트를 알리도록 선택하지만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지 않습니다.”
로 설정한 경우, 자동 업데이트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업데이트를 감지하면 하단 작업 표시
줄에 윈도우즈 업데이트 아이콘이 출력됩니다. 그 상태에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 업데이트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면서 업데이트 목록이 출력됩니다.

그림 17. 다운로드할
업데이트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업데이트 제목 앞의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다운로드(D)] 버튼을
클릭하면 해제된 업
데이트 항목은 다운
로드 되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서 업데이트 제목 앞의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해당 업데이트는 다운로드에서 제외

41

됩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를 원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제목 앞의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
면 됩니다. 업데이트에서 제외할 항목들의 체크박스를 모두 해제한 후,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
을 클릭하면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만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만약 업데이트 방법을 “업데이트
를 다운로드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설치합니다.” 로 설정한 경우, 사용자에게 별도로
묻지 않고 일단 확인된 모든 업데이트 항목을 다운로드하므로, 이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② 업데이트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왼쪽과 같이 업데이트 설치 방법
을 묻는 창이 출력됩니다. 만약
다운로드 된 모든 업데이트를 설
치하려면 그냥 “빠른 설치”를 선
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
다. 그러나 다운로드 된 항목을
확인하거나 그 중 일부를 제외하
고 싶다면 “사용자 정의 설치”를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③ “사용자 정의 설치”를 클릭한
경우 다시 왼쪽과 같이 다운로드
된 업데이트 목록이 출력됩니다.
여기에서 설치하지 않을 업데이
트의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됩니
그림 18. 다운로드 된 업데이트 중에서 업데이트하지 않을 항목
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설치 방법에서 “사용자 정의 설
치(고급)”을 선택한 후, 업데이트 목록에서 설치를 원하지 않는
업데이트 제목 앞의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됩니다.

다. 이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진행되거나, 왼쪽 그
림처럼 모든 업데이트 항목을 설

치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 업데이트 클라이언트를 종료할 수 있
습니다.

“제로데이 공격”의 문제

최근에는 이러한 보안 결함의 발견 주기가 빨라지면서, 미처 마이
크로소프트의 보안 패치가 등장하기도 전에 공격 코드가 유포되는

경우(Zero-day attack, 제로데이 공격)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정도의 공격 코드라면, 아마 신문이나 방송에서 미친 듯이 떠들어댈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
심을 기울인다면 누구나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최
근의 윈도우즈 제로데이 보안 허점은 2011년 1월 28일에 한 건이 있군요.)

42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부류의 공격에 사용되는 기법은 이미 널리 알려
진 공지의 기법들이지만 이용자들이 잘 패치를 하지 않는 기법들이 대부분으로, 제로데이 취
약점을 악용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같으면 그런 취약점
을 알고 있다면 차라리 은행을 털지, 게임 계정이나 털고 앉아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웃
음])

그래도 안심은 금물입니다. 왜냐 하면, 엄청난 고수들만 제로데이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보안 허점이 공개될 때는 대개 그 허점의 공격을 위한
예제 코드도 함께 공개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자료를 입수할 수만 있다면, “겨우 게임
계정 해킹이나 하고 앉아있는” 저급한 공격자들이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격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거든요. 따라서 항상 최근의 동향에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윈도우즈 업그레이드,
꼭 해야만 하나?

바로 앞에서, 우리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문제를 모두 살펴보았습
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이유, 윈도우즈 보안 업데이
트와 서비스팩의 적용, 자동 업데이트 클라이언트의 사용 방법을 모

두 알아보았죠. 이쯤 해서, 윈도우즈 업데이트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또 조금은 다
른 문제인, 윈도우즈 업그레이드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윈도우즈 업그레이드라 함은, 현재 사용 중인 윈도우즈를 그보다 상위 버전의 윈도우즈로 판올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윈도우즈 XP를 사용 중인 사용자가, 윈도우즈 XP를 삭제하고 윈도
우 비스타나 윈도우 7을 설치하는 것을 윈도우즈 업그레이드라고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윈도우 비스타를
쓰던 사용자가 윈도우즈 XP 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현재 사용하는 윈도우즈보다 더 아래 버전으로 내려오
는 것은 다운그레이드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윈도우즈 업그
레이드에서 시스템 사양의 문제가 걸리는 경우에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동반하지 않는 한
굳이 사용자 경험을 해쳐가면서까지 업그레이드를 감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윈도우즈 XP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착된 메모리 용량이 512MB 또는 1GB라면, 윈도우 비스
타나 윈도우 7로 무리해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윈도우 7 스타터 에디션과 같은, 넷북 등의 저사양 시스템에 대응하여 출시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 에디션은 정식으로 판매되지 않는 버전으로, 넷북 등의 제조회사를 통해 완
제품에 설치된 상태로만 출시되므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설치본을 구하지 않는 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도 윈도우 7 스타터 에디션을 실제 사용해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이것이 윈도우즈 XP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얼마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켜 줄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 버전의 윈도우즈를 구하여 설치하는 데에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큰 경우, 새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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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는 한 역시 무리하여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사용 중인 윈도우즈 버전에 대
한 확장된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end of extended support)입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즈
XP의 경우, 확장된 지원 종료일인 2014년 4월 8일이 지나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보안 업데
이트를 포함한 어떠한 업데이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원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윈
도우즈 XP를 정상적으로 구동할 수는 있지만, 지원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보안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패치를 받을 수 없는, 보안상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때
에는 금전적으로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윈도우즈의 업그레이드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품이 아닌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누군가
에게는 이러한 가격적인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필자는 리테일 버전의 정품 윈도우즈
사용자이지만, 기업 사용자가 아닌 개인 사용자가 이처럼 불법 복제를 통하여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것 자체
에 대해서 뭐라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유가 된다면 꼭 정품을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문제는 그 나머지 경우입니다. 즉 시스템 사양이 상위 버전의 윈도우즈를 사용하기에 충분
하고, 금전적 문제 역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윈도우즈 업그레이드를 꼭 해야 하는
가 하는 문제이죠. 현재 개인 사용자들 중 윈도우즈 XP 보다 더 낮은 버전의 윈도우즈를 사
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현
재까지 윈도우즈 XP나 윈도우 비스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특히 윈도우즈 XP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도중에, 공식적인 윈도우즈 XP 사용자 수 추계 통계가 있는지가 궁금하여 여기저기 찾아보
았습니다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운영 중인 블로그의 접속 로그를 분석해 보면, 윈도우즈 XP
시스템의 히트 수는 아직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 중인 인터
넷 익스플로러 6 퇴출 캠페인 사이트(Internet Explorer 6 Countdown)에서 2011년 6월 말 기준 대한민
국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6 사용자 비율을 21.7%로 추계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믿을 수 있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인터넷 사용자의 21.7% 는 윈도우즈 XP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윈도우
즈 XP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7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한 사용자수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숫자는 그야말로 “최소한”입니다.)

필자가 윈도우즈 XP 사용자들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윈도우즈 업
그레이드에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으면서도 윈도우즈 XP를 고수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아마도
윈도우즈 XP가 제공하는 사용자 경험에 특별한 불만이 없는 사용자들일 것입니다. 즉, 현재의
시스템 환경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거나, 혹은 윈도우 비스타 또는 그 이후의 윈도우즈에서 보
여주는 사용자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용자들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도구는 자기가 편할
대로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설령 그것이 객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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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없는 행태일지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한 그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보안의 측면에서 볼 때, 윈도우즈 XP보다 윈도우 비스타 이후의 윈도우즈들의 보
안성이 더 뛰어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윈도우 7로 지금 바로 이동하
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건 관계없이, 아
직 윈도우즈 XP는 확장된 지원 기간이 끝나지 않은, 오늘 현재에도 보안 측면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보안상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
본적으로 보안성과 편의성은 시소의 양 끝과 같아서, 어느 한 쪽을 강화하려면 다른 한 쪽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컴퓨터가 네트워크 속에 결합되어갈수록, 보안성에 관한 요
구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윈도우 비스타 이후의 윈도우즈에서의 사용자
경험의 변화는 전체적인 큰 흐름에 부합합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모든 사용자들이 이에 적응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 이상, 그것에 적응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가치에 입각하여 판단할 때, 어찌 되었건 최소 기준 이상의 보안성
을 획득하고 있는 운영체제를 자신의 사용자 경험을 희생해가면서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하여
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윈도우즈 XP는 철저히 그것이 출시된 2001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이
미 출시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 운영체제이지요.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갈 운영체제는 분
명 아니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듭된 “삽질” 덕분에 끊임없이 생명을 연장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2011년의 기준에서 볼 때, 윈도우즈 XP의 보안성은 “매우 위험”한 수준은 아니
라고 하더라도 위험성 있는 요소가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2011년
의 관점에서, 보안성에 관한 한 그 기반부터 잘못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슈가 발생할 때마
다 누더기처럼 땜질해가면서 유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XP
에 대한 서비스팩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윈도우즈 XP의 보안성이
현재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윈도우즈 XP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은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현재의 관점에 서서 윈도우즈 XP를 고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결정
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포하는 위험성을 알고, 그에 알맞은 적절한 보조 수단을 사용하여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윈도우즈 XP 사용자 자신을 위해서나, 그와 같은 네트워크를 공유
하는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서나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점 하나만큼은 꼭 챙기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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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 이외의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최근에는, 윈도우즈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이들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거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공격
의 매개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격자들도 바보는 아닌

지라, 지금처럼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철 지난 공격방법을 계속 사용해봐
야 공격의 성공률만 떨어질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공격방법을 찾게 마련입
니다. 최근에는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들, 특히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컴퓨터에 설
치되어 있을 것이 확실한 플래시[Adobe
Flash Player]의 보안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플레이
어에 존재하는 제로데이 보안 허점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지요.
지난 2011년 6월 두 번째 금요일과 토요
일에 걸쳐 일어난, 필자도 그 확산 억제에
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자부하는 모 언론사
사이트를 통한 악성 코드 배포 사건의 경
우에도, 해당 악성 코드의 다운로드에 플

그림 19. Adobe 홈페이지의 보안 게시판. 플래시 플레이어
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및 권고 조치가 올해에만 벌써 다섯
건이 등록되어 있다.

래시 플레이어에 존재하는 최근의 보안 허점이 악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런 부류의 해킹 사건 중 상당수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
일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안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려운, 그러면서도 온라인 게임의 이
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을 노려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
습니다.

따라서 윈도우즈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꾸준한 보안 업데이트 못지않게, 널리 사용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업데이트가 있을 시 꼭
업데이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플래시 플레이어는 자체적인 업데이트 확인 기능을
갖추고 계속적인 업데이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업데이트 알림이 확인되면 바로 업데이
트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잠재적
으로 보안상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파이어폭스와 같은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이건, 윈앰프나 미디어 플레이어, 곰플레이어 등의
미디어 재생 프로그램이건,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올해는 묘하게 Adobe의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융단폭격을 맞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메이저 프로그램이 목표가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보안에 있어서 절대적인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프로그램도 완벽히 안전하다고 보
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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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버전의 가장 최근 서비스팩을 설치하고, 매달 정기적
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해 준다.
■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비정품 윈도우즈 사용자라도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필수 핵
심 보안 업데이트는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
■ 윈도우즈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디어 플레이어 등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이외의
제품의 보안 이슈에도 관심을 가진다. 특히 플래시 등 인터넷과 밀접한 관계가 있
으면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많은 보안 허점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 자신이 사용 중인 윈도우즈 버전의 보안 성능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이에 따라 적
절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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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 계정의 매매 및 공유의 금지

계정 공유의 금지

사실 이 부분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 가
지 필요에 의하여 하나의 계정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

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여러 가지 특수 관계에 의하여 자신의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를 타인이 알고 있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계정의 아이디
̇ ̇ ̇ ̇ (見物生心)이라고, 사
와 패스워드는 자신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게다가, 견물생심
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의 마비노기에 있어서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게임 계정 해킹의 상당수는 자신의 계정 정보를 우연이
건 직접 알려주었건 알게 된 주변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정의 관리 권한을 일임하거나 일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이런 경우도 바람
직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타인의 계정 정보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도 이는 꼭 필요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라도 타인의 접속을 허용해야 하
는 사안이 발생했다면, 임시로 패스워드를 변경한 후 접속을 허용하고, 해당 용무가 끝나면
바로 패스워드를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자신이 (타인의 부탁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타인의 계정에 접속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패스워드를 변경한 후에 변경한 패
스워드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용 직후 패스워드를 변경할 것
̇ ̇ ̇ 괜한
̇ ̇ 오해에
̇ ̇ ̇ 빠지는
̇ ̇ ̇ 것을
̇ ̇ 막기
̇ ̇ 위해서
̇ ̇ ̇ 일 뿐만 아니
을 분명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라, 혹시라도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존재하던 악성코드 등으로 인하여 타인이 해킹의 피
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계정 매매의 금지

마비노기 약관상 엄연
히 약관 위반이지만, 지

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행위입니다. 전해 듣기로는 캐릭터를 키워
서 판매하는 일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하니, 그 지하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도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림 20. 어딘가에서 만난 계정 판매 사이트의 게
시판. 업자의 냄새가 나는데…….

전문적인 업자가 아니라면, 대개는 게임을 즐기다
가 싫증이 나거나 하는 등으로 게임을 더 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 그동안 게임에 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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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지출을 어느 정도 복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 게임 계정을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게
임 계정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게임 약관상, 게임 계정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
고, 이 때문에 게임 계정을 판매하면서 원 주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필연적으로 유출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인에게 넘어간 주민등록번호는 언제나 잠재적인 악용가능성
이 있게 되므로, 보안상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꼭 보안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게임 계정의 구매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사방에 널려 있습
니다. 현재 온라인 게임들의 약관은 대체로, 게임 이용자의 계정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계정의
양도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게임 계정의 양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
부터 계정을 구입한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몇몇 사례들이 쌓이고
있었는데, 작년(2010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리니지와 관련된 것인데, 현재의 일
반적인 온라인 게임 약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에서 같은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사례를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 계정의 주인은 A였습니다. A는 이 계정을 B에게
팔았고, B는 C에게, C는 D에게, D는 E에게 이 계정을 팔아서, 현재 이 계정은 E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A가 이 계정이 자기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정 패스워드를 바꾸고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A는 처벌받을까요? [문화일보, 2010년 7월 27일, 10면 보도]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A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7.22.선고 2010도63 판결) 전공이 법학인
필자 같은 사람이나 관심을 가질 내용은 모두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온라인 게임 약관상 계정은 양도될
수 없으므로, 애초에 B, C, D, E 등은 이 계정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어서, A가 계정에 접근하여
패스워드를 변경한 행위는 우리 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 사례에서 A에게는 형법
상 사기죄도, 절도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법적인 관점에
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형법이론적인 논증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A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둘째 치고, E는 계정을 회수해간 A에게 계정 구입 대금(사례에서는
500만원이었습니다)이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우리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들이 등장
하는 논의여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역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E는 A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애초에 E와 계정을 사고판 사람은 A가 아닌 D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A는 계약당
사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E는 D에게 계정 판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끼어
̇ ̇ 찾을
̇ ̇ 수나
̇ ̇ 있을까요
̇ ̇ ̇ ̇ .), 그
있습니다. 아니, 법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 현실적으로 E에게 계정을 팔았던 D를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A에게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A에게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 ̇ 민사상
̇ ̇ ̇ 또는
̇ ̇ 형사상
̇ ̇ ̇ 어떠한
̇ ̇ ̇ 책임도
̇ ̇ ̇ 지̇
하나인 위법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A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않으며, E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법적인 분쟁은 토씨 하나만 달라져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에서 위와 같
은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사건이 A와 E의 관계가 아니라
A와 B의 관계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A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였을지도 모를 몇몇 못된 독자들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온라인 게임 계정의
̇ ̇ ̇ ̇ 보호받기
̇ ̇ ̇ ̇ 어려운
̇ ̇ ̇ 행위
̇ ̇ 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
매매 행위가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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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험한
̇ ̇ ̇ 행위이므로
̇ ̇ ̇ ̇ ̇ 하지
̇ ̇ 말라는
̇ ̇ ̇ 것̇ 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
는 이유는 악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니다.

게임 계정 거래가 법적으로 합법이니 불법이니의 논쟁을 떠나서, 금전적 손실의 문제를 떠
나서, 최소한 계정 거래 행위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험하게 되는 행위임을 인식한다면, 게임
계정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웬만하면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지 말 것. 또한 타인의 계정 정보는 알려고도 하지
말 것. 혹시라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패스워드 변경을 요구할 것.
■ 계정 매매는 절대로 하지 말 것. 보안상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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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사용 자제

게임을 즐기다 보면 이래저래 불편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게임제작자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기획을 합니다만,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쉽고 편하게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고, 이를 “참지 못한” 일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보완해 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제작자 스스로를 위해서만 사
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게임 사용자 일반에게 공개되어 널리 이용되곤 합니다. 지
금까지의 마비노기 6년 역사에서, 이렇게 이름을 남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비노
기 툴박스”, “멀티노기” 등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프로그램들로부터, 최근에 등장하여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볼드모트도 아니면서 거의 모든 이용자에게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그것”처럼 되어버린 “노기노기”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네요.

일반 이용자들에게 있어서도, 최소한 게임의 밸런스를 해치는 프
로그램들(예: 마비노기 초기에 있었던, 수제 천옷의 마감을 대신 찍
어 속칭 “방탄옷”을 만들어주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사용이 게임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게임의 정해진 룰을 무
너뜨려 게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게임의 밸런스에 영향을 끼
치는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의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넥슨의 서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다가, 단지 게
임을 조금 더 편리하게 즐기기 위한 도구와 같다는 점 때문이지요.
이러한 논란은, 제3사 프로그램들(도우미 프로그램들)의 사용을 게
임 밸런스와 유용성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논란입

그림 21.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중.
무기의 세부 내구력이나, 무기
의 파트별 색상 코드 등이 나
타나고 있습니다.

니다. 논의의 초점을 잘못 잡은 것이죠.

일단, 이런 부류의 프로그램들은 잠재적으로 보안상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런 프로그램들은 마비노기 클라이언트의 실행 중간에 깊숙이 끼어들어 일정한 행위를 하고 있
습니다. 출력 결과를 조작하여 좀 더 정확한 수치를 보여준다던가, 던전에서 보이지 않아야
할 부분의 지도를 출력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행위를 하게 되죠. 즉, 마비노기 클라이언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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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에
의해 수집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개적인 마비노기 제3사 프로그램의 시초라고 할 만한 “마비
노기 툴박스”의 경우, 일정한 명령어를 대화창에 입력하면 그 명령어 대신 일정한 정보를 대
화창에 출력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챈트 이름을 입력하면 그 인챈트 이
름 대신 그 인챈트의 효과를 출력해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
능할까요?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 입력한 데이터는 마비노기 클라이언트를 거쳐 마비노기 서
버로 전송되는데,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과 마비노기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마비노기 툴박스가
키보드 입력 내용을 가로챈 후 (그것이 마비노기 툴박스의 명령어라면) 미리 정해진 내용으로
바꿔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마비노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은 내
용이 실제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에서 온 것인지,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바꿔친 것인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은 그대로 마비노기 서버로 전송할 뿐입니다.

즉, 마비노기 클라이언트와 연동하여 돌아가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마비노기의 입·출력을 중
간에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한데, 문제는 이러한 입력 행위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중간에서 저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을
키 로깅이라고 한다는 것, 앞에서 본 일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사용자의 로그인 입력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챌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가로챈 데이터를 사용자 몰래 인터넷을 통해 특정한
곳으로 전송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그 이후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
다.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프로그램들은 마비노기와 함께 돌
아가는 보안 모듈인 안랩 핵쉴드(AhnLab HackShield)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실행이 막히게
마련입니다. 아예 클라이언트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핵쉴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고 마비노기 클라이언트에는 이 프로그
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핵쉴드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보
안성 부분이 상당 부분 무력화되어, 다른 악성 코드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원래는 존재하지 않던 보안 취약점이
새로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은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마비노기 클라이언트가 아닌, 상대적으로 분석이 더
쉬울 수 있는 이런 도우미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후 그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타겟형 악성코드가 등장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과거 마비노기 툴박스처럼 안 쓰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많은 사람들
이 사용하게 된다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52

여러 가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것이 현실인지
라, 이런 게임 이용자를 노리는 검은 손길도 있습니다. 도우미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악성코드
를 삽입한 후 재배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된다
면 그 다음에 일어날 상황은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겠다면, 절대로 불특정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공식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페이지가 있을
것이므로, 그 쪽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필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마뜩치가 않습니다만,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네요.)

이쯤해서 분명히 해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돌아다니는 이런 부류의 도우미 프로
̇ ̇ 프로그램이
̇ ̇ ̇ ̇ ̇ 해킹
̇ ̇ 툴이라고
̇ ̇ ̇ ̇ 단정
̇ ̇
그램들이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이런
̇ ̇ ̇ 이야기를
̇ ̇ ̇ ̇ 하고
̇ ̇ 있는
̇ ̇ 것이
̇ ̇ 아닙니다
̇ ̇ ̇ ̇ .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하시는 분들은 (물
적으로
론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그를 통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는 다른 사람들
도 조금이나마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배포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잠재적으
로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게임 이용자들이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사용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도우미 프로그램들 중에는 마비노기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마비노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건드리지
않는 종류의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프로그램들과 이 논의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마비노기 유저를 그 배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 정도는 기울이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제3사 프로그램(Third-Party Application)은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군
요.) 이는 약관을 통한 넥슨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행위가 소중
한 개인정보를 위험 속에 방치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3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클라이언트의 실행에 관여하는 여러 도우미 프로그램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굳이 사용해야 하겠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직접
업로드하는 공식 배포 페이지를 통하여 구하여 사용한다. 단, 사용에 있어서 발생
하는 책임은 스스로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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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과 방화벽 프로그램

제
제 33 장
장
악성
악성 코드
코드 퇴치
퇴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과 방화벽
방화벽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3장에서는 개인 사용자에게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보안의 알파와 오메가
라고도 할 수 있을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과,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허전한 부분을 메워 줄 방화벽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룹니다. 앞에서 다룬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주요 내용에 진입해 봅시다.
지난 장들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좀 더 주의 깊게, 앞의 내
용들을 되새겨가면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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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

제1장과 제2장에서, 본의 아니게 악성 코드 이야기를 꽤 많이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제1장의 말미에서, 가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했었는데, 사실 꽤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없으리라 믿기는 합니다만,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서 악성 코드 내지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지식 자체가 없는 분이 있
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컴퓨터를 처음 접하던 1990년대 초반과는 분위기가 달라
서, 악성 코드도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
라 할 것입니다. 그 당시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는 메시지를 보고 디스켓 소
독한답시고 알코올에 집어넣는 일이 진짜로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이 절에서는 앞에서는 서로 양해하고 넘어갔던, 그 악성 코드와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길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등 너머로 패스워드를 훔쳐내거나, 아는 사람
에 의해서 계정이 털리는 일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거의 모두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이라
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
라 생각합니다.

(1)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잡아먹는 이야기
-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개념과 원리 -

“악성코드”란 무엇인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지금까
지 “악성코드”라는 명칭을 쉽게 쉽게 써 왔는데, 도대체 악성코드란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일까요? 일단 뭔가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은 이미 약속한 사실이고, 이름
에서 “악성(惡性)”이라고 했으니 뭔가 안 좋은 짓을 하는 녀석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
로 그 개념을 찾다 보면 정말 애매모호하기 그지없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속
칭 “나쁜 짓”을 하는 프로그램은 다 악성코드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사실 “무엇이 악성코드인가?” 라는 문제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난감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
다. 통일된 기준이 없다 보니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 제작 업체마다 제각각의 기준을 제시
하고, 이에 따라서 각자 제각각의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악성코드로 진단하는 것을, 저 업체에서는 정상적인 파일로 진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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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녀석의
̇ ̇ ̇ 통일된
̇ ̇ ̇ 개념정
̇ ̇ ̇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즉,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악성코드라는
̇ ̇ 없다
̇ ̇ 는 것입니다. 왜? 이제부터 시작되는 악성코드 이야기는 사실 일반 이용자의 입장에
의가
서는 큰 의미 없는 이야기이지만, 지금까지의 악성코드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도대체 악성코
드란 어떤 녀석들인가에 대한 “감”을 잡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그냥 마음 편하게 읽어 보십시
오.

일단, 우리나라에서 악성코드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한 것은 2000년 이후인 것으로 생각됩니
다. (제가 들어본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영어권에서 쓰이는 Malware를 번역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악성코드라는 용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허
나, Malware라는 용어는 이미 훨씬 전부터 존재하던 용어였습니다.

참고로, Malware 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1990년 이스라엘 라대(Yisrael Radai) 라고 합니
다. (안철수연구소 시큐리티 레터 350호[2010년 10월 14일] 차민석 연구원의 기고문 참조.) 도스 시절 참
많이도 우리를 괴롭혔던 컴퓨터 바이러스, 예루살렘 바이러스(Jerusalem Virus) 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죠.
즉, Malware 라는 용어의 역사는 국내의 “악성코드”라는 용어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소위 악성코드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
니다. PC의 운영체제로 DOS가 쓰이던 시절에도 이런 악성코드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 프로그
램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맹위를 떨치던 악성코드의 유형은 속칭 “컴퓨터 바
이러스(Computer Virus)” 라고 하는 유형의 악성코드들이었습니다. 실행 가능한 파일(또는
디스크의 부트 영역)의 일부에 자기 자신을 복사하여 감염시키고, 그 프로그램(디스크)이 실행
되면 컴퓨터 바이러스 자신이 독립적으로 RAM의 일부를 점령하고 앉아, 감염되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때마다 자기 자신을 계속 감염시켜 나가는 식이었죠. 그 모습이 마치 생
물학적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 같다 하여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불렀는데, 앞에서 등장한
그 디스켓을 알코올 속에 집어넣는 희극도, 이런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봐
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바이러스 백신” 또는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잔재가 지금도 남아서, 현재
의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가리켜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
여)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현재 안철수연구소의 V3 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첫 글자 V가 백
신(Vaccine)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아마 1990년대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은 분은 잘 모르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당시에 악성 코드의 유형으로 오로지 “컴퓨터 바이러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
다.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Trojan Horse)”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은 자기 복제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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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데다, 다른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서 일단 실행되는 순간 1회적인 파괴 행위(디
스크를 포맷한다던가)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함께 날아가
죠.)이었거든요. 게다가 컴퓨터 바이러스의 치료는, 실제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기생해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본체를 제거하여 원래의 파일로 복구하는, 인간으로 따지자면 수술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었지만,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냥 그 프로그램을 지워버리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굳이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녀석의 도움을 받을 만한 일도 아
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 자체가 적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악성코드 하면 최소한 PC 레벨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였고, 따라서 악성코드
(Malware)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복제하
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컴퓨터 바이러스와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의 두 가지 분류
로 악성코드를 분류하는 분류법이 - 최소한 우리 나라에서는 -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윈도우즈 2000이 등
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하는데, 기본적으로 서버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NT커널(윈도우즈 NT에
서 채용된, 기존 윈도우즈 95/98계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커널입
니다. NT커널에 대한 이야기는 제6장 제1절에서 운영체제의 변천사
를 다루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을 채용하고 있는 윈도우 2000의

커널(Kernel)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의하면,
커널이란

the

특성상, 특정 프로그램에 기생하고 있다가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메모리 영역에 자리 잡는 형태의 전형적인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경

systems. 이라고 되어 있습

로가 NT커널의 보안성 때문에 거의 막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니다. 즉, 운영체제의 가장

전통적인 의미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의 중간

방식으로 실행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윈
도우즈 XP 및 그 이후의 운영체제 모두, 기본적으로 NT커널 기반입
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모뎀과 전화선을 이용해서 PC통신이나 하
고 있던 환경에서, 갑자기 ADSL등 전용선이 등장하고, 인터넷(웹)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급속하게 조성되면서, 기존의 PC환

computer

of

central

component

(most)
operating

핵심되는 부분으로써, 응용
에서 이들을 연결해주고 응
용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
도록 하는 운영체제의 구성
부분입니다. 즉 운영체제에
있어서 두뇌와 같은 부분이
네요. 그냥 쉽게 쉽게 이해하
고 넘어가세요.

경에서는 문제될 이유가 없었던 여러 가지 유형의 악성 코드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
용자 몰래 실행되면서 무언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스파이웨어
(Spyware)나, 사용자는 원하지도 않는데 시도 때도 없이 광고창을 띄우고 앉아 있는 애드웨
어(Adware),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훔쳐서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키 로거(Keylogger)에, 전
통적으로 서버 급 대형 컴퓨터의 전유물이었던 웜(Worm)도 NT커널과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
어 PC급에서 활개치기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이미 있었던 녀석인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
(Trojan Horse) 역시 악성코드계의 주류를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공격을 위해 인터넷
을 향한 일종의 뒷문을 컴퓨터에 열어 놓고 기다리는 백도어(Backdoor)류의 악성코드들도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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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즈의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된 보안 허점들에 기대어 번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악성코드 유형들이 한꺼번에 PC계에 등장하면서(이런 PC계의 슈렉이들!), 기존의 컴퓨터 바이
러스/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의 이분법적 정의도 상당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집합용어가 필요해졌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던 Malware를 번역한
“악성코드”라는 “뭉뚱그려진” 용어가 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항목의 앞부분에서 잠시 인용한 바 있는 안철수연구소 차민석 연구원의 글은 “악성코드”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내에 악성코드라는 용어가 나타
난 과정은 조금 더 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악성코드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맞서는 백신 프로그램 업계도 컴퓨터 바이러
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악성코드들의 사냥에 나서게 되었고, 더 이상 “바이러스 백신”
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진 이 녀석들을, 새로운 용어에 맞추어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이라
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애초에 악성코드라는 정의가 굉장히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보니,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 악성코드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끔 오해가 생기곤 합니
다. 예를 들어, 패키지 게임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칭
“트레이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키지 게임의 실행에
끼어들어 조작을 가하여 돈을 뻥튀기해준다거나, 유닛 생산 속
도를 빠르게 해준다거나 하는 녀석들 말입니다. 온라인 게임이
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혼자서 플레이하는 패키지
게임에서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를 쓰고
말고는 사용자의 선택 문제죠.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악성코
드로 진단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서는 특정한 부류의 트레
그림 22. 길드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글.
그러니까, 그거 악성코드 아니라니까.

이너를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으로 진단하여 삭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명백한 오진인데, 악성코

드 퇴치 프로그램 제작사의 정책에 의한다면 진단 대상인 악성코드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저도 한 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안철수연구소 측에 진단이의 관련 문의를 했었지만, 악성코드 정
책상 진단하는 것으로써 오진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트레이너 등의 프로그램을 안심하고 써도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안전이
보장된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실제 유명 게임의 트레이너를 가장한 (혹은 트레이너 속에 몰래
숨어 있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진단 결과를 받아보고도 이것이 오
진인지, 아니면 실제로 트레이너를 가장한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인지 더욱 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다른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진단을 해 보거나, 트레이너 프로그램을 실행
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감시하는 등의 방법(실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테스트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
에, VMware 등 가상머신 하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을 동원하여 실제 이것이 악성코드인지 여부
를 검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의 확인 방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68~69페이지
에서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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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악성코드 진단 원리

길고 긴 악성코드의 역사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본론
으로 돌아와 봅시다. 생각해 보면,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란
녀석은 정말 편리한 녀석입니다. 내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들어와

있는지 검사하고, 또 검사한 결과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해줍니다. 또한, “실
시간 감시”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두면 알아서 각종 악성 코드가 침투하려는 것
을 막아주고, 또 악성 코드가 실행되려고 하면 미리 실행을 차단한 후 자동으로 삭제해 주기
도 합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다면,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은 도대체 무슨 수로 악성코드가 내 컴퓨터에 침입해 있
다는 사실을 아는 것일까요? 무언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듯하지만,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간단합니다. 각각의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은, 각각 자신만
의 악성코드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은 어떤 악성코드다.”라는 일대일 대응 데이터베이스겠지요. 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그와 일치하는 파일이 존재하는지, 실행되고 있는지, 혹은 실행되려 하는지를
검사하고, 또한 그런 파일이 실행되는지를 계속 감시합니다. 만약 자신의 악성코드 데이터베
이스 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나 다운로드 되려고 하는 경우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
고 실행 또는 다운로드가 계속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따지고 보면,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단조로운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현재 실행되는(또는 실행되려고 하는, 또는 현재 검
사하고 있는) 파일을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특별히 대단한 일이라기보다는, 단순 비교/대조 작업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은
만병통치약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만 띄워두면 모든 악
성코드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습
니다. 이것은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악성코드 진단 방법을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사실상 단순 비교/
대조 작업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
램의 악성 코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악성코드라면 철저히 잡아내고 차단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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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그러나 그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악성코드
라면 어떨까요?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를 악성코드라고 진단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실행을 차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수많은 악성
코드들을, 그 자신이 실행되고 있는 한 철저히 막아줍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전성은 그만큼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있지 않은 악성코드에
̇ ̇ 만들어진
̇ ̇ ̇ ̇
대해서는 철저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 ̇ 코드
̇ ̇ 퇴치
̇ ̇ 프로그램은
̇ ̇ ̇ ̇ ̇ 내일
̇ ̇ 등장할
̇ ̇ ̇ 새로운
̇ ̇ ̇ 악성
̇ ̇ 코드에
̇ ̇ ̇ 대해서
̇ ̇ ̇ 철저히
̇ ̇ ̇ 무기력한
̇ ̇ ̇ ̇ 것̇ 입니
악성
다. 이런 특성 때문에,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악평도 가능해지는 것
입니다. (원래는 경제학자들에게 하는 비난입니다만, 슬쩍 패러디 해봤습니다.)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은 마치 점쟁이와 같다. 지나간 일은 귀신같이 잘 맞추지만, 앞으
로의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올바른 이해

이 글을 읽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 글의 내용이 약간은 불편
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악성코드 퇴치 프
로그램에 대해서 깔아뭉개는 듯한 인상을 받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의도된 것입니다.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상한 환상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일같이 전 세계로부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악성 코드들이 만들어지
고 유포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수도 없이 양산되는
̇ ̇ ̇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알
악성 코드들을 스스로 진단하고 방어한다는 것은 불가능
려진 악성 코드들이 내 컴퓨터에 감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존재는 그야말로 가뭄 끝의 단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악성 코드 퇴치 프로
그램의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PC이용자에게 있어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은 보안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철저히 과거지향적인 것입니다. 즉, 과거에
이미 등장한 바 있는 악성 코드들은 대부분 잡아내고 치료해 주지만, 새로 등장하는 악성 코
드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처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은 절대로
만능이 아니고,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구멍이 참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위험
요소를 미리 예방하기보다는, 그 위험요소가 현실화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의 활동을 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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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그나마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어
디에서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를 그 수많은 악성코드들을,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제작사라
하여 모두 다 알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악성코드가 웬만큼 유포되기 이전
̇ ̇ ̇ ̇ 악성코드조차도
̇ ̇ ̇ ̇ ̇ ̇ ̇ 다̇ 막지
̇ ̇ 못할
̇ ̇ 수̇ 있는
̇ ̇ 것̇
에는 알 수 없을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 ̇ 악성코드
̇ ̇ ̇ ̇ 퇴치
̇ ̇ 프로그램의
̇ ̇ ̇ ̇ ̇ 숙명적인
̇ ̇ ̇ ̇ 한계점
̇ ̇ ̇ 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
이̇ 바로
히려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는 황당한 상황을 당하기 딱 좋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백신 프로그램만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은 백신 프로그램조차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이야기이지요. 백신 프로그램만으
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미래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스스로 감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말입니다.)

(3)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올바른 사용법

바로 앞에서, 우리는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왔습
니다. 비록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
만,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만큼 효과적으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프로그
램입니다. 그러나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느
니만 못한 결과를 빚게 되므로, “올바르게”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이하에서는, 앞 절의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올바로 사용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선택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문제
는 좋은 성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도 본 바 있지만, 그 성능이 극히 많이 떨어지는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나, 아예 악성 코드 퇴치 기능이 없는 가짜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들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속지 않으면서, 믿을 수 있는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선택 기준은 아마도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빠른 검색 속도, 정
확한 검사, 많은 수의 악성 코드 진단, 일정하고 짧은 주기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필자는 다양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들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하여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못하므로, 일단 필자가 한 번이라도 직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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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해본 적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
은 프로그램이라 하여 믿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들 중에는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
습니다. 무료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좋은 성능을 갖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므로, 비용을 지
불하고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구입할 사정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
용하시면 됩니다. (대개 무료 프로그램들은 그 회사의 유료 프로그램의 기능을 일부 제외하거
나 축소한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진단 및 치료 성능은 동일하지만, 부가적인 기능에서 차이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명

제작사

국/외

배포 사이트

V3 Lite

안철수연구소

국산

http://www.v3lite.com/

알약

이스트소프트

*국산

http://alyac.altools.co.kr/

네이버 백신

NHN

국산

http://security.naver.com/

Avast!
Home Edition

Avast Software

외산

http://www.avast.com/

Microsoft
Security
Essentials

마이크로소프트

외산

http://www.microsoft.com/security_essentials

표 1. 무료로 제공되는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들 및 그 배포 사이트

알약의 경우에는 BitDefender 진단/치료 모듈(외산)과 (구) PCZiggy 진단/치료 모듈(국산)을 통합한 것
입니다. PCZiggy를 제작하던 비전파워를 이스트소프트가 합병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이스트소프트 자체 엔
진(테라 엔진이라고 부르네요)과 BitDefender 엔진을 함께 사용한다고 적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네이
버 백신은 안철수연구소 V3 진단/치료 모듈(국산)과 하우리 바이로봇 진단/치료 모듈(국산)을 통합한 것입
니다. 과거에는 카스퍼스키 엔진(외산) + 하우리 바이로봇 엔진(국산) 의 구성이었습니다만, 카스퍼스키 랩
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안철수연구소 엔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름도 피씨그린에서 네이버 백신으로 변
경되었지요. (네이버가 전문보안회사가 아니어서 독자적인 악성코드 진단/치료 엔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
니,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군요. 사실,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 업체 중에서도 자체 기술력에 의한 악성 코
드 진단/치료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드디어 마이크로소프
트가 무료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인데, 기존의 강력한 업체들 사이에서 과연 어
느 정도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네요.

위에 소개된 프로그램 모두 일정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므로, 이들 중 개
인적인 선호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무료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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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상업용) 소프트웨어
유료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역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각각 장단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무래
도 돈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가급적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알아둘 것은, 악성코드 퇴치 프
로그램의 경우 계속 지원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1-2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지불
하고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품명

제작사

국/외

배포 사이트

V3 365

안철수연구소

국산

http://v3clinic.ahnlab.com/

바이로봇

하우리

국산

http://www.hauri.co.kr/

바이러스 체이서

SGA-구 뉴테크웨이브

국산

http://www.viruschaser.com/

Kaspersky Antivirus
제품군

Kaspersky Lab.

외산

http://www.kaspersky.com/
(국내) http://www.kaspersky.co.kr/

Norton Antivirus
제품군

Symantec

외산

http://www.symantec.com/
(국내) http://www.symantec.co.kr/

McAfee Antivirus
제품군

McAfee Inc.

외산

http://www.mcafee.com/
(국내) http://www.mcafee.com/kr/

Avast! Antivirus
제품군

Avast! Software

외산

http://www.avast.com/
(국내) http://www.avast.co.kr/

NOD32 제품군

ESET LLC

외산

http://www.eset.com/
(국내) http://www.nod32korea.com/

표 2. 유료로 판매되는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및 그 사이트. 외산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국내
유통사의 사이트를 함께 표기하였다.

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
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진단/치료 모듈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
니다. 앞에서 우리는,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은 자신의 데이터베이

스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악성코드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 바
가 있습니다. 즉,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생명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설치만 해두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그 이후에 만들어지고
발견된 악성코드에 대해서는 전혀 진단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런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은 있으나마나, 아니 (신뢰성이 바닥을 기게 된다는 점에서) 없느니만 못한 프로그램
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업용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불법적인 경로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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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무료 악성코드 퇴치 프로
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하라는 말의 의
미가,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악성코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라
는 의미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가 계속 제공되는 한 굳이 최신 버전을 새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
다. 예를 들어, 현재 V3 Internet Security 2007을 사용하고 있다면, 2012년 12월까지는 악성코드 데이터
베이스의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의 V3 365로 제품을 교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
니다. (물론 2013년 1월부터는 더 이상 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제품교환 또는 업그레
이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은 구 버전의 프로그램에 비해 진단/치료 성능
이 더 좋아지거나,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되는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을 원한다면 버전 업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다만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이용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으로 세상의 모든 악성 코드를 퇴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은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

램의 특성상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각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제작사는 새로운 악성코드가
등장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분석하여 자사의 진단/치료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추가하게 되므로, 이러한 악성 코드의 출현과 진단/치료의 간격이 짧은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
램 제작사일수록 더 많은 악성코드를 더 잘 진단할 수 있게 되겠지요.

보통의 개인 사용자가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으로 진단되지 않는 신종의 악성코드와 맞닥뜨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PC 통신 환경에서 해외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이러한 신종 악성 코드와 맞닥뜨릴 가능성은 극히 적었습
니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버린 현재에 있어서는, 어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한 구석에서 만들어진 악성코드가 전 세계를 순식간에 패닉 상태로 몰아넣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일̇
̇ ̇ ̇ ̇ ̇ 인터넷
̇ ̇ ̇ 서핑만으로
̇ ̇ ̇ ̇ ̇ 신종
̇ ̇ 악성코드와
̇ ̇ ̇ ̇ ̇ 맞닥뜨릴
̇ ̇ ̇ ̇ 가능성이
̇ ̇ ̇ ̇ 꽤̇ 된다
̇ ̇ 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반̇ 사용자들도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와레즈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거나, 크랙 및 시리얼 넘버 검색 사이
트를 자주 방문하는 사용자, 성인/음란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
다.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 속에 악성코드가 몰래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해킹 툴 또는 시리얼 넘버 생성
툴을 가장한 악성코드가 배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필자도 과거 몇몇 프로그램의 크랙/키젠 프로
그램이 악성 코드의 다운로더로서 작동하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필자가 유별난 것인지는 모르겠지
̇ ̇ 한̇ 건̇ 정도
̇ ̇ 꼬박꼬박
̇ ̇ ̇ ̇ , 기존의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으로 진단되지 않는 신종 악성
만, 필자는 거의 매년
코드 프로그램과 맞닥뜨리는군요. 올해도 무사히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언제
든지 이런 신종 악성 코드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위험은 우리 바로 곁에 항상 머무르고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마다 진단할 수 있는 악성코드의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철저한 방역을 위하여 한 컴퓨
터 내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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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사용방법
입니다. 특히 요즘 대부분의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시간 감시” 기능
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이론적으로 서로 충돌을 일으켜 시스
템을 먹통을 만들거나, 혹은 둘 다 무용지물이 되거나 하는 사태를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흔히 말하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nProtect 등)을 깔아대는 은행 등의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키보드가
먹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키 입력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컴퓨
터를 다시 껐다가 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들은 키보드 입력 중간에 끼어들어 다른 프로그램이 키보드 입력을 가로채지 못하도
록 가장 먼저 키보드 입력을 가로채려 합니다(키로거 등의 악성코드가 키보드 입력을 훔치지
못하도록 자신이 가져다가 안전하게 목적하는 프로그램에 전달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키보
드 보안 프로그램의 작동원리인데, 만약 두 개 이상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경우
이 두 프로그램이 서로가 먼저 키보드 입력을 가로채려 경쟁(racing)을 벌이면서(서로가 서로
의 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경쟁은 어느 한 쪽이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결
과적으로 키보드 입력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키보드 보안프
로그램간의 충돌이 발생한 것과 같네요. 두 개 이상의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
우에도 이와 유사한 경쟁 현상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가 먼저 실행 인터럽트를 가
로채려 할 테니까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 시스템 내에서는 1개의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만 실행하는 것이 좋
습니다. 굳이 여러 개를 사용하여야 하겠다면, 시스템 감시 기능은 그 중 가장 신뢰할 수 있
는 어느 하나만 켜놓고,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검사할 때에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 관한 남은 이야기들

이제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항에서는,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
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찬찬히 읽다 보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이야
기들입니다.

1) 특정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서만 악성코드로 진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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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어떤 파일이 “특정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서만 악성코
드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성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프로
그램이 오진을 하고 있을 가능성. 둘째는 그 악성코드의 변종을 원래의 진단명으로 진단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물론 드물게는, 그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만이 진단 가능한 새로운 종류
의 악성코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서 진단하는 진단명을 확인한 후, 해당 진단명과 같
은 악성코드를 다른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진단할 수 있는지 찾아봅니다. 만약 그 악성코
드를 진단할 수 있는 다른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악성코드로 진단한다면 (즉
두 종류 이상의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특정한 파일을 악성코드로 진단한다면) 그 파일이
악성코드일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제작사마다 같은 악성코드라도 그 진단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을 위해서는
사용하려는 다른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해당 악성코드를 어떤 진단명으로 진단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악성코드의 다른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진단명은, 그 프로그램이 좀 유명한 프로그램이라면
구글 등을 통해 검색해보면 대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그 악성코드를 진단할 수 있음에도 해당 파일을 악
성코드라고 진단하지 않는 경우, 특히 그 악성 코드를 진단 가능한 다른 악성코드 퇴치 프로
그램 3-4개 정도를 사용하여 검사해 보아도 해당 파일을 그 악성코드로 진단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대개 그 특정 프로그램의 오진으로 보면 됩니다.

오진은 어떤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
들이 한 번 이상 오진으로 인해 곤욕을 치룬 기억이 있을 정도입니다. 2011년만 해도, 3월에 V3 Lite 가
한 차례 오진으로 인해 대혼란을 일으킨 적이 있죠. 특정한 악성코드가 가지고 있는 패턴과 우연히 동일한
패턴을 가진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과거처럼 잘 해야 한
달에 몇 개 정도의 악성 코드가 발견되던 시대가 아니라, 하루에도 몇 백 개의 악성코드가 쏟아지는 시대입
니다. 오진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지요. 다만, 의사가 오진을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듯, 악성코드의
오진은 해당 사용자의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그 핵심 가치로 하는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에 있어서 오진률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 가능하면 0%를 달성해야 하는 난적입니
다.

그러나 드물게는 해당 악성코드의 변종을 그 프로그램에서만 진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하시되, 사용 후에 특정한 현상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
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는 것이 옳겠지
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새로운 종류의 악성코드로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각각
에 대한 설명은 제6장에서 일부 시도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일단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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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계속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심스러운 프로세스나 서비스 등의 생성
◽ 의심스러운 인터넷 접속
◽ 의심스러운 (실행가능) 파일의 생성
◽ 원인불분명한 오류의 발생
◽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또는 방화벽 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동작 오류
◽ 기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때의 특징적인 증상

참고로 필자의 경우,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진단은 하지 못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은 반드
시 별도의 확인을 거쳐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VMware 와 같은 가상머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격리된
시스템을 구축해 두고, 이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면서 혹시 인터넷에 접속하려 시도하지는 않는지,
어딘가로 데이터를 보내려 하지는 않는지, 이상한 파일을 특정한 위치에 만들지는 않는지, 시작 프로그램에
의심스러운 파일을 등록하지는 않는지 등을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특별한 이상 증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만 그 프로그램을 본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언
제나 악성코드인 것은 아닙니다. 이
런 경우에는 각자 이용하고 있는 악
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제작사를 통하
여 그것이 악성코드인지의 여부를 직
접 검증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경우 자체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악성

그림 23. 안철수연구소의 악성코드 신고 결과 회신 화면입니다. 필
자가 분석의뢰(신고)한 파일들이 악성코드가 맞으며, 2011년 6월
12일 정기 업데이트 엔진에서부터 이 악성코드의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드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파일을 제작사에 보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개는 의뢰 후 몇 시간에서 하루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 제작사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악성코드 프로그램 샘플을
수집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확인 요청을 하는 데에 전혀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를 의뢰한 프
로그램이 악성코드가 아니라고 하여 검사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니
이러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데, (또는 어떤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에서 이런 진단명으로 진단하는데) 당신
네 프로그램에서 악성코드라고 진단을 안 하더라. 의심스러우니 한번 확인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한
후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면 됩니다.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제작사의 입장에서도 만약 그것이 새로운 악성
코드라면 진단 가능한 악성코드를 하나 더 늘리게 되므로 좋은 일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프로그램의 악성
여부를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좋은 일이니, 피차 좋은 일입니다. 오히려, 의심스럽다면 적극
적으로 리포팅을 해 주는 것이 자신이 사용하는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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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위 인공지능 검사에 관한 소고(小考)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한계 - 자기가 알고 있는 악성코드만 진단할 수 있다 - 를 보
완하기 위해, 소위 “인공지능 검사”라는 녀석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 기술
은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떤 일반적인 규칙에 의하여 악성
코드의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코드를 내 시스템 안에서 검출해 준다는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등장하는 많은 악성 코드들은 레지스트리(Registry)의 실행 영역에 자
신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이 시작될 때마다 자신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레지스트
리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악성 코드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
나로써 “레지스트리의 실행 영역에 자신을 등록한다.” 라는 요소를 뽑아낼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잠재적으로 악성 코드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
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 프
로그램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사용자가 이를 판단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
도록 조언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검사라는 녀석들의 동작 방식은 대체로 이러한 것
입니다.

물론 제가 위에서 든 예는 아주 무개념한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레지스트리의 실행
영역에 등록한다고 하여 모두 악성코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면 아마도 난리가 나겠
죠. 실제로는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특징 있는 요소들마다 가중치를 두
고, 몇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경우에만 의심 프로그램으로 진단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수많은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 제작 회
사들이 서로 자기 모델이 우수하네 어쩌네 해가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 방법은, 새로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용자에게 미리 경고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진단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
니다. 단지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밖에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
용자에게는 오히려 혼란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으로서는
절대로 피하고픈 최대 난적, 오진을 야기하는 주범이 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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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유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계층이, 실상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해결할 능력
이 없거나 부족한 대부분의 평범한 컴퓨터 사용자라는 점 때문에, 이런 단점은 상당히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용자들에게, 오히려 이런 기능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악성코드를 잡기 전에 컴퓨터를 먼저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까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검사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이 기능을 기본적으로는 꺼 놓고,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옵션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일정 이상의
지식이 없고,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주는 정보를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없다면, 인공지
능 검사 기능은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연히 혼란만을 유
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 적당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꼭 사용할 것.
■ 악성 코드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를 꾸준히 할 것.
■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과신하지 말 것.
■ 두 개 이상의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혼용을 자제할 것.
■ 신종 악성코드가 의심되면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제작사에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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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화벽 프로그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 사용자가 방화벽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저 스스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개인 사용자용 방화벽 프
로그램을 사용해 왔고, 아울러 그 유용성을 주장해왔지만, 일반적인 개인 사용자들이 개인 방화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망설여지는 측면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방화벽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쪽으로 환경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인터넷뱅킹 등의 과정에 ActiveX 형식의 방화벽 프로그램이 도입되
고, 윈도우즈 자체에도 기본적인 방화벽이 제공되면서 일반인들의 방화벽에 대한 인지도도 꽤 높아지지 않
았나 싶습니다. 이 절에서는 이런 방화벽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1) 왜 방화벽 프로그램인가?

지난 절에서,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은 자신이 알고 있는 악성코
드만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아니라, 악성코드 퇴
치 프로그램의 속성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하더라
도, 항상 구멍은 남게 마련입니다. 지금처럼 보안의 잠재적 위협의 대상이 전 세계가 되어버
린 상황에서는, 아무리 일개 회사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100퍼센트 차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적이라는 자들이 그야말로 온라인 게임의 무덤이라 할
만한 중국과 대만이니, 이건 어찌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는 수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
성코드 퇴치 프로그램과 함께, 그 역할을 보조해 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
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즉, 악성
코드에 의해 해킹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 번 들여다보자는 것이지요. 공격이 이루어지는 전
체 과정을 조감함으로써, 문제의 해답에 관한 힌트를 얻어 보도록 합시다.

(1) 무슨 수를 쓰든, 악성코드(여기서는 키 로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는
다운로더,

혹은 악성코드 프로그램 자체가 각 개인의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야 합니다. 공용 컴퓨터라면 사람이 직접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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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라면 사용자의 실수나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안 허점을 악용하
여 다운로드 되어 설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설치된 것이 다운로더라면,
이것이 실행되면서 특정한 사이트로부터 악성코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운
로드되어 설치됩니다.
⇩
(2) 목표하는 프로그램(마비노기 클라이언트)이 실행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
론 목표 프로그램이 없는 일반적 키로거의 경우에는 설치 즉시 사용자의 키
입력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목표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됨과 동시에, 사용자
의 키 입력을 또한 기록합니다.
⇩
(3) 기록한 키 기록을 인터넷상의 공개 메일전송 서버(SMTP 서버) 나 기타의
방법(IRC 등)을 이용하여 지정된 곳으로 전송합니다.
⇩
(4) 전송된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공격자가 실제 행동에 돌입합니다.

마비노기 서버에 대한 공격이 아닌,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은 대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감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는 어느 부분을 틀어막으면 될까요?

보통 (1)~(2)단계 정도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일입니다. 자
기가 알고 있는 악성코드가 다운로드 되거나 실행되려고 할 때, 시스템 감시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차단, 무력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악성 코드가 아니라면, 이 단계
에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 알고 계십
니다.

그리고 (4)의 단계에까지 와 버리면 너무 늦습니다. 새나간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공격자가
실제 행동을 개시할 때까지의 간격이 대부분 상당히 좁을 것이기 때문에, 정보가 새나간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소 잃고 난 후 외양간 고치
는 격이 될 공산이 크죠.

그렇다면, 예방 내지 사후대책, 즉 (1)의 단계에서 좀 더 원천적으로 악성 코드의 접근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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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거나, (3)의 단계에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가 특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
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방화벽(Firewall) 프로그램입니다.

(2) 방화벽 프로그램은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렇다면 방화벽 프로그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컴퓨터는 인터넷과 직접 연결됩니다. 네트워크 어댑터(흔히 말하는 “랜 카드”)를 거쳐서 바로
인터넷으로 정보가 나가고, 인터넷으로부터 네트워크 어댑터를 거쳐서 바로 내 컴퓨터로 정보
가 들어옵니다. 중간에서 이 정보들을 필터링해 줄 무언가가 전혀 없습니다. 컴퓨터와 네트워
크 어댑터 사이에서, 드나드는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제어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좀 더 확
실한 보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방화벽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 컴퓨터는 인터넷과 직접 연결되
며, 직접 통신합니다. 그러나 방화벽 프로그램이 동작하
고 있는 경우, 컴퓨터와 인터넷 사이에 방화벽이 자리
잡고, 모든 내·외부 인터넷 접속을 간섭하여 그 접속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합니다. 결국, 다운로더 프로그램
이 무언가를 열심히 다운로드 받으려 해도 방화벽에서
차단해버리면 상황 종료, 키로거 악성코드가 열심히 이
용자의 계정정보를 수집해도 이 수집한 내용을 외부로
빼돌릴 수 없다면 역시 상황 종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화벽 기능은 굳이 해킹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
반적인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반드시 사용이 권장되는 프
로그램입니다.

원래 방화벽은 서버급 시스템에서 사용되던 보안 도구입니다.
그림 24. 방화벽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

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 개인용 컴퓨터 레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은 그리 오래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용 컴퓨
터에서 마음껏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 시기가 그리 오래 되

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방화벽이라는 녀석의 역할이 네트워크의 드나드는 데이터를 감시하는 것
이다 보니,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좀 더 제대로(효율적으로) 방화벽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제대로 된 지식은 없지만, 그럭저
럭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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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과 관련하여 공유기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공유기를 사용한다면
방화벽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말이지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공유기에
물려 있는 컴퓨터들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이 말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기로 연결된 컴퓨터의 경우, 위에서 그려놓은 도해의 "방화벽" 부분에 "공유기" 가 들어
가는 모습을 띱니다. 즉, 공유기와 함께 구성된 네트워크는 마치 방화벽으로 막혀 있는 네트워
크와 유사한 모습이 됩니다. 공유기 안쪽에서는, 모든 컴퓨터가 내부 IP로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연결은 공유기를 통하여 밖으로 드나들게 되며, 외부에 나타나는 IP는 개별 컴퓨터가 아
닌 공유기에 할당이 됩니다. 따라서 공유기 바깥쪽에서는 공유기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로 접속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외부 접속에 사용되는 IP주소와 내 컴
퓨터가 공유기 안쪽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IP주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연결 자
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P2P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공유기 안쪽에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서버로 쓸 수 없다는 등의 메시지를 한두 번 정도는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공유기의 특성 때문입니다. (방화벽 뒤에 있더라도 외부 접속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공유기들은 DMZ 설정, 또는 포트포워드 설정 등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몇몇 공유기 회사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몇몇 프로그램들을 위하여 전용
설정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나갈 수는 있으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는 없다는
점 때문에 공유기의 사용은 보안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기를 이용한 보안은, 우리의 보안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점
이 있습니다. 일단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에서 내부로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합니다(윈도우즈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원격 코드 실행 등으로
악성코드가 다운로드 되는 경우는 제외). 그러나 일단 내 컴퓨터에 무언가가 설치가 되면,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데이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기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
습니다. 즉 일단 수집된 개인 정보가 컴퓨터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런 보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보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죠.) 따라서 일반적인 경
우라면 공유기 뒤편에 있는 컴퓨터에서 방화벽을 꺼놓아도 괜찮다는 것은 옳은 지적이지만, 게
임계정의 보안을 위해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명제를 옳다고 말하기
는 곤란합니다. 다만 공유기의 사용이 보안상 상당히 괜찮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은 틀리
지 않습니다.

(3) 방화벽 프로그램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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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용 방화벽 프로그램은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라고 한다면,
방화벽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상당히 복잡한 설정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방화벽이라는 도구가 그렇게 쉬운 도구가 아닙니다. 아무리 PC에
사용하도록 구현되었다고는 하지만, 원래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
라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프로그램을 소
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산의 독립된 방화벽 프로그램은 제가 찾아본 범위
내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아서, 소개할 만한 프로그램은 전부 다 외산 소프트웨어네요. (언어의
장벽이 있는데다, 설정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상용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라면, 자신이 사용 중인 악성 코드 퇴치 프
로그램이 방화벽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만약 지원한다면) 이 쪽이 더 쉽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국산 소프
트웨어 중에서는 V3 365나 V3 Internet Security 7.0/8.0, 바이로봇 Internet Security
2011 등이 악성코드 퇴치 이외에 자체 방화벽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무료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방화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쉽지만 없습니
다. 예전에 안철수연구소에서 무료로 배포했던 “빛자루 데스크톱”에 방화벽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지만, 이
제품은 현재 지원이 중단되었고, 그 후속 버전으로 등장한 V3 Lite에는 방화벽 기능이 없습니다.

외산 소프트웨어의 경우, 대개 방화벽 기능이 내장된 고급형 버전과, 방화벽 기능이 없이
악성코드 퇴치 기능만 있는 일반형 버전이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
면, 카스퍼스키의 경우 악성코드 퇴치 기능 이외에 방화벽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카스퍼스
키 인터넷 시큐리티와, 악성코드 퇴치 기능만 있는 카스퍼스키 안티바이러스로 분리되어 판매
되고 있습니다.

국내산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인 하우리의 바이로봇의 경우에도, 외산 악성코드 퇴치프로그램과 같이
방화벽 기능이 있는 IS 버전과, 방화벽 기능이 없는 Desktop 버전을 분리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윈도우즈 XP 서비스팩 2 이상, 윈도우 비스타 및 윈도우 7을 사용하는 경우, 윈도우
즈 자체적으로도 방화벽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윈도우 비스타 이상의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화벽 프로그램의 설정을 조금 손보는 것만
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한숨.) 다만 윈도우즈
XP 서비스팩 2 이상(서비스팩 3도 동일)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 방화벽의 경우 약간 애매한데,
그것은 이 방화벽에 요구성능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방화벽 프로그램은 들어오
는 패킷과 나가는 패킷을 모두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윈도우즈 XP 서비스팩 2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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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도입된 이 방화벽은 들어오는 패킷은
감시하지만, 나가는 패킷은 감시하지 않습
니다. 즉 단방향성 방화벽(반쪽짜리 방화벽)
인 셈입니다. 저 위에서 본 바 있는, 공유기
의 부가적 보안 효과와 같은 상태네요.

전문용어로는 인바운드[Inbound] 연결은 감시
하지만, 아웃바운드[Outbound] 연결은 감시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윈도우 비스타 및 윈도우 7의 기본 방화
벽은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연결을 모두 감

그림 25. 윈도우 7에서 제공되는 기본 방화벽의 기본 설
정.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아웃바운드 연결이 허용됩니
다.” 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할 수 있도록 기능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도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기본
설정에서는 역시나 인바운드 연결만을 감시하고 차단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를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연결까지 감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설정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방화벽 프로그램들이 기본 설정을 이와 같이 인바운드 연결만 감시하도록 만들어두는 이유
는,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보안 위협을 상정하여 만들어진 것이 방화벽인 만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
바운드 연결만을 감시/차단하더라도 원래 요구되는 보안성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악성코드가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는 형태의 공격은 애초에 내부로 그런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
록 철저히 막으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혹시 있을지 모를 악성코드의 공격 결과까지 무효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아웃바운드 연결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사용할 수 없거나 좀 더 나은 성능의 방화벽을 사용하고 싶다면,
외산의 전문 방화벽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업데이트 되어 온 전
통 있는 프로그램들로서, 원래 상용 소프트웨어이지만 몇몇 기능을 제외하여 개인용 무료 소
프트웨어로 배포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제품명

제작사

배포 사이트

ZoneAlarm Free Firewall

CheckPoint Software

http://www.zonealarm.com/

Comodo Firewall
for Windows

Comodo
Security Solution

http://personalfirewall.comodo.com/

PC Tools Firewall Plus

PC Tools

http://www.pctools.com/firewall/

표 3. 무료로 제공되는 전문 방화벽 프로그램과 그 배포 사이트

단, 위에 소개한 방화벽 제품들 중 일부 제품들의 경우 안티바이러스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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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이 있습니다. 다른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방화벽 기능만으로 구성
된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참고

Ahnlab
Ahnlab Online
Online Security
Security 부속
부속 방화벽
방화벽 사용하기
사용하기 ………………………………………
………………………………………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ActiveX 형태로 동작하죠) 중에서 방화벽 기능을 제공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안철수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Ahnlab
Online Security 의 경우, 넥슨닷컴과 마비노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마
비노기 이용자가 접근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프로그램에
부속되어 있는 방화벽을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 이 프로그램은 넥슨닷컴/마비노기 웹과 연동하여 실행되는 ActiveX 프로그램이기 때문
에, 마비노기/넥슨닷컴 홈페이지가 닫히는 순간 자동으로 실행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넥슨닷컴/마비노기 홈페이지를 계속 열어놓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
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 먼저 확인하도록 합니다.

(1) 일단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비노기 홈페이지나 넥
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폼 아래의 “(넥슨닷컴) 개인방화벽 실행”
을 클릭하면 됩니다. 팝업창으로 설명이 뜨는데, 팝업창 하단의
“설치함”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미 이전에 설치한 적이 있다면
팝업창이 닫히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설치되지 않았다면 설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림 26. 개인방화벽
실행 체크박스를 클릭
한다.

※ Ahnlab Online Security 모듈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모듈입니다.
따라서

꼭

넥슨닷컴/마비노기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홈페이지(예-제일은행

http://v3.scfirstbank.com/)를 통하여 이를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2) 만약 처음 실행한 것이라
면, 팝업창의 상단에 전에
이미 보아 익숙한 ActiveX
설치 차단 메시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단에

출력될

것입니다. 메시지를 클릭한

그림 27. Ahnlab Online Security ActiveX 설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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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ActiveX 컨트롤 설치”를 클릭해 주면 팝업창 페이지가 리프레시되면서 Ahnlab
Online Security 설치 허용 여부를 묻는 ActiveX 설치 허용 확인 창이 뜹니다. “설치”
버튼을 눌러줍니다. (안전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클릭하는 것입
니다. 웹 사이트에서 만나는 이런 ActiveX에 마구 설치 허용을 눌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3) 실행 중 표시가 뜨고, 잠시 후 트레이
위에 현재 실행 상태를 표시하는 창이 나
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트레이에는
실행 중임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출력됩니
다.
그림 28. Ahnlab Online Security 실행 완료.

※ 이 상태에서 익스플로러 실행이 종료되면, 하단의 트레이 아이콘이 없어지면서 방화벽의
실행이 종료됩니다.

설치 및 실행이 완료되면 자신에게 맞도록 방화벽 설정을 수정해 줍니다. 이하의 설정은 절
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1) 트레이의 Ahnlab Online Security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
이 메뉴가 출력됩니다. "방화벽 설정"을 클릭합니
다.
그림 29. “방화벽 설정” 선택.

(2) 방화벽 설정 프로그램이 실
행된 모습입니다. 이제 막 실
행하였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
램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다음과 같이 각각의 항목을
설정해 줍니다.

▪ “프로그램 규칙” 탭 아래의
“파일 고유 정보 확인” 항목
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선택
해줍니다. 이 기능은 이미 프
로그램 규칙에 등록된 프로그
램이라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그림 30. 방화벽 설정이 실행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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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데이트 되는 등 등록 당시와 변경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의 인터넷 접속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묻도록 하는 것입니다.

▪ ”보안 수준” 탭을 클릭합니다. 보안 수준은 처음 값인 “보통” 정도로 해 두면 됩니다. 다
만 그 아래의 “예외 규칙 사용하기” 항목은 체크박스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 항목은 앞
에서 설명한 단방향성 방화벽(인바운드 연결만 감시)으로 방화벽을 동작하게 하는 옵션입
니다. 우리는 양방향성 방화벽을 원하기 때문에 이 체크 표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 “네트워크 규칙” 탭의 “포트 규칙”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트에 대해서 미리 허용
규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개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포트들입니다만, 이 포트
의 사용도 통제 하에 두고 싶다면 이를 모두 삭제해줍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모두 삭제하
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모두 설정이 끝났으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려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방화벽
은 오른쪽 화면 같이 확인 창을 띄우면서 접속 허용 여
부를 물어올 것입니다. [허용]을 클릭하면 이 프로그램
의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면서, 자동으로 인터넷 접속
허용 목록에 이 프로그램을 등록합니다. 반대로 [차단]
을 클릭하면 이 프로그램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면서,
자동으로 인터넷 접속 차단 목록에 이 프로그램을 등록
합니다.

그림 31. 인터넷에 연결을 허용할지 여부
를 물어보는 팝업 창.

간편한 사용을 위해 첫 허용/차단을 바로 리스트에 등록하도록 만든 듯합니다. 만약 이후에 설정
을 변경하여야 한다면 방화벽 설정의 허용/차단 프로그램 목록을 수정하여 허용-차단 여부를 변경
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 줄을 삭제한 후 그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다시 허용/차단
여부를 물어오므로 알맞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단, 사용의 편의를 위해 (너무 자주 팝업창이 뜨는 것을 막기 위해) 유효한 디지털 서명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 실행 시 자동으로 허용 목록에
등록하므로, 이런 프로그램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싶다면 첫 실행 이전에 수동으로 차단
목록에 프로그램을 올려놓은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추
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프로그램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
다. (위에서 소개한 바 있는 외산 방화벽 프로그램 중 PC Tools Firewall Plus 의 경우에는
이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도록 별도의 설정 메뉴가 존재합니다.)

기능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간단한 방화벽이지만, 넥슨닷컴/마비노기에서 제공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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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벽이기도 하고, 일반 사용자가 그리 어렵지 않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화벽이기 때문
에 소개하였습니다. 단, 처음에 미리 이야기했듯이, ActiveX 방식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어
서 넥슨/마비노기 홈페이지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닫으면 자동으로 방화벽이 꺼져 버리는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작업 표시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보기 싫거나, 실수나 인터넷 익
스플로러 오류로 인해 넥슨닷컴/마비노기 홈페이지 창이 닫히는 것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을
트레이

아이콘으로

최소화해

주는

프로그램(예를

들면

TrayEverything 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넥슨닷컴/
마비노기 홈페이지가 실행 중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트레이로 내려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을 권
장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상 편의를 위해서 고려할 수

그림 32. TrayEverything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마비노기 홈페이지가 열
려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트
레이로 숨긴 화면.

는 있는 선택입니다.

TrayEverything 프로그램은 http://www.winapizone.net/software/trayeverything/ 에서 다운
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4) 방화벽 프로그램 사용 시 알아둘 사항들

방화벽을 사용하게 되면, 방화벽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무리 방화벽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부팅되는 그 순간 - 즉, 방화벽이 아
직 활성화되지 않은 순간 - 에는 컴퓨터의 방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좀 지나친 가정
이지만, 방화벽보다 해킹 툴이 먼저 실행되어 재빨리 데이터를 내보내 버린다면 문제가 되겠
지요. 물론 요즘 방화벽들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위 “부트 타임 방화벽”이라 하여 이
부분까지도 기능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방화벽이
설치된 시스템에서 모든 인터넷 연결은 방화벽을 거쳐서 이루어지므로, 모든 인터넷 연결 설
정을 방화벽으로 맞춰 놓으면, 방화벽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그 연결 통로를 열어주기 이전에
는 어떤 프로그램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부트 타임 방화벽이 설정된 상
태에서, 방화벽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웹브라우저를 열고 주소 창에 주소를 입력해 보면,
마치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처럼 연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을 너무 믿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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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화벽이 인터넷 연결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형태로 동작하는 그 동작 원리상, 방화벽
없이 사용할 때보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즉, 게임 중 랙 발생이 방화벽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 점은 감수하여야 할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비노기 클라이언트의 동작 모형 때문에, 방화벽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다른 게임보다 방화벽으로 인한
랙 발생 등 불편함이 좀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MTU값 수정 정도로 게임 수행 성능이 비약적으
로 향상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마비노기 클라이언트가 서버측과 작은 크기이지만 많은 수의 패킷을
주고받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서버와의 교신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방화벽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겠지요?)

일부 악성 코드들은 알려진 방화벽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좋은 예로 지난 2006년에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MabiHack.xxxxx (SERCIVES.EXE)
류의 프로그램들은 바이러스 체이서의 정상적인 시스템 감시를 강제 종료시키거나, 안철수연
구소의 방화벽 프로그램의 실행을 방해하는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최근
에 발견된 많은 악성코드들은 알려진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나 방화벽 프로그램의 동작을
방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나 방화벽 프로그램의
강제(비정상) 종료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어떤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
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절한 방화벽 프로그램을 하나 사용할 것. 만약 자신의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
이 방화벽 기능을 지원한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인터넷 속도가 다소 느려
질 수 있음은 알아둘 것.
■ 방화벽의 설정에 따라 초기에는 매우 많은 팝업창을 볼 수도 있으나, 설정이 늘어
남에 따라 차차 줄어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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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PC방에서 안전하게 게임을 즐기기 위하여

제
제 44 장
장
PC방에서
PC방에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게임을
게임을 즐기기
즐기기 위하여
위하여

제4장에서는 PC방으로 대표되는 공용 컴퓨터에서 마비노기를 플레이할 때
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공용 컴
퓨터의 특징과 함께, 현실적인 보안조치의 한계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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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 컴퓨터 환경의 위험성 서설

내 컴퓨터와 PC방 컴퓨터의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가장 큰 차이점은 PC방의
컴퓨터는 돈을 내고 써야 한다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보안의 측면에서 개인 컴퓨터
와 PC방의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 이외에 누군지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한다
는 점일 것입니다. 자신만의 시스템이 아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유 환경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PC방의 컴퓨터는 내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곳에 무엇이 어떻게 설
치되어 있을 지 알 수 없고, 더구나 내 앞에 사용한 사람이 시스템에 무슨 짓을 해 놓았는지
도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컴퓨터에서 인터넷상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코드 - 아이디와 암호 - 를 입력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보안의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위
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용 컴퓨터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PC방과 전산실은 문 닫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
들이 PC방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
다. 이런 현실은, 오히려 공용 컴퓨터에서 마비노기를 즐기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즐기되, 최
소한의 주의는 항상 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공용 컴퓨터 환경에서의 정보보호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앞
의 두 문단을 제대로 읽으신 분이라면 벌써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무슨 짓을 해 놓았을지
모르는 컴퓨터에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컴퓨터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그 컴퓨
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모두 확인하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 컴퓨터에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무엇을 하는 프
로그램인지 파악을 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글을 시작하면서도 한 이야기입니다만, 세상에 완벽한 보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
초에 이 글의 목적은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저급한 부류의 공격에는
당하지 말자는 취지의 글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주의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관적이지만도 않습니
다. 일정한 영역에 대해서 아예 포기를 하고, 그 부분은 다른 보호 수단에 맡기면 되기 때문
입니다. (만약 이 정도 수단에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PC방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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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을 계속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용 컴퓨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은 개인 컴퓨터에서보다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스스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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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도 무언가 해 보자 - 일반적인 안전 확보 방법론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들은, PC방 등의 환경에서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PC방을 이용한다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안전한 PC방 이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PC방의 선택 : 관리가 잘 되고 있는 PC방을 이용합니다.

어차피 이용하여야 한다면, 주변의 PC방 중에서 그나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PC방을 이용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의 여부는 상당히 다양한 척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
다. 일단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였을 때, 초기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복구 시스템(하드 보안관
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요)을 채택하고 있는 PC방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자기 앞에 사용한
사람이 장난을 쳐 놓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부팅 한번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앞 사람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
본 피시방의 경우에는 위의 시스템에 더해서, 사용자가 이용을 끝내고 나면 알바생이 직접 컴
퓨터의 전원을 끄더군요. 전기절약이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다음에 사용할 사람이 깔끔한
- 무결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숨어있는 측면이 큽니다.

물론 이러한 곳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용자로 인한 위험은 막을 수 있지만,
관리자로부터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애초에 복구용으로 만들어진 디스크 이미
지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수로 문제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채로 이미지를
제작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미지를 제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
한 이미지가 만들어진 지 오래 된 경우, 그동안에 밀려 있는 윈도우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
로 인해 오히려 최신의 공격 코드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결국 다시, 해당 PC
방의 관리자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환원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퓨터마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그 업데이트는 잘
되고 있는지 등도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직접 막을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측
면에서, 이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요즘은 대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만, 이게 안 되
고 있다면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피시방일 수 있습니다.

(2) 시작 전 안전 확인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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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의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봅
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① 은행 사이트 한
곳을 택하여 접속해 보고, ② 작업 관리자를 사용하여 현재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확인해보는
것, ③ 그리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루트에 autorun.inf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확인해 봅니다. 요즘 각 은행들은 자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고
객들을 위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게 그럭저럭 괜찮은 보안 프로그램(비록
ActiveX 이지만)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한번 방문하면, 알아서 시스템을 한
번 점검을 해 줍니다. 현재 해당 PC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상 적정한
PC인지를 확인해주는 것이지요. 은행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기능도 유
사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들를 필요 없이 한 군데만 들르면 됩니다. 오히려 여러 군데를
들르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그들끼리 충돌을 일으켜 시스템에 문제를 발생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3장에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면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한꺼번에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같
은 이유입니다.

이들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보안 프로그램인 안철수연구소의 Ahnlab Online Security 및 키보
드 보안/방화벽 프로그램을 넥슨/마비노기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은행 홈페이지 대신 넥슨/
마비노기 홈페이지 쪽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 ̇ ̇ 제한되어
̇ ̇ ̇ ̇ 있는
̇ ̇ 프로그램
̇ ̇ ̇ ̇ 이며, 자신의
다만, 이런 은행권 설치 보안 프로그램들은 그̇ 목적이
홈페이지가 열려 있는 동안에만 그 감시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을 감시자 역할
̇ ̇ ̇ 얼마나
̇ ̇ ̇ 안전한지를
̇ ̇ ̇ ̇ ̇ 판단하는
̇ ̇ ̇ ̇ 하나의
̇ ̇ ̇ 척도
̇ ̇ 정도로
̇ ̇ ̇
로서 전적으로 신뢰한다기보다는, 그̇ PC가
̇ ̇ 하시기 바랍니다.
만̇ 사용

이제 두 번째 방법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작업 관
리자를 열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업 관리자를 실행해 보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대부분
(“모두”가 아닙니다.)의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비스타 이후의 작업 관리자
를 이용하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작업 관리자는 - 를 함께 누르면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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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작업 관리자를 실행한 결과. 왼쪽은 윈도우즈 XP의 작업 관리자이며, 오른쪽은 윈도우 7의 작
업 관리자입니다. 윈도우 7의 작업 관리자에는 서비스의 목록도 표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걸 보고 이것들이 다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지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부분은 잘만 활용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컴퓨터 사용자의 경우 작업 관리자를 제대로 이용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만, 딱 보
기에도 뭔가 수상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도 있으며, 뭔가 항상 보던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
램이 있다면 생각보다 눈에 잘 띄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쯤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또한, 윈도우 비스타 이후의 작업 관리자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실행 파일의 위
치, 파일 정보 등 일반적으로 파일의 속성을 클릭하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를 작업 관
리자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XP에서는 이 부분이 불가능하여, 직접
해당 파일을 검색을 통해 찾은 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
을 것 같은 프로그램이 윈도우즈 시스템 폴더 안에 존재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볼 만 하다는 것
이지요. 또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실행 파일 내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
업 관리자를 이용하여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디
지털 서명까지 되어 있는 파일이라면 (배포자의 신뢰성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더욱 확
실하겠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작업 관리자를 통해 확인했을 때 이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면 뭔가 조잡한(어설픈)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더군요. 한번쯤 의심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비노기 클라이언트조차도,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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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윈도우 7의 작업 관리자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의 속성을 확인한 결과. 탐색기에서 해당 파일의
마우스 오른쪽 메뉴의 “속성”을 클릭한 것과 같은 창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실행 파일 내에 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 설명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XP
에서는 작업 관리자에서 파일 속성을 직접 열어볼 수 있는 메뉴가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파일이 있다
면 그 위치 등을 검색 등을 통하여 직접 찾아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 관리자를 통하여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을 찾는 것은 절반 이상이 “이거, 뭔가 이상한
데?” 하는 직감입니다. 무언가 의심스럽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
해, 해당 파일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 엔진에 입력해보기라도 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쨌거나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제6장
에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제6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utorun.inf 파일을 이용하는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6장 제3절에서 매우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구
체적인 설명은 뒤로 미룹니다. 다만, 이 파일은 각 디스크의 루트 폴더(Root Folder)에서만
동작하며, 일반적으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파일이므로, 이 파일이
하드 디스크에 존재한다면 그 컴퓨터는 안전하지 못한 컴퓨터입니다. 따라서 해당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autorun.inf 파일을 이용하는 악성코드가 치료된 후 그 악성코드가 이용하던 autorun.inf 파일을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삭제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autorun.inf 파일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파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찜찜
한 일이므로, 특히나 내 컴퓨터가 아닌 PC방 컴퓨터 등에서는 이런 파일이 존재하는 컴퓨터는 가급적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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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합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런 파일은 시스템 속성 및 숨김 속성을 부여하여 자신을 숨기기 때문에,
단순히 탐색기를 통하여 루트 폴더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탐색기에서
숨김 파일 및 시스템 파일을 보이게 설정한 후에 확인하거나, 콘솔 모드에서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여 확인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은 제6장에 미룹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PC방의 이용이 잦은 경우 - U-OTP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보안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공유 시스템이라는 한계 때문에 개인 시
스템만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보안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아예 U-OTP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휴
대폰이 자신의 수중에 있는 한 일단 방어는 할 수 있으니까요.

OTP란 One-Time Password의 약자로써, 일정 시간(보통 1분)마다 변경되는 일회용의 패스워드를 필요
할 때마다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패스워드 생성 알고리즘 및 전용 OTP발급기의 보안만 철저히 유
지된다면 그 보안체계를 뚫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은행 등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마비노
기에서는 전용 OTP발급기 대신 휴대폰 앱을 이용합니다. 앞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야기를 할 때에 잠깐
OTP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았었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PC환경에서는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 ̇ ̇ 등을
̇ ̇ 자주
̇ ̇ 이용한다면
̇ ̇ ̇ ̇ ̇ 최악의
̇ ̇ ̇ 경우를
̇ ̇ ̇ 가정하여
̇ ̇ ̇ ̇ U-OTP
̇ ̇ ̇ ̇ ̇ 서비스를
̇ ̇ ̇ ̇ 필수로
̇ ̇ ̇ 이용하는
̇ ̇ ̇ ̇ 것이
̇ ̇ 좋습니다
̇ ̇ ̇ ̇.
PC방

그러나 U-OTP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로그인을 시도하는데
U-OTP 시스템으로부터 인증횟수 초과 메시지를 받은 경우(5회 이상 인증번호를 연속하여 틀
리는 경우 더 이상 그 U-OTP 모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횟수 초기화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그 결과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작업을 수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비노기 비밀번호와 넥슨닷컴 비밀번호를 같게 사용하는 사람의 경
우에는 넥슨닷컴 비밀번호도 변경하여야 하고, 특히 넥슨닷컴과 마비노기의 비밀번호 변경 시
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상하게 변경되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
은 제7장 제2절에서 좀 더 서술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만약 U-OTP 서버의 점검 등으로 U-OTP 서버가 동작하지
̇ ̇ ̇ ̇ ̇ 서버가
̇ ̇ ̇
않는 경우 U-OTP 서버는 마비노기 서버로 항상 FAIL 신호를 주게 되므로, U-OTP
̇ ̇ ̇ ̇ 않을
̇ ̇ 때에는
̇ ̇ ̇ 게임에
̇ ̇ ̇ 접속
̇ ̇ 자체가
̇ ̇ ̇ 불가능
̇ ̇ ̇ 합니다. 이 점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동작하지

U-OTP 신청 방법은 마비노기 홈페이지(로그인) > 고객지원 > 보안센터 > 로그인 인증 서비스 > 01
U-OTP 인증 메뉴에 가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입 및 해지 역시 같은 곳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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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 중 - 동작중인 프로그램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작업 관리자를 이용하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수시로 이상한 프로그램이 떠 있지 않은지 확인해 줍니다. 특
히 마비노기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때 거기에 붙어서 함께 실행되는 파일이 없는지 잘 확인해
봅니다.

덧붙여, “노기노기”와 같은, 마비노기 클라이언트를 건드리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
우, (절대로 권장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프로그
램과 마비노기 클라이언트 전체를 삭제하고, Mabinogi 설치 폴더까지 모두 삭제한 후 마비노
기와 “노기노기”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프로그램
이 변조된 프로그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마비노기를 즐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5) 사용을 마치면서 해야 할 일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PC방 등 공용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항상, “시
작할 때 5분”은 시스템 점검에, “끝내기 전 5분”은 데이터 정리에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
다. 예를 들면 선불제로 60분을 결제하고 PC방 좌석에 앉았다면, 실제 게임 플레이 시간은
50분으로, 그리고 시작 전 5분과 끝나기 전 5분은 점검과 정리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신의 데이터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
니다.

PC방 등의 컴퓨터에서 사용을 종료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킨 후, 자신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모두 삭제합니다.
자신이 사용한 흔적을 깔끔하게 삭제함과 아울러, 혹시 웹 페이지를 사용하면서 로그아웃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럭저럭 해결해 줍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안 해
도 별 문제는 안 생기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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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익스플로러 6의 경우

상단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탭에서,
[쿠키 삭제], [파일 삭제], [목록 지우기] 를 순서대로 실행해줍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7의 경우

상단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탭에서,
[검색 기록] → [삭제] → [모두 삭제] 를 클릭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8/9의 경우

상단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탭에서,
[검색 기록] → [삭제] → 지울 항목 체크박스 모두 선택 → [삭제] 를 클릭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7/8/9에서 상단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  키를 누르면 상단 메
뉴가 보입니다.

그림 35.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자신의 사용 기록을 삭제하는 메뉴. 이처럼 개인 정보와 관련되는 모든
항목을 삭제해 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의 화면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의 경우에도 거의 똑같
지만, 삭제 항목에 다운로드 목록이 추가되었고, “InPrivate” 항목이 “추적 방지”라는 알기 쉬운 이름으
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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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문서” 폴더 내의 “마비노기” 폴더를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쌓이는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플레이 데이터 로그가 쌓
인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해독가능한지, 인증 정보를 담고 있는지도 역시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내 플레이 데이터이고, 누가 쓸 지 모르는 컴퓨터에 이런 게 남아있는
것도 찜찜하니 역시 지워줍니다. 마비노기 폴더 자체를 통째로 날려주면 됩니다.

과거 리니지2에서, 프로그래머의 실수로 인해 계정 정보가 하드 디스크에 로그 형태로 남아버리는 버그
가 발생하여 큰 물의를 빚었던 적이 있지요. [연합뉴스 2005년 5월 18일 보도 참조] 마비노기에서 이런 일
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 기타 자기가 작업한 파일이 있다면 역시 깔끔하게 휴지통으로 던져줍니다.
◼ 지울 것을 다 지웠으면 휴지통을 살포시 비워줍니다.
아예 휴지통을 비우기도 귀찮다면, 아예 삭제할 당시에 그냥 키를 누르지 말고,  키
와 함께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삭제됩니다.

■ 관리가 잘 되는 PC방을 선택하고, 보안 프로그램 유무를 확인한다.
■ 시작 전에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심쩍다면 자리를 옮긴다.
■ PC방의 이용이 잦다면 U-OTP 서비스를 꼭 이용하도록 한다.
■ 노기노기 등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클라이언트를 포함하여 완전히
삭제한 후 다시 설치하여 사용한다.
■ 여유 있게 이용을 마치고, 자신이 사용한 정보는 모두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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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무선 인터넷 환경과 계정 보호 서설

제
제 55 장
장
무선
무선 인터넷
인터넷 환경과
환경과 계정
계정 보호
보호 서설
서설

제5장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선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여, 무선 인터
넷 환경이 유선 인터넷 환경에 비하여 어떤 보안상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
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단, 필자 역시 무선인터
넷 환경을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아주 자세한 지식은 없기 때
문에, 그 내용은 아주 자세하거나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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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인터넷 환경 소묘(素描)

마비노기 계정 보안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런 무선인터넷 환경 문제는 사실 마비노기 자체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마비노기 또는 그에 부수되는 인터넷 활동을 하는 경우에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또 그런 위험은 어떻게 줄여나가야 하는지의 문제를 아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정 내에서 무선공유기를 이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하
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관련 지식은 네트워크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 정도 도움을 줄 수 있
습니다. 따라서 복잡하지 않은 수준에서 정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이 장의 제
목도 무선 인터넷 환경과 계정 보호 “서설(序說)” 이며, 이 절의 이름 역시 무선인터넷 환경 “소묘(素描)”입
니다. 미술 시간에 소묘가 무엇인지는 다들 배우셨을 테니,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지는 짐작하시겠죠?)

최근 무선공유기 등을 통하여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벽
두 개를 통과하기 힘들 정도의 출력이기는 합니다만 설치 위치만 잘 잡으면 집 전체를 무선네
트워크로 묶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주렁주렁 매달린 인터넷 선이 없어도 되는데다, 요즘은
회선 품질도 유선과 비교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게다가, 쓰기에 따라서는 컴퓨터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무선 기기들을 함께 묶어서 쓸 수도 있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무선인터넷 환경이 좋아져서, 집 밖에서도 무선 인터넷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졌죠. 웬만한 커피숍 등의 장소에는 거의 대부분 무선 AP를 달아놓고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무선 환경이라는 장점 이면에는 기존의 유선 환경에서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던 문
제점들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유선인터넷 하에서는 정보가 (광)케이블을 따라 흐를 뿐이지만,
무선인터넷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실려 있는 전파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간다는 (어찌 보면 당
연한) 사실 때문입니다. 즉, 내가 지금 무선인터넷으로 보내고 있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물
론 이를 잡아낼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
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보안 문제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
명하고 그 대비책을 설명해볼까 합니다. 다만, 필자 역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지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은 아마도 거의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만 필자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잠재적인 위험사항에 대해 소략하게 기술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 역시 부족한 대로 - 제시하는 선에서 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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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인터넷 환경의 이해

데이터를 허공에 뿌리는
무선인터넷 환경

제목이 다소 선정적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제목만큼 무선
인터넷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어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
으로, 무선인터넷은 KT 등 인터넷망과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

선인터넷 공유기 등 무선 AP(Access Point)와 내 컴퓨터 등 무선기기들 사이에 전파를 이용
하여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컴퓨터에 달려 있는 무선 인터넷 안테나는
어떻게 무선 AP의 위치를 파악할까요? 무선 AP가 내 컴퓨터의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
지, 그것도 아니면 위에, 혹은 아래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데이터를 보낸다고 한다면, 제 컴퓨터에 달린 무선 랜 안테나는 이 데이터를 출
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방으로 전파를 흩뿌립니다. 이 전파가 근처 어딘가에 있을 지정
된 AP에 도달하면, AP에서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가 가야 할 어딘가로 (유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보낸 데이터에 대해서 내 컴퓨터로 돌아오는 데이터
가 있다면, 그 데이터는 다시 내 컴퓨터와 연결된 무선 AP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선
AP 역시 내 컴퓨터가 (AP에서 전파가 도달하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것만 알 뿐) 도대체 어디
붙어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AP의 안테나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사방으로 흩뿌리게 될 겁니
다. 그렇게 흩뿌려진 데이터를 내 컴퓨터의 무선인터넷 안테나가 잡아서, 내 컴퓨터의 화면에
다시 뿌려주게 되는 거죠.

결국,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내가 무언가 정보를 보내고 받는
다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자면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허공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보내고 받는 데이터를 (누군가 마음만 먹는다면) 실시간
으로 잡아서 엿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데이터들은 단순한
웹 페이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그림 36.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인
터넷에 접속한다는 것은 이런 상태
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전송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
심사로 따지자면 마비노기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일 수도 있
고, 넥슨캐시 결제를 위해 입력하는 결제 정보일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지금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환경 하에서 인터
넷을 사용하고, 또한 마비노기를 즐기고 계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 하여 미리 덧붙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했듯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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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해시하여 원래의 문자열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전송합니다. 필자의 능력으로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마비노기 클라이언트 역시 최소한 인증 부분에 대해서
는 암호화된 통신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비노기 샵에의 접속 및 결제 과정 중에서도 https 연
결 환경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비노기 자체만으로는 무선인터넷
환경이라도 크게는 떨어지지 않는 보안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신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위험한 환경이라는 데에 동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선인터넷 보안 환경의
척박한 현실

이런 무선 인터넷 환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현재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지도 모를, WEP 라던가, MAC 인증이라던가 하는 녀석들 말입니

다. 이것들도 못미덥다고 해서, WPA2 같은 녀석들의 사용이 권장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 녀석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게 묻지 말아주세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아예 모든 무선
AP에 인증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인증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은 세워 놓고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이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지에서 들려오기도 하는군요. 그러나 현실은 시
궁…

그림 37. 무선 랜 통신 암호화 설정.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
고 평문으로 모든 데이터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림 38. MAC 주소 인증 설정. 죽자고 덤비면 뚫릴 가능성
이 높은, 다소 허점이 있는 인증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가정용 무선 랜 공유기의 보안 설정은 위 그림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주
고받는 데이터에 전혀 암호화도 하지 않고, 게다가 공유기의 접속에 별다른 제한도 없어서,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중요한 정보들을 산꼭대기에서
온 산에 메아리치도록 떠들어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전파나 메아리나, 그 순간에 듣는 사
람이 없다면 그냥 사라지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요행을 바라고 계실 건가요?

필자 역시 지난 2년간 시골에서 일하면서 무선인터넷을 주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안조
치도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보안하고는 담을 쌓은 상태였지요. (기관 내 네트워크 구축하다가 처절한 보안
에 기겁을 하고 이것저것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 며칠 못 가 윗분들의 “불편하다”는 한마디에 대부분의 보
안조치는 원상복구 되었던 슬픈 기억이 있군요.) 그러나 필자가 일했던 곳은, 주변 50미터 안쪽에는 논밖에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무선인터넷을 잡더라도 우리 건물의 AP가 잡힐 일이 없
었지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런 시골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단 십 몇 미터 안쪽에서도 무선 AP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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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개 잡히는 곳도 있을 정도로 건물들 간의 간격이 좁으며, AP의 수신 가능 범위 안쪽에 있는 무선기기들
도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볼만하겠죠.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내 무선인
터넷 공유기에 연결하여 몰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수시로 내 컴퓨터에 드나들며 파일들을
복사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나요. 내가 잘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슬그머니 다른 걸로 바꿔치
기 해놨을지.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려면 정말 여러 가지의 보안 문제가 겹쳐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하드
디스크 전체를 읽기/쓰기 가능으로 공유한다던가 말이죠.)

(2) 무선인터넷 환경의 잠재적 위험성

무선 인터넷 환경은
공유 인터넷 환경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
니다만, 일단 내 컴퓨터에
공유기가 물리는 순간, 그

환경은 개인 인터넷 환경은 아닙니다. 그나마 유선공
유기라면, 내 공유기에 누군가 인터넷 라인을 연결해
야 접속이 가능하므로, 유선공유기가 집 안 어딘가에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선공유기라면 내 무선 공유기의 전파가 닿는 범위

그림 39. 하나는 내 것인데, 다른 하나는 누구
인가?

내에서라면 누구라도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아
무런 인증도 거치지 않는 공개된 무선공유기 환경이라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공유된 폴더들을 헤집고 다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녀석이 내 무선공유기에 연결해서, 내가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를 엿보고 있
을지도 모릅니다. 좀 과장이 심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공유 인터넷 환경이 되는 순간, 그 네트
워크의 보안 상태는 PC방의 네트워크와 비슷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공용 무선 AP의
보안상 위험성

이번엔
생각해
방에는

뒤집어
보죠.

제

인터넷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노트북으로 무선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위층
인지 아래층인지 옆집인지 모르겠지만 웬 무
선 AP가 하나 잡힙니다. 게다가 아무런 보안
조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연결하니 그냥 연

그림 40. 무선인터넷에 연결된 모습. 그러나 이것이 만약
내 네트워크가 아니라면? 혹은 가짜라면?

결이 됩니다. 속도도 잘 나오네요. 그러잖아도 인터넷이 필요해서 하나 놓으려던 참이었는데,
이게 웬 횡재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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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막 연결한 이 AP가 도대체 어떤 AP인지 무슨 수로 알 수 있을
까요? 내가 신나게 인터넷을 쓰고 있는 사이에, 그 무선 AP가 설치된 집의 주인은 내가 무선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정보를 고스란히 들여다보며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모니터링
화면을 뚫어지라 들여다보면서, 어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
나, 어쩌면 공인인증서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다
못해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보라도 지나간다면 이거야말로 “잘 먹겠습니다.”겠네요. 나
중에 진짜로 사건이 되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내 개인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집 밖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무선 AP와도 관계됩니다. 요즘은 심지어 휴대폰
을 가상 무선 AP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보니, 대도시에서는 도대체 무선 AP가 없는 곳을 찾기
가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공개된 무선 AP들이 보안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이 AP들이 사용자의
중요 데이터를 훔쳐내기 위한 가짜 무선 AP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짜 무선 AP를 이용한 공격은 무선 인터넷 초창기부터 사용된, 상당히 역사가 깊은 공격 방
법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개해 놓은 공용 무선 AP (무선 공유기) 로 인하
여 나 자신이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례가 있는지는 아
직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미 발생한 바 있는 사건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무선 공유기
에 접속해서 아동포르노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이죠. (미국의 경우, 아동포르노물은 소
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무선 AP가
나타났고, 이 무선 공유기의 주인은 아동포르노범죄의 용의자로 몰려 며칠 동안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진짜 범인이 잡힌 덕에 (진범은 이웃집이었습니다) 이 사
람은 억울한 처벌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간의 그 망신과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
상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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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덜 위험한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방법

결국, 이런 무선 랜 보안의 갈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가
정 내 무선공유기(AP)에 대한 접속을 통제하는 것과, 내가 무선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데이
터를 중간에 가로채지 못하도록 암호화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개의 무선공유기에는 제품에
따라 기능의 강약은 있지만 거의 모두 이런 설정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무선 공유기에 대한 접속 통제

무선 공유기 관리 기능
접근의 통제

우선 해야 할 일은, 이런 설정을 아무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관리
페이지 접근에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에, 이 패스워드가 걸려있지 않을 것입니다만, 걸어놓는 것이 좋습

니다. 남의 집 무선인터넷공유기를 자기 혼자 쓰겠다고 무선공유기 설정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패스워드까지 걸어놓는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없을 것 같지요? 당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황당함을 모릅니다.)

그림 41. 관리 메뉴에 접근
하기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
드를 묻는 화면. 관리 메뉴
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하면 대개 이런 식으로
인증 메뉴가 출력됩니다.
(연결에 보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무선 인
터넷의 나쁜 예입니다. 따라
하지 맙시다.)

물론 애초에 무선인터넷 공유기에 아무나 접속하지 못하도록 (아래에서 설명하는) 접근통제
를 걸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대비하기 위함입니
다. 각자 자신의 무선공유기의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 등록 메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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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주소 인증을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 통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MAC Address 인증을 통한 접근
통제입니다. 각각의 유/무선 랜 카드는 MAC 주소라는 고유한 코드
̇ ̇ ̇ 랜̇ 카드에
̇ ̇ ̇ 고유한
̇ ̇ ̇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 ̇ ̇ ̇ 알려져
̇ ̇ ̇ 있으며
̇ ̇ ̇ , 따라서 MAC 주소를 무선
정보라고
공유기에 등록하여 일치하는 무선기기만을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대부분의
무선공유기에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고유한 정보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소극적으로 쓴 데에
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MAC 주소는 랜 카드마
다 고유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중국산 랜 카드에
서 중복 사례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
는데, 정확한 출처를 찾을 수가 없네요.) 게다가, 이 MAC

그림 42. MAC 주소 등록 화면. 허용된 무선기기
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소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조하는(속이는) 프로그램까지 돌
아다닙니다. 즉 뚫으려는 무선 AP에 대해서 접근이 허용되어 있는 MAC 주소의 목록을 얻을 수 있다면 언
제라도 뚫을 수 있는 접근 통제 방식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 MAC 주소를 보안 목적으로 사
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무선 공유기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기의 MAC 주소를 확인하여 등록을 간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능이 없는 무선 공유기의 경우에는 자신의 MAC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MAC 주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참고

자신의
자신의 MAC
MAC 주소
주소 확인하기
확인하기 ………………………………………………………………
………………………………………………………………

(1) 윈도우즈 XP의 경우, [시작] → [실행] 을 클릭한 후 cmd 라고 입력하고, 윈도우 비스타
나 윈도우 7의 경우, 시작 버튼을 클릭한 후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 창에 cmd 라고 입력
합니다. 시꺼면 화면과 커서가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보통은 도스창이라고도 하는 것인
데, 정확한 명칭은 콘솔 모드입니다. 제6장에서 다시 설명하므로 일단은 그냥 넘어갑시다.

(2)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 ipconfig /all

그림 43. 나의 MAC 주소
(Physical Address) 확인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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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력된 항목 중 자신이 현재 사용 중인 연결에 알맞은 항목을 찾은 후, Physical
Address (물리적 주소) 항목을 찾아봅니다. 최근의 컴퓨터들은 대개 유/무선 랜 칩셋을 함께
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가상 인터넷 연결을 만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한 개 이상의 연결 항목이 보일 것입니다.

SSID 브로드캐스팅
차단하기

아예 SSID Broadcast 를 하지 않음으로써 접속통제를 강화할 수
도 있습니다. 이쪽이 좀 더 확실한데, 다만 SSID 브로드캐스팅을
하지 않도록 끄는 기능은 없는 무선공유기도 많기 때문에 (최근의

무선공유기의 경우 거의 다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SSID란 간단히 말해서 그 무선공유기(AP) 의 이름
입니다. 그 공유기의 관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
습니다. 보통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암호를
그림 44. 밑줄 친 부분이 바로 SSID입니다.

입력하듯이, 무선 AP에 접속하려면 그 무선 AP의 이
름을 입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공개된 무선

AP의 경우, 이 SSID를 공개(브로드캐스팅)하여 별도로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
결 프로필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연결 키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왼쪽
위의 그림을 보면, 두 개의 연결 모두 자신의 SSID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
약 이 상태에서 연결 보안도 없다면, 누구라도 이 무선공유기에 접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SSID 브로드캐스트를 하지 않는다면, 그
무선 AP는 정해진 SSID를 아는 사람만 접속이 가능할 것

그림 45. SSID 알림 기능을 이처럼 끌
수 있는 무선 공유기가 있습니다.

입니다. 자신의 무선공유기가 이 기능을 제공한다면, 설정
어딘가에 위와 같이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무선 AP를 공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꼭 설정해 주도록 합시다.

이 기능을 설정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SSID가
공개되지 않은 연결이 생깁니다. 이런 네트워크에 연
결하려고 하면, 연결 설정 시 SSID를 직접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SSID를 아는 사람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설마, 설정한 본인이 SSID를 잊어먹는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겠지요.)

그림 46. 설정 결과, 이처럼 SSID가 나타나지
않는 연결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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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선 연결 구간에 대한 보안 강화

무선 연결의 암호화

무선 인터넷 환경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중에 흩뿌리는 환경이
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무선 환경을 위

해서는 반드시 연결 구간의 암호화를 하여야 합니다. 대개 무선 공유기가 지원하는 형태를 사
용하면 됩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WEP 방식의 암호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많은 경우 무선 공유기는 이 기능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WEP 방식의 경우 (128비트 WEP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보안상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듣습
니다. 그래서 WPA(TKIP) 또는 WPA2(AES) 방식(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가상 AP의 인증에 방식을 지원합니다.)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수자에 의하면, WPA2(AES) 방식만이 안전하며, 그 외의 방식은 모두 공격 방법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
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 방식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사용하는 기기 중에서 아예 암호화를 지원하
지 않거나 구형 WEP 방식만을 지원하는 기기가 있다면 사용이 불가능하겠지요. 자신의 무선 공유기가 지
원하는 암호화 방식과, 자신의 무선기기가 지원하는 암호화 방식을 감안하여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선 연결 시
공용 네트워크로 설정

앞에서 일단 공유기를 연결하는 순간, 그 연결은 개인 인터넷 환
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 역시 공
용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윈도우 비스타나 윈도

우 7의 경우, 새로운 무선 연결을
확인할 때마다 오른쪽 화면과 같이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설정을
별도로 물어 오기 때문에, 무선 네
트워크에서는 (특히 집 밖에서 공용
AP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는 경우
에는) 항상 “공용 네트워크”로 설정
한 후에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합시
다.

윈도우즈 XP의 경우에는 제어판
의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이용
하여 “파일 및 프린터 공유를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네트

그림 47. 네트워크 위치 설정 화면. (윈도우 7의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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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2) [다음(N)]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3) 연결 방법 선택은 적절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대개 윈도우즈가 기본으로 잡아주는 연결
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잘 되지 않는다면 해당 무선 AP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문의
해야 합니다.
(4) 컴퓨터 설명과 이름은 적절히 입력합니다.
(5) 적절한 작업 그룹을 입력합니다. 대개는 어떻게 입력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혹시
특별한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역시 무선 AP의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6) “파일 및 프린터 공유를 사용 안 함(T)” 을 선택합니다.
(7) [다음(N)] 버튼을 눌러 설정의 적용을 완료합니다.

■ 무선 인터넷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보안조치를 한다.
■ 아무나 내 무선 공유기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접속 통제 장치를 한다.
■ 무선 공유기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아예 SSID 브로드캐스팅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
법.
■ 무선 구간의 암호화 방법(가능하면 WPA2-AES 방식)을 사용한다.
■ 집 밖에서는 특히 아무 무선 AP나 접속하지 않는다. 가급적 안전성이 확보된 AP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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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조금 어렵지만 알면 더 좋은 몇 가지 이야기들

제
제 66 장
장
조금
조금 어렵지만
어렵지만 알면
알면 더
더 좋은
좋은 몇
몇 가지
가지 이야기들
이야기들

제6장에서는 이제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조금 어려운 이야
기들을 해 볼까 합니다. 제4장에서 이어지는 의심 프로세스 찾기에 관련한
좀 더 깊은 이야기들, 그리고 윈도우즈 계정 보안 이야기, 윈도우 비스타 이
후에 등장한 사용자 계정 컨트롤(UAC)에 관한 이야기, 소위 “오토런” 이라
불리는 autorun.inf 악용 악성코드의 예방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 볼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몇몇 주제들을 제외하면 그럭저럭 모두
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므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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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윈도우즈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관리

특히 윈도우즈 XP 이후의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도 윈도우즈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음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설정에 따라서는 패스워
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1명만 등록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 이름을 물어보는 절차
없이 바로 바탕 화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한가 하고 의문을 가진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여기서는 윈도우즈의 사용자 이름
과 패스워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그 존재의 의의

기본적인 의문부터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 윈도우즈는
컴퓨터를 시작할 때 (번거롭게도)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
도록 할까요?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조금은 컴퓨터 이론적으로는

잘못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필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편하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 없는 문제이니 그냥 마음 편
하게 읽어 주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서버용 운영체제가 아닌 개인용 운영체제에 있어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절
차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그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보안의 측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쓰는 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라면, 패
스워드 입력만을 받으면 될 뿐, 굳이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사용자 이름을 추가적으로 요
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꼭 네트워크를 전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정용 컴퓨
터만 생각해 보더라도, (요즘은 아닌 경우도 많지만)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온 가족이 사용하
는 경우도 많지 않던가요?

이렇게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구분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기게 됩
니다. 대표적으로 각각의 사용자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
다. 아버지가 쓰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아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다를 것입니다. 나는 바탕화면
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깔아놓고 쓰고 싶겠지만, 어쩌면 부모님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기겁할
장면일지도 모르겠군요. 내가 다니는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를 다른 가족들이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쓰는 일기나 문서를 다른 가족들이 볼 수 없도록 할 수도 있겠네요. 사용상
편의성의 측면에서나, 프라이버시 보호의 측면에서나, 계정 분리 정책은 상당한 장점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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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계층형 사용자 구조 Administrator의 존재

이런 형태의 사용자 구조를 일관한다면,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사
용자 이름으로 로그인하는 순간 서로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될 것입
니다. 제대로 계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다른 계정의 데이터를 내

가 읽을 수도 없고, 그것은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런 사고를
일관하면, 약간 묘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용자의 계정에 문제가 생겨서 접속
이 불가능해졌다고 합시다. 일단 문제가 발생해서 특정한 계정에 연결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이 계정은 완벽하게 블랙박스가 됩니다. 다른 사용자의 권한으로는 이 계정으로 접근 자체가
안 될 테니까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계정에도 접근이 가능한,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용자들보다 시스템상 더 우위에 있는 사용자 계
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깡패 계…… 아니 관리자 계정, 즉 Administrator 계정
(편의상 이하 문맥에 따라 “관리자 계정” 또는 Administrator 계정이라고 혼용하여 표기하겠
습니다.) 의 탄생입니다.

이런 관리자 계정의 존재 의의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 계정은 어떤 컴퓨터에
나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며, 또한 이 계정은 그 시스템에 관한 한 모든 권한을 다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용자의 데이터에도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또한 어떤 시스템 설정도 생성, 변
경, 삭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관리자 계정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윈도우즈 XP의 등장 :
혁명적인 변화

개인용 운영체제에 있어서, 윈도우즈 XP (윈도우즈 2000 프로페
셔널을 개인용 윈도우즈 운영체제로 본다면, 윈도우즈 2000) 는, 이
전의 다른 윈도우즈 버전과 비교하여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가집

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윈도우즈 98/Me 등 그 이전의 윈도우즈 버전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부 구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용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계보를 “윈도우즈 95/OSR2 → 윈도우즈 98/SE → (윈
도우즈 Me) → 윈도우즈 2000/XP → 윈도우 비스타 → 윈도우 7” 과 같이 잡고 있습니다만,
윈도우즈 98/Me를 포함한 그 이전의 윈도우즈 버전들과 윈도우즈 2000/XP 이후의 윈도우즈
버전들은, 개인 사용자용 윈도우즈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사실 같은 계보로 묶을 수가 없는
운영체제입니다. 일단 윈도우즈 Me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별종이므로 제끼고(윈도우
즈 역사상 윈도우즈 Me처럼 철저하게 버려진 OS가 과연 있었던가 싶네요. 최근에 버려진 OS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윈도우 비스타보다도 더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윈도우즈 98과 윈
도우즈 XP를 놓고 비교해 볼 때, 이들 사이에는 그 핵심 코어(Core)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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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좀 심하게 말해서, 윈도우즈 98 및 그 이전의 윈도우즈가 “사실상” MS-DOS 위에 윈도우
즈 GUI 환경을 얹은 격인데 비해, 윈도우즈 2000과 윈도우즈 XP는 그 핵심 코어를 마이크로
소프트의 서버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NT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NT 커널의 사용. 앞
에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 용어죠? 커널이라는 용어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59페이지를 다
시 읽어보세요.) 사실상 윈도우즈 95/98의 족보는, 호환성 부분의 일부만을 윈도우즈 XP에게
물려준 채로, 윈도우즈 Me에서 끊겼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버전 번호를 확인해 보아도 그러한 것이, 윈도우즈 2000은 내부적으로 윈도우즈 NT 5.0 이라는 버전 번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NT 4.0 의 버전 번호를 잇고 있는 것이지요. 윈도우즈
98이 내부적으로 MS-DOS 의 버전 번호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점(그 버전 번호를 따랐다고 말하기는 어
려울지도 모릅니다. 윈도우즈 98의 명령 프롬프트에서 ver 명령을 사용하면 DOS 의 버전이 함께 출력되었
던 점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을 생각하면 이들은 서로 계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기반이 윈도우즈 NT 커널인 이상, 그 기반 설계 역시 서버의 그것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윈도우즈 98/Me 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권한(Permission)”의 개념이 생기
고, 이에 따라 관리자 계정(Administrator 계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용 운영체제라
는 특성상, 서버 운영체제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은 아니었고, 시스템의 설정
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시스템 관리자”와, 그런 권한을 갖지 못하는 “제한된 계정”
의 두 종류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권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절의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식적인 선에서 권한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보안의
비극적 경과

윈도우즈 NT로부터 그 커널을 물려받은 윈도우즈 2000 및 XP,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윈도우즈 버전들은 그 설계에 서버/클라이
언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 설정에 따라 간단한 서

버로서 동작할 수도 있는 기능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보안 문제의 시작이
외부와의 연결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생각할 때, 네트워크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윈
도우즈 XP 이후의 운영체제들은 보안에 있어서 기존의 윈도우즈 운영체제들보다 더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폭발적으로 성장한 xDSL/Cable 인터넷 환경
으로 인해, 개인용 컴퓨터들도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 그
러했죠.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특성상,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어떤 한 시스템에서 보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같은 네트워크 내의 다른 시스템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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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윈도우즈 XP의 이용자들은 전보다 조금 더 진보된 보안의식을 갖
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의 사용 양태는 그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윈도우즈 98을 쓰듯 윈도우즈 XP를 쓴 것이죠.

예를 들면, Administrator 계정은 관리용 계정이기 때문에, 이 계정은 윈도우즈를 설치할
때에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사용자는 이 계정을 유사시 복구/관리용으로 남겨두고, 평상시에
는 일상적인 용도의 별도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인터넷
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외부로부터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특히

Administrator 계정의 패스워드는 “안전한 패스워드 규칙”에 따라 반드시 설정해 두어야 합
̇ ̇ 시스템에나
̇ ̇ ̇ ̇ ̇ 존재
̇ ̇ 하며, 또 모든
̇ ̇ 권한을
̇ ̇ ̇ 사용할
̇ ̇ ̇ 수̇ 있는
̇ ̇
니다. 관리용 계정이라는 특성상 어떤
강력한 계정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공격에 노려지기도 또한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윈도우즈 2000/XP의 초창기에
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지 않고 관리자
계정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보통은 패스워드를
설정하지 않고 사용하던 윈도우즈 98 시
절의 습관이 남아서, 패스워드조차도 설
정하지 않았지요. 또한 설정한다 하더라
도, 1111, 1234, 0000, abcd 등의 말도
안 되게 간단한, 아주 약한 수준의 무작
위 대입 공격에도 바로 뚫려버릴 패스워
드를 설정해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인터넷 열풍 속에서, 반

그림 48. 이런 식으로, Administrator 계정을 사용자 계정으
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
는 일입니다.

드시 몸으로 익혀야 하는 기본적인 보안
의식조차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시절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별도의 계정을 만들지 않고, Administrator 계정을 주 계정으로 사용한 것은 윈도우즈 2000을 주 운영
체제로 사용하던 시절의 필자도 포함됩니다. 윈도우즈 98se를 사용하던 시절의 관성이 남아있었던 탓도 있
지만, 당시 윈도우즈 2000이 권한에 관한 한 조금 묘한 버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거기
에 새로 도입된 권한 문제로 인한 호환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역시 다음 절에서 합니다. 어찌 되었건 별로 좋지 않은 사용 습관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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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3년 1월, Blaster Worm 이라는 아주 작은 크기의 악성 코드 하나가, 대한민국
전역의 인터넷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일명 1.25 인터넷 대란의 발생입니다. 보안 패치를 하
지 않고, 아울러 관리자 계정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1.25 인터넷 대란

윈도우즈 2000/XP 머신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이 악성 코드

2003년 1월 25일부터 1월

가 발생시킨 엄청난 양의 트래픽으로 인하여 전국의 인터넷망이 약

26일 사이에, RPC DCOM

하루 동안 완전히 마비상태에 빠집니다.

취약점을 악용하여 감염되는
Blaster Worm에 의해 대다
수의 컴퓨터가 피해를 입었
던 전국적인 인터넷 대란. 일

이 때, 윈도우즈 98se 등의 구 버전 윈도우즈를 사용하던 사람은 이 악성 코

단 감염되면 1분 이내에 시

드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이 악성 코드가 침투할 수 있었던 보안 허점과 관련

스템이 강제 종료되는 문제

되는 기능이 윈도우 98se 등 기존의 윈도우즈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 발생하였고, 또한 Blaster

이런 사례만으로도, 윈도우즈 XP가 그 이전의 윈도우즈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Worm이 네트워크에 엄청난

있겠지요.

트래픽을 유발시켜 대한민국
내의 인터넷 접속이 만 하루
동안 사실상 마비되는 대혼

이 사건은,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개인 컴퓨터의 보안 문제가 그
당사자의 피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입
니다. 물론, 사용자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개인용 운영체제라는 이
유와 함께, 과거 윈도우 95/98 계열 프로그램들과의 호환성 유지라는

란을 빚었다. IT 강국이라 불
리던 대한민국이 실상 IT 보
안

취약국가임을

만천하에

공표해버린 부끄러운 사건으
로 기억되고 있다.

이유 때문에 윈도우즈 XP의 변경된 사용 환경에 걸맞는 계정 관리 및 보안 정책을 제대로 도
입하지 않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는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Administrator 계정 비밀번호 하나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도 문제
없이 설치가 되도록 디자인했으니……. 개인용 머신의 편의성이라는 점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보안성이라는 부분을 지나치게 경시했던 그들의 마인드가 이런 대형 참사의 발생에 일조한 것
도 분명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보니 또 과거사 이야기를 길게 하고 말았습니다. 관리자 계정(Administrator 계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 패스워드는 왜 걸어야 하는지, 왜 관리자 계정을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
는지 등을 설명하려다 보니, 이야기가 약간은 삼천포로 빠진 감이 없지 않군요. 그러나 이를 통하여, 왜 계
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느낌은 받으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
만, 모든 문제의 근원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사용자 계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패스워드의 설정 및
올바른 관리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윈도
우즈 계정의 패스워드를 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이미 제2장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패스워드 결정 규칙 및 관리 방법과 다르지 않습

니다. 즉, 영문 대소문자, 숫자, 가능하다면 특수문자를 섞어서 가능한 한 길고 복잡하게. 라
는 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다시 확인하시려면 28페이지를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변경
해 준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 필요성은 마비노기 계정 패스워드 관리 때와는 달리 조금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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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겠군요.

필수적으로, Administrator 계정의 경우 꼭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계정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패스워드를 걸어두도록 합시다. 윈도우즈 XP의 경우 설
치할 때에 Administrator 암호를 설정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잠재적인
보안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충분합니다. 만약 현재 Administrator 계정 패스워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꼭 설정해 줍시다. 이는 Administrator 계정이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
다는 점과 맞물려, 이 계정이 어느 시스템에나 존재하는 공개된 계정이라는 점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만약 가족이 모두 사용하는 컴퓨터여서 패스워드를 걸기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가족들마다
별도의 계정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간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나, 다른 (컴퓨터
에 익숙하지 못한) 가족들의 무심한 컴퓨터 사용에 의해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이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에서 계정 분리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이
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Administrator 계정의 패스워드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련하여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스워드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일반적인 경우, 윈도우즈 XP 이상의 윈도우즈에서는 로그인 시 관리자 계정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
정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Administrator 계정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거나 변경
하기 위해서는 일단 Administrator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Administrator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본 후, 패스워드 변경 방법을 알아보도
록 합니다. 일단 로그인 후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방법은 Administrator 계정이건 일반 사용
자 계정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윈도우 비스타 및 윈도우 7에서는, Administrator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
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Administrator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없도록 잠겨 있습니다.
잠금 상태를 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으며, 아래에서 그 방법을 소개는 해 드
릴 것입니다. 단, 이 방법을 적용하여 Administrator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굳
이 감수하지 않아도 될 위험 요소를 하나 늘려 놓는 것과 같으므로, 웬만하면 적용하지 마시
기 바라며, 혹시 실습을 위하여 한 번 적용을 해 보시더라도 다시 원래의 상태 (“계정 사용
안 함” 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115

만약 현재 윈도우 비스타/윈도우 7의 가정용 버전(Home Basic, Home Premium 에디션)이나 저사양
컴퓨터용 버전(Starter 에디션)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들 버전에서는 관리 도구의 [로컬 사용자 및 그룹]
스냅인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는 Administrator 계정과 관련한 모든 팁을 적용할 수 없습
니다. 이 경우, 여기서 알려드리는 모든 Administrator 계정 관련 팁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참고

윈도우
윈도우 비스타/윈도우
비스타/윈도우 77 의
의 Administrator
Administrator 계정
계정 잠금을
잠금을 해제하기
해제하기 ………………
………………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Administrator 계정의 잠금 상태는 해제하지 않는 것이 더 좋
습니다. 꼭 해제해야 한다면,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다시 잠금 상태로 설정을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작] → [제어판] → [시스템 및 보안](윈도우 비스타의 경우 [시스템 및 유지 관리]) →
[관리 도구] → [컴퓨터 관리] 로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2) 왼쪽 탭의 [시스템 도구] → [로컬 사용자 및 그룹] → [사용자] 를 클릭합니다.

(3) 우측에서 Administrator 아이디
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메뉴에서 [속성(R)] 을 선택합니다.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4) [계정 사용 안 함(B)] 항목 앞의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5) [적용(A)] 를 클릭한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적용하면

Administrator 계정의 잠금이 해
제됩니다. 이제 Administrator 계
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49. Administrator 계정의 “계정 사용 안 함” 항목의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참고로, 윈도우즈 XP의 경우에도 Administrator 계정을 사용 안 함 (잠금)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계정 사용 안 함] 항목을 체크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단, 윈도우즈 XP에서
관리 도구의 [컴퓨터 관리]에 진입하는 방법은,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 → [컴퓨터 관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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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윈도우즈 XP 사용자 중, 제어판에서 [관리 도구]가 보이지 않는 사용자는, 제어판의 왼쪽에 있는
“클래식 보기로 전환” 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제어판의 아이콘 배열이 과거 윈도우즈 2000 시절의 배열
로 변경되면서 [관리 도구]가 보일 것입니다. 제6장에서는 이 [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윈도
우즈 XP 사용자 중 [관리 도구]를 찾을 수 없다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를 여기에 밝혀 둡니다.

참고
참고

Administrator
Administrator 로
로 로그인하기
로그인하기 ……………………………………………………………
……………………………………………………………

■ 윈도우즈 XP의 경우
Administrator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윈도우즈 XP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으므로 이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로그인 대기 화면을 띄웁니다.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로그인할 사용자 목록이 보이는
바로 그 화면 말입니다.)

만약 현재 사용 중인 계정이 하나뿐이고, 그 계정에 패스워드가 걸려있지 않다면, 처음에 부팅할
때에 로그인할 사용자 목록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현재 사용 중인 계정에 패
스워드를 설정한 후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거나(패스워드 입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로그인 대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계정에서 로그오프([시작] → [로그오프])를 하면 사용자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2) -- 를 두 번 연속으로 누릅
니다. 오른쪽과 같은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고전적인 느낌
의 창이 출력될 것입니다.

(3) 사용자 이름에는 Administrator를
입력하고, 암호는 설치 당시 정했던
Administrator 암호를 입력합니다. 만
약 암호를 정하지 않았었다면 그냥 빈

그림 50. 고전 스타일의 윈도우즈 로그인 창. 윈도우즈
2000 및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직접 입력했습니다.

칸으로 둡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윈도우 비스타/윈도우 7의 경우
윈도우 비스타 이후부터는, 로그인 화면에서 -- 키를 두 번 입력하여 로그인 방법
을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Administrator 계정 역시 사용되지 않도록 잠겨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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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윈도우 비스타 이후의 윈도우즈에서는 Administrator 계정으로 로
그인하기 위해서는 이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을 풀어 로그인 화면의 사용자 목록에
Administrator 계정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잠금 해제 방법은 위에서 설명하였으며,
잠금을 해제하면 로그인 화면의 사용자 목록에 Administrator 가 나타나므로 로그인이 가능
합니다.

참고
참고

윈도우즈
윈도우즈 계정의
계정의 패스워드
패스워드 설정/변경하기
설정/변경하기 ………………………………………………
………………………………………………

■ 윈도우즈 XP의 경우
(1) 패스워드를 변경하려는 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 주의! 암호의 생성 또는 변경은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 이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
다. 다른 계정도 현재 로그인 된 계정이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일 경우 가능은 합니다
만, 일부의 정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계정에
대하여 보안되어 있는 정보들(예: 저장된 암호 등)이 모두 읽을 수 없는 상태로 파괴됩니
다.) 따라서 암호의 생성 또는 변경은 가급적 해당 사용자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하시기 바
랍니다.

(2) [시작] → [제어판] → [사용자 계정] 을 선택합니다.

(3) 암호를 생성/변경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메뉴가 출력됩니다.

※ Administrator 계정은 Administrator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안전 모드로 부팅한 경우
가 아니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 51. 사용자 계정 정보
변경 메뉴. 위쪽은 패스워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암호 만들기 메뉴가 출력되며,
아래쪽은 패스워드가 지정되
어 있는 경우로 암호 변경 메
뉴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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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정 메뉴에서 [내 암호 변경] 을 선택합니다.

※ 만약 암호가 설정되지 않은 계정에 암호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메뉴에서 [암호 만들기]
를 선택하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그 경우에 뜨는 화면은 “현재 암호 입력” 항목이 없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음의 암호 변경 화면과 유사합니다.

(5) 현재 사용 중인 암호, 그리고 변
경할 암호, 암호 확인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암호를 잊을 경우에
대비하여 암호 힌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XP 에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당연하게도, 없는 것
이 보안상 낫습니다만, 윈도우 비
스타 및 윈도우 7에서는 필수 사
항입니다.) 그리고 [암호 변경(C)]
을 클릭합니다.

(6) 다음 부팅시부터 변경된 패스워

그림 52. 패스워드 입력/변경 창.

드가 적용됩니다.

■ 윈도우 비스타/윈도우 7의 경우
(1) 패스워드를 변경하려는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 을 누릅니다.

(3) [암호 변경(C)] 을 클릭합니다.

(4) 현재 암호, 새 암호, 암호 확인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패스워드 생성/수정 입력 과정에서 현재 암호만 입력하고 새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암
호가 삭제됩니다. 현재 암호가 없고 새 암호를 입력하려면 그냥 새 암호와 암호 확인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는 윈도우즈 XP/비스타/7 공통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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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 박스에서, 필자가 어떤 경우에는 “관리자 계정”(또는 Administrator 계정) 이라는 용어를, 어떤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눈치 채고 계신 독자가 있을지 모
르겠습니다. 사실 이들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단은 서로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넘
어가 주십시오. 오해는 다음 절에서 권한을 설명하면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계정 이름의 관리

계정 이름에 대해서는 보안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덧붙일 이야기
는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Administrator 계정을

주 계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정도만 유의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비스
타 및 윈도우 7에서는 이 계정이 잠겨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
정 이름의 문제는 보안의 문제라기보다는, 컴퓨터 사용자의 개성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보통 윈도우즈를 설치할 때 정하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윈도우즈 XP의 경우: [시작] → [설정] → [제어판] → [사용자 계정] → [계정 변경] →
변경할 계정을 선택 → [이름 변경]
▪ 윈도우 비스타 및 윈도우 7의 경우: [시작] → [제어판] →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
→ [사용자 계정] → [계정 이름 변경]. 만약 현재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의 이름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 [다른 계정 관리] → 변경할 계정을 선택 → [계정 이
름 변경]

그렇다면, Administrator 계정에 연관된 보안 문제 –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계정이라는 점
에서 발생하는 문제 - 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계정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 Administrator 계정도 하나의 계정인
이상, 당연히 그 이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계정은 특수한 계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정 변경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
고, 조금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여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윈도우 비스타 또는 윈도
우 7에서 Administrator 계정의 잠금을 해
제하지 않았다면 이 방법은 의미가 없으므
로, 이 방법은 특히 윈도우즈 XP 에 대해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53. 윈도우즈 XP의 사용자 계정 정보 변경 메뉴.
Administrator 계정의 계정 변경 메뉴에는 “이름 변경”
메뉴가 없습니다. (비교: 상단의 일반 계정의 경우에는 내
이름 변경 메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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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Administrator
Administrator 계정의
계정의 이름을
이름을 변경하기
변경하기 …………………………………………………
…………………………………………………

Administrator 계정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하
의 설명 화면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XP의 화면입니다만, 윈도우 비스타나 윈도우 7의 경우에
도 화면 구성은 동일합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 비스타나 윈도우 7에서
Administrator 계정의 잠금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이 방법은 적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1) Administrator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관리 도구의 [컴퓨터 관리] 스냅인을 찾아갑니다.

▪ 윈도우 XP의 경우 : [시작] → [설정] → [제어판] → [관리 도구] → [컴퓨터 관리]
▪ 윈도우 비스타의 경우 [시작] → [제어판] → [시스템 및 유지 관리] → [관리 도구] →
[컴퓨터 관리]
▪ 윈도우 7의 경우 [시작] → [제어판] → [시스템 및 보안] → [관리 도구] → [컴퓨터 관
리]

(3) [시스템 도구] → [로컬 사용자 및 그룹]
→ [사용자] 를 선택합니다.

그림 54. 사용자 목록이 출력된 모습.

(4) 오른쪽 탭에서 Administrator 에 마우
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이름 바꾸
기]를 선택합니다.

그림 55. Administrator를 선택한 후 이름 바꾸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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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예에서는
Emergency 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림 56. Administrator를 Emergency 로 변경한
화면입니다.

(6) 시스템을 다시 부팅합니다.

■ Administrator 계정이 잠겨 있다면 굳이 계정의 잠금을 풀지 않는다.
■ Administrator 계정이 사용 가능하다면, Administrator 계정에는 반드시 패스워드를 걸
어 주고, 이 계정을 주 계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Administrator 계정의 이름 자체를 변경하면 좀 더 보안성이 향상될 수 있다.
■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계정에도 가능하면 패스워드를 걸어준다.
■ 패스워드는 영문 대소문자, 숫자, 가능하면 특수문자를 섞어서 사용하되, 사전에 있
는 단순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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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계정 컨트롤 (UAC, User Account Control)

윈도우 비스타가 윈도우즈 XP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사
용자 계정 컨트롤 (User Account Control, UAC, 이하 모두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표기
합니다) 의 도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 비스타, 더 나아가 윈도우 7로의 윈도우즈 업그
레이드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지요. 이 절에서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함께,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 사용자 계정 컨트롤의 설정 방
법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 계정 컨트롤의 이해

사용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 권한

바로 앞 절에서, 우리는 사용자 계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본 바 있
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Administrator 계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
지요. 그 부분에서, 필자가 “권한(Permission)” 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이번 절로 넘긴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Administrator 계
정(또는 관리자 계정)과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이 서로 다른 의미인데, 일단은 같은 것으
로 알고 넘어가자고 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윈도우즈 XP 이후의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사실 권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사용자 계정이라는 것
을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어려운 이야기를 최대한 잘게 쪼개어 이해가 편하도록 설명하
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앞에서는 권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오해를 하나 안고 이 절
로 넘어오셨을 것입니다. 즉, “사용자 계정은 관리자 계정인 Administrator 계정과, 관리자 계정이 아닌
나머지 계정들이 있고, 관리자 권한은 이 Administrator 계정을 이용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오해
말이죠. 대체 어디가 오해냐고요? 이 절을 다 읽으시면 이런 오해는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앞에서 윈도우즈 XP (혹은 윈도우즈 2000) 가 공개되면서 관리자 계정(Administrator 계
정)이 도입되었다고 썼는데, 관리자 계정이 뭐 하는 계정인가요? “시스템의 중요한 내용을 변
경할 수 있는 계정”이 바로 관리자 계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시스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계
정이다. 라고요. 그리고 이런 권한을 가리켜 “관리자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관리자 권한”이라는 것은 “관리자 계정”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데, 이러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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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권한”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운영체
제여야만 합니다. 즉 관리자 계정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윈도우즈 XP(혹은 윈도우즈
2000) 또는 그 이후의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이러한 권한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되
겠지요.

그렇다면, 윈도우 98/Me 또는 그 이전의 윈도우즈는 어땠을까요? 윈도우즈 2000/XP 이전
의 윈도우즈에서는 관리자 계정이 따로 없었고,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하더라도 제한 없이 모
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그
것은 모든 계정이 관리자 계정이어서가 아닙니다. 아예 “권한”이라는 개념이 윈도우즈 운영체
제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계정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운영체제였다는 것이지요.

그림 57. 윈도우즈 98의 로그인 화면. 사용자 이름은 Administrator 이지만, 사실 아무런 의
미도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2000/XP에서 관리자 계정이 도입되면서, 이에 따라 당연히 관리자 계정과 반대되
는 의미의, 즉 관리자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일반 사용자 계정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자 계정은 단 하나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즉, Administrator 계정만이 관리자 계정이고, 그 계정만이 관리자 권한을 쓸 수 있는 것일
까요?

필자는 바로 앞 절에서 사용자 계정을 설명하면서, 관리자 계정에 대해서 Administrator
계정 이외의 다른 계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필자는 의도적으로 독자에
게 “관리자 계정” = “Administrator 계정” = “관리자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 사
실은 이들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Administrator 계정은 관리자 계정이기 때문에(필자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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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Administrator 계정”을 “관리자 계정” 과 같은 의미로 쓰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당연히 관리자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은
Administrator 계정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의 계정을 만들면서, 그 계정에 “관
리자 권한”을 부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정”과 “권한”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어서, 특
정한 계정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윈도우즈 XP는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입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그 외 여러 가지 이유에서(다른 이유는 바로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하
겠습니다), 윈도우즈 XP는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모든 사용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주어버립니
다.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의 독자들 역시, 현재 컴퓨터를 “관리자 권한”하
에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앞 절에서, 윈도우 비스타나 윈도우 7의 경우에 Administrator 계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잠가 놓
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지요. 앞에서 그 내용을 보면서, 그렇다면 윈도우 비스타 이후의 운영체제에서는
어떻게 관리자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진 독자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독자가 있
었다면 이제 의문이 풀리셨을 것입니다. Administrator 계정이 없다고 해서 관리자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일률적인 Administrator 계정을 관리자 계정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안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보다는, 사용자가 윈도우즈를 설치한 후 최초로 만든 계정에 자동으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계
정 부여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리자 권한 남용의
위험성과 현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앞에서 Administrator 계정은 일상적인 용
도로 쓰면 안 된다고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했는데, 정작 대부분의
사용자가 쓰고 있는 사용자 계정 역시 Administrator 계정과 동일

한 권한을 갖는다는 건,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중요한 설정이나, 컴퓨터 내의 다른 계정(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자 계정은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
른 컴퓨터 사용 방법입니다. 보안상으로도 그렇고,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상적으로
는, 일반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이 아닌 “제한된 계정”(윈도우즈 XP) 또는 “표준
사용자”(윈도우 비스타/윈도우 7) 계정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
̇ ̇ ̇ ̇ ̇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시스템이나 다른 사용자
다. 실수로라도
계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대부분의 작업은 관리자 권한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꼭 관
리자 권한이 필요한 일부의 경우에만 관리자 계정을 통해 작업하면 됩니다. 이러한 구분 없
이, 항상 관리자 권한을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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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권한 남용의 위험성을 간단한 예를 들어서 확인해 봅시다. 어떤 질 나쁜 프로그램 – 보통은 악성
코드 - 이 내 컴퓨터에 침투했다고 합시다. 이 녀석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행
̇ ̇ 관리자
̇ ̇ ̇ 권한부터
̇ ̇ ̇ ̇ 획득하려고
̇ ̇ ̇ ̇ ̇ 할̇
위 – 정보를 훔쳐낸다던가, 시스템을 파괴한다던가 – 를 하기 위해서 일단
것̇ 입니다. 어떤 계정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그 사용자 계정에 주어진 권한 하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침투한 사용자의 계정이 관리자 권한을 갖는 계정이라면, 그 악성 코드는
손쉽게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성 코드가 침투한 사용자 계
정이 표준 사용자(또는 제한된 계정) 권한을 갖는 계정이라면, 악성 코드가 원하는 관리자 계정의 획득은
시스템에 의해서 거부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악성 코드는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수
행에 상당한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권한을 관리자 권한과 사용자 권한으로 처음으로 나누기 시
작한 윈도우즈 2000/XP는, 보안상 관리자 권한을 갖는 Administrator 계정 이외에 다른 일
반 사용자 계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표준 사용자(또는 제한된 계정) 권한으로 발급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윈도우즈 XP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 계정을
만듦에 있어서 관리자 권한을 남발하고 있었습니
다. 윈도우즈 XP는 그 설치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
든 계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관리자 권한(“컴퓨터
관리자”)을 부여하였고, 다만 추가적인 별도의 권한
조정을 통하여 일부 시스템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계정(“제한된 계정”)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예
상되는 권한 부여 방식과 정 반대로 동작하고 있었
던 것이지요. 어째서?
그림 58. 윈도우즈 XP 설치 중 사용자 입력 화
면. 여기에서 설정한 사용자는 모두 기본적으로
관리자 권한을 갖게 된다.

윈도우즈 XP에서 기본값으로 권한을 “컴퓨터 관
리자” 계정으로 발급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들과의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윈도우즈 98 시
̇ ̇ ̇ ̇ ̇ 개념이
̇ ̇ ̇ 없던
̇ ̇ 그̇ 시절에
̇ ̇ ̇ 만들어진
̇ ̇ ̇ ̇ 수많은
̇ ̇ ̇ 프로그램들
̇ ̇ ̇ ̇ ̇ 이, 윈도우즈 XP 하에서
절, 권한이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권한을 얻지 못해 숱한 오류를 내면서 오동작하는 광경을 보
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권한에 관한 개념이 없었을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어려
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윈도우즈 XP 당시의 “제한된 사용자” 계정은, (프로그램 호환성 때문이 아니라도) 그 사용을 권하
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권한에 너무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스템 트레이의 날짜와
시간을 변경하는 것마저 제한을 받았습니다. 윈도우즈 XP의 경우 관리자 권한에 속하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자 권한을 갖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은 극대화되었습
니다. 일반 사용자로서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하는 일의 범위를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한, 마이크로소프
트의 또 하나의 삽질 사례로 기록될 만 합니다. 윈도우 7의 “표준 사용자” 계정은 윈도우즈 XP의 “제한된
사용자” 계정에 비해서는 좀 더 “쓸 만 한”, 유연한 권한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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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사용자 계정의 기본적인 권한을 관리자 권한으로 설정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택
은, 보안의 관점에서는 비판받을 만한 것이었으되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선택
이었습니다. (윈도우 비스타 출시 이후에 발생한 혼란을 생각한다면, 윈도우즈 XP 출시 당시
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택은 오히려 현명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프로그램 제조사들이 윈도우즈 XP의 변경된 시스템에 맞추어 과도한 관리자 권한의 사
용을 줄여나간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프로그램 제
작사에 대해 관리자 권한을 불필요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분
위기가 잘 정착된다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윈도우즈 XP의 다음 버전쯤에서는 충분히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그러나 세상일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도 느렸고, 마이크로
소프트는 이상하리만큼 삽질에 삽질을 거듭하면서, 곧 나올 것이라 생각되었던 윈도우즈 XP
의 차기 버전은 차일피일 미뤄져만 갔습니다. 먼 옛날 사용자 편의를 위해 느슨하게 잡아놓은
많은 보안의 요소들은 급변한 환경 속에서 공격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고, 윈도우즈 XP는
어느 새 보안의 측면에서 부실한 운영체제라는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게 되었죠.

윈도우 비스타의 등장,
그 파문의 시작

그리고 2007년 1월, 드디어 윈도우즈의 새 버전이 윈도우 비스타
라는 최종적인 이름표를 달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윈도우 비스타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컴퓨터 세상에 파문을 일으켰는데, 고사양

컴퓨터에서조차도 느껴지던 그 무거움과 함께, 그 못지않게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것은 바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었습니다. 뭘 좀 하려고 하면 튀어나오는 귀찮은 권한 부여 확인창은 약
과, 기존에 잘 돌아가던 프로그램들이 권한 문제로 아예 돌아가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행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위해 일일이 마우스 우클릭 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눌러줘
야 하는 귀찮음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고질적인 관행이었던 ActiveX 오
용 내지 남용이 함께 문제가 되어, 사기업의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기관 사
이트마저도 한동안 윈도우 비스타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지요.

그 결과, 윈도우 비스타가 출시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인터넷 게시판은 사용자 계정 컨트
롤을 끄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도배가 되다 시피 했죠. 최신의 윈도우즈 버전인 윈도우 비
스타가 설치된 새 컴퓨터를 구입한 사용자들은 아예 윈도우 비스타를 “날려버리고” 구 버전인
윈도우즈 XP로 돌아가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윈도우 비스타 특수를 기대하고
신제품을 출시한 컴퓨터 제조사들은 정품 윈도우즈 다운그레이드 권한을 요구하는 사용자들
과, 다운그레이드를 허용할 수 없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서 한동안 샌드위치 신세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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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습니다.

사실 윈도우 비스타 초기의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지나치게 융통성 없이 동작했던 것이 사
실입니다. 지나치게 편의성에 치우쳐 있던 윈도우즈 XP와, 여러 번의 보안사고를 겪으면서 늘
어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 윈도우 비스타를 디자인한 사람들이 약간 균형감
각을 잃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윈도우 비스타 출시 2년 후 등장한 윈도우
7의 경우, 윈도우 비스타보다 훨씬 융통성 있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로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의
개념과 동작 원리

사용자 권한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윈도우 비스타의 사용자 계정
컨트롤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멀리멀리 돌아왔습니다. 이번 절
에서도 뒷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길게 했는데, 이것은 일반 사

용자들의 사용자 계정 컨트롤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
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런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많은 지면을 할
애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야 사용자 계정 컨트롤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관리자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자 권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정”과 “권한”은 원래 분리되는 것으로써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업무
는 관리자 권한이 아닌 표준 사용자 권한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네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평상시에는 표준 사용자
권한으로 사용하다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에만 그 작업에 관리자 권한을 부여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면, 좀 더 안전한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을 할 때에는 표
준 사용자의 권한으로 동작하다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사용자에게
그 명령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일임을 알리고, 정말로 그것을 실행할지(즉, 관리자 권한을
사용할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면 단순히 확인만으로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없던 시절의 윈도우즈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르
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만약 현재의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이
없는 계정의 사용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윈도우즈 XP 시절에는, 현재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이 없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윈도우즈는 권한이 없다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해당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권한이 없는 작업을 시도한 결과이니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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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컨트롤을 이용하여 권한을 관리하는 윈도우
비스타 이후의 운영체제에서는 약간 상황이 달라
집니다. 해당 작업이 일단 중단되는 것은 같지만,
그와 동시에 시스템에 존재하는 관리자 권한을 갖
는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하여 그 작업에
대해서만 임시로 관리자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표준 사용자 계정으로 컴퓨터를 사용
하더라도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관리자 권한을 사
용할 수 있으므로, 큰 불편 없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상이 사용자 계정 컨트롤

그림 59. 관리자 권한이 없는 계정으로 관리자 권
한이 필요한 명령을 수행한 경우. 실행을 위하여
지정된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요구한다.

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을 관리자 권한으로 할당할 것인가의 기술적인 문제만 남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면 보안상 여러 가지 이점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보안상 유리한
것은, 사용자 모르게 관리자 권한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악의적인 시도가 관리자 권한을 통하여 시스템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수반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확실한 보안 대비책이 됩니다.

필자 역시, 사용자 계정 컨트롤 덕분에 악의적인 공격을 알아내고 피해를 방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달(2011년 6월)에 있었던, 모 신문사 웹 사이트가 공격당하여 악성 코드의 배포 페이지로 악용되었던
그 사건 때입니다. 웹 페이지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뜨면서 어디서 많이 본, 악성 코
드가 파일명으로 참 많이도 사용하는 파일명이 딱 보이더군요. 패치되지 않은 보안 허점 때문에 이미 악성
코드는 필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었고, 이제 실행되려던 참이었던 것입니다. 신종의 악성 코드여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실시간 감시로도 잡아내지 못했지요. 바로 실행을 차단한 후에 악성 코드 신고를 마
치고, 필자의 블로그와 몇몇 사이트에 관련 사실에 대한 경고 글을 등록했습니다. 그 전까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용자 계정 컨트롤의 가치를 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용자 계정 컨트롤의 아이디어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순
전히 독자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리눅스 계열의 많은 버전에서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
할 때에 명시적으로 관리자 권한을 붙여서 실행하는 형태의 실행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었
습니다. (예: 우분투 리눅스의 sudo) 이를 윈도우 비스타가 자신의 방식으로 도입한 것이죠.
물론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 그들의 선택과 노력을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통해 권한을 관리하게 되면서 표준 사용자 계정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
도 큰 불편 없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잘만
사용한다면, 굳이 계정 자체의 권한을 표준 사용자 권한으로 하여 사용할 필요도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
각도 듭니다.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제지 없이 관리자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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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적인 관리자 권한 사용 시도를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적절히 경고해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2) 사용자 계정 컨트롤의 사용 및 설정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언제 동작하는가?

일반적으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시스템의 주요 설정을 변경하
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명령을 수행할 때에 동작합니
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경고 메시지

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하의 목록은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늘어놓은 것은 아니며, 사용자 계
정 컨트롤이 동작하는 (필자가 주로 만났던) 주요한 경우만 열거한 것입니다.

▪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
▪ 시스템 드라이브의 중요 폴더에 파일을 복사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
(예: Program Files 폴더, Windows 폴더 등)
▪ ActiveX를 설치하려는 경우
▪ 드라이버 설치 등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작업의 경우
▪ 다른 사용자나 권한 하에 있는 폴더나 파일 등을 열려고 시도하는 경우
▪ 방화벽 설정, UAC 설정, 사용자 권한 설정 등 보안에 중요한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등.

일단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동작하
면, 화면이 까맣게(어둡게) 변하면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 확인 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진 상태
에서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 확인 창
이외의 다른 부분은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입력을 해도 어떠한 반응도 보
이지 않으며, 마우스를 이용하여 직접
[예] 또는 [아니오] 버튼을 클릭해야만
합니다. 이를 “보안 데스크톱” 이라고

그림 60. 사용자 계정 컨트롤의 실행 화면.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오직 사용자 계정 컨트롤 확인 창만 강조되며, 이 곳만 마우스를
이용하여 클릭할 수 있다.

하는데, 사용자를 현혹시키려는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흉내내거나 사용자 계정 컨트롤 창이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용자 계정 컨트롤 창을 특별히 강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에 실행 권한을 주게 되며, [아니요]를 선택하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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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작을 차단하게 됩니다.

앞에서 그렇게도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찬양했던 필자이지만,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과거 ActiveX 와 관련된 사례에서와 같이,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끄고 사용하세요.” 라던가, “시꺼먼 화면
̇ ̇ ̇ [예]를 클릭하세요.” 와 같은 개념 상실한 도움말이 판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
에 창이 보이면 무조건
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끔, 윈도우 비스타나 윈도우 7에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끄고 실행하세요”와 같은 답변이 달리는 경우를 보게 됩
니다. 과거 ActiveX 보안 대란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배운 것이 없는 것인지…….

사용자 계정 컨트롤 확인 창은 권한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서 특징적인 색깔과
아이콘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참고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형에
유형에 따른
따른 사용자
사용자 계정
계정 컨트롤의
컨트롤의 표시
표시 ……………………………………
……………………………………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관리자 권한을 요
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서 오
른쪽과 같은 특징적인 색상과 아이콘으로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총
가지 수는 4가지이지만, 빨간색 바탕에 엑
스표가 그려진 방패 모양 아이콘이 출력되

그림 61. 사용자 계정 컨트롤의 유형별 화면.

는 경우는 시스템 관리자가 실행을 금지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에 그 실행이 거부되면서
출력되는 것으로, 일반 사용자가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만날 일은 아마도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하는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 파란색 바탕에 십자 방패 모양 아이콘: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는 프로
그램 (대개는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대개는
보안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려 하는지와 그것이 내가 명령한
것이 맞는지 정도는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

▪ 파란색 바탕에 물음표가 그려진 방패 모양 아이콘: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의 다른 회사에
서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개의 경우 인지도
있는 유명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변형되지 않은 원본임을 확인하는 디지털 서명
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킵니다. 이 경우도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려 하는지, 자신이 요구한
작업이 맞는지와 함께, 그 게시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게시자인지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 노란색 바탕에 느낌표가 그려진 방패 모양 아이콘: 권한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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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실
모든 프로그램에 디지털 서명이 되어 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거의 디지털
서명을 하지 않았고, 요즘도 하지 않는 경
우는 많습니다. 심지어 마비노기 클라이언
트도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
러나 일반적으로, 공신력 있는 디지털 서명
이 되어 있는 위의 두 가지 유형과 비교한
다면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유
형인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정상적인

그림 62. 악성 코드 (scvhost.exe) 가 실행되려던
중 사용자 계정 컨트롤에 검출된 장면. 상단 제목
줄이 노란색 바탕에 느낌표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프로그램이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안전하다
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는 등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유형입
니다. 악성 코드의 경우 거의 이 쪽 유형에서 검출된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의 변경

사실 이 항목을 쓸까 말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용자 계
정 컨트롤 설정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대개의 경우 사용자 계정 컨
트롤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보안 수준의 하향 변경이 주된 용도가

될 것인데 (기본 설정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우 윈도우 비스타에
준하는 설정으로써 전혀 그렇게까지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절대로 권장할 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의 보안 수준을 변경하는 것은 꼭 필
요한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보안상 이점은 상당한 것이기에, 윈도우 비스
타나 윈도우 7을 사용하면서 이 기능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들을 사용하는 의미를 상당 부분
반감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참고

사용자
사용자 계정
계정 컨트롤의
컨트롤의 동작
동작 수준
수준 변경
변경 내지
내지 동작
동작 중지하기
중지하기 …………………………
…………………………

사용자 계정 컨트롤 제어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윈도우 비스타/윈도우 7의 제어판 특
성상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씩만을 소개합니다.

▪ 윈도우 비스타의 경우: [시작] → [제어판] →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 → [사용자 계
정] → [사용자 계정 컨트롤 사용/사용 안 함] 선택
▪ 윈도우 7의 경우: [시작] → [제어판] →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 → [사용자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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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 선택

메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윈도
우 비스타의 경우 사용자 계정 컨트
롤의 자세한 동작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 메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켜고 끄는 기능만을 제공합니다. 아래
화면의 슬라이더 메뉴는 윈도우 7의
그것으로써, 총 4단계의 사용자 계정
컨트롤 메뉴를 지원합니다.

▪ 1단계 (가장 낮은 수준) : 사용
자 계정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습
니다. 프로그램의 컴퓨터 변경에
대해서 알리지 않습니다.

▪ 2단계 (아래에서 두 번째) : 사

그림 63. 윈도우 7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 보호
수준 조절 슬라이더.

용자 계정 컨트롤을 사용하되, 사용자가 직접 윈도우즈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으며, 보안 데스크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지 않으므로 구형 그래픽카
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일부 프로그램의 화면 출력이 오동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보안 수준이 하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3단계 (아래에서 세 번째, 기본값) :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사용하되, 사용자가 직접 윈도
우즈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으며, 보안 데스크톱을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
컨트롤 확인 창을 표시합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는 보안 데스크톱을 사용하므로 다른 프로
그램의 간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슬라이더의 가장 위 값) : 가장 높은 수준으로써, 사용자 모르게 프로그램이 설정
을 변경하려 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동작합니다. 또
한 사용자가 직접 윈도우즈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알림 창을 띄웁니다. 너무 자주
알림창을 보게 될 수 있지만, 평소에 자신의 시스템 사용 성향이 보안상 위험하다고 생각
된다면 (와레즈 사용, 성인 사이트 방문, P2P의 잦은 사용, 비정품 프로그램이나 크랙 프
로그램 등의 잦은 사용 등) 이 설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 계정 컨트롤의 알림 설정의 세부적인 부분은 정책 편집기를 통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좀 더 세밀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직접 건드리는 것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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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이 책
에서는 설명하지 않
습니다. 또한 정책
편집기를

이용해야

하므로 윈도우 비스
타 및 윈도우 7의
가정용

에디션

(Home

Premium

또는 그 이하) 에서
는 설정할 수 없습
니다.

그림 64. 윈도우 7의 정책 편집기 중 보안 옵션 항목. 사용자 계정 컨트롤
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 윈도우 비스타 / 윈도우 7 사용자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끄지 않고 적절히 사용
한다. 윈도우즈 XP 사용자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성
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134

3. 자동 실행 - 또 다른 악의 축 이야기

ActiveX와 함께, 최근까지 악성코드 유포의 일등공신이자 대표적인 악의 축으로 지탄받고
있는 녀석이 바로 자동 실행(오토런, autorun.inf)입니다. 저 역시 이 녀석 때문에, USB 디스
크건 SD 디스크건 이동식 하드 디스크건, 어디 바깥 컴퓨터에 한번 꽂았다 가져오면 처참한
몰골이 되어 돌아오는 사태를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에, 이 녀석이 (최소한 저에게는) 거의 피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된 지금도 이 녀석에 대한 감정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이 자동 실행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자동 실행이라는 기능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것
입니다.

(1) 자동 실행 기능의 이해

자동 실행 기능의
존재 이유

이런 가정을 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어떤 CD 타이틀 프로그램의
̇ ̇ ̇ ̇ 같은 것이면 딱 좋겠군요. 이 프로
제작자라고 해봅시다. 백과사전
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CD에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

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CD타이틀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해서 CD를 넣
은 드라이브를 클릭한 후 그 드라이브 안에 있는 SETUP.EXE를 실행하세요. 그리고 설치가
되면 바탕 화면에 있는 백과사전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라고 설명을 하려니 답답한 겁니다.
이 백과사전을 쓸 사람들이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도 이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CD만 넣으면 자동으로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또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백과사전이 실행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
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럴 때 쓰라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자동 실행 기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
면 되겠네요. 설치와 실행을 담당하는 런처[실행기, launcher]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것입
니다. 그 프로그램은 백과사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백과사전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백과사전이 설치되어 있다면 백과사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CD
가 삽입되면 이 런처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자동 실행 기능을 이용하여 설정해 두
는 거죠. 그러면 이 백과사전 CD를 산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컴퓨터를 켜고, 부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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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나면 이 CD를 단순히 CD 드라이브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설치가 끝나면 자동으로 백과사전이 실행될 겁니다. 다음에는? 다시 CD가 읽혀지
면 이미 백과사전은 설치가 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백과사전이 실행되겠죠. 컴퓨터를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이 백과사전 CD 타이틀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
요? 아주 좋은 기능이지 않나요? 이것이 원래 이 자동 실행 기능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지금
도 이것이 존재 이유이긴 하죠.)

자동 실행 기능의
동작 원리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참 좋은 기능인데, 도대체 왜 이 좋은
기능이 이렇게 악의 축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일까요? 자동 실행
기능의 실질적인 위험성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로 윈도우즈가 구체

적으로 어떻게 자동 실행을 구현하는지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막 윈도우즈가 드라이브에 디스크가 삽입된 것을 인식했습니다. 윈도우즈는 일단
이 디스크가, 과거에 자신이 읽은 적이 있는 디스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모든 디스
크는 포맷될 때 윈도우즈가 인식할 수 있는 고유한 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이 번호를 이용
하면 이 디스크가 과거 내가 읽은 디스크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
레지스트리 (Registry)

면, 그 고유번호 그대로는 아닙니다. 디스크를 포맷할 때 출력되는
디스크의 고유번호와, 레지스트리에 저장되는 디스크의 고유번호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시
스템의 거의 모든 설정과 선

서로 같지 않거든요. 자릿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냥 이런 방식

택 항목을 담고 있는 데이터

이라는 분위기만 파악하도록 하세요.)

베이스. 모든 하드웨어, 운영
체제,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
램, 사용자 PC 선호도 등에
대한 정보와 설정이 들어 있
다. 사용자가 제어판 설정,
파일 연결, 시스템 정책, 또
는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변
경하면, 이에 따른 변경 사항
들이 레지스트리에 반영되어

만약 이 디스크가 과거에 읽은 적이 없
는 새로운 디스크라면, 이제 윈도우즈는
해당 디스크의 루트 폴더에 autorun.inf
라는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저장된다. 과거 윈도우즈 이

autorun.inf 파일이 있다면 이를 읽어들

전에는 이런 설정들이 별도

입니다. 이 파일 안에는 (당연히) 디스크

의 파일(.INI 파일)로 저장되
었기 때문에 이들 설정을 관
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윈도우즈

95부터

다.

그림 65. Caesar 3 CD 에 포
함된 autorun.inf 파일의 일부.
open= 뒤에 지정되어 있는 파
일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된다.

가 인식되면 어떤 파일을 실행하라는 지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
다. 오른쪽 위의 그림은 Caesar 3이라는 옛날 게임의 자동 실행 설

위하여
도입되었

정 파일을 그대로 옮겨온 것인데, 이 설정대로라면 이 CD가 읽혀지
면 자동으로 autorun.exe 라는 파일이 실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읽

어들여진 autorun.inf 파일의 자동 실행 정보는, 그 디스크의 고유번호와 함께 레지스트리의
특정한 영역(레지스트리의 MountPoints2 키 이하)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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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앞의 그림에서 예시한 Caesar 3 CD를 읽어들인 후.
autorun.inf 파일의 설정이 레지스트리에 입력되어 있다. 다음에 이 CD가
다시 삽입되면 윈도우즈는 autorun.inf 파일을 CD에서 읽는 대신, 이 설
정을 참조하여 자동 실행을 수행한다.

만약 윈도우즈가 인식한 디스크가 과거에 읽은 적이 있는 디스크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
다면, 윈도우즈는 현재 디스크에 있는 autorun.inf 파일을 읽기 전에, 레지스트리에 이전에
읽어서 저장해 둔 자동 실행 정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존재한다면 레지스트리에 저장
되어 있는 자동 실행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지정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결과적
으로 현재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autorun.inf 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할까요? CD롬 등의 광학 디스크의 읽기 속도는 다른 디스크에 비해 상당히 느립니
다. (초기의 자동 실행은 CD 등의 미디어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과거에는 더욱 그랬겠지요. 따라서 디스크에서 파일을 다시 읽어오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면
성능상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의 내용은 윈도우즈 시스템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더욱 유리합니다. 재기록이 불가능한 CD롬 등에 사용되던 자동 실행의 특성상, 일단 읽어들여진
autorun.inf 파일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매번 다시 읽지 않더라도 내용은 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죠. 상당히 머리를 쓴 시스템 설계입니다. 그러나 이 설계는 후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
당한 문젯거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자동 실행 잔혹사 :
왜 문제가 되는가?

필자의 기억으로는, 이 기능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
은 윈도우즈 XP가 등장하고도 한참이나 지난 이후, 구체적으로는
2006~2007년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자동 실행 기능 자체는 윈도

우즈 95 시절부터 있었던 것인데, 왜 뒤늦게 이런 기능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이
제부터 살펴보게 될 내용은, 자동 실행 기능이 자타 공인 “공공의 적”으로 전락하게 된 두 가
지 변화에 대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자동 실행 기능의 대상 미디어가 확대된 것입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CD타이틀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한 것이 자동 실행 기능의 시작이었기 때
문에, 초기의 자동 실행 기능은 그 사용 영역이 CD-ROM에 한정되었습니다. CD-ROM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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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불가능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미 CD-ROM에 저장되어 있는 자동 실행 설정 파일
(autorun.inf)를 사후에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 기능을 악성코드 제작자들이 악용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와레즈(Warez) 등에 게임이나 기타 프로그램
의 CD 타이틀 이미지(.ISO 파일)를 변조하여 업로드 하는, 즉 CD 이미지 안에 악성코드를 저
장한 후 autorun.inf 파일을 변조하여 악성코드가 실행되도록 한 몇몇 사례가 있었을 뿐입니
다. 그나마 이것도, 자동 실행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와레즈 이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로
치부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윈도우즈 XP 서비스팩 2에서 시작됩니다. 윈도우즈 XP 서비스팩 2는, 이 자
동 실행 기능을 CD-ROM/DVD-ROM 타이틀 이외에, 일반 하드 디스크 등 다른 재기록 가능
한 모든 이동식 매체에 사용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자, autorun.inf
파일은 CD-ROM/DVD-ROM 이외에 하드 디스크, USB 디스크, SD 카드 등 모든 종류의 재
기록 가능 매체에서 동작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런 디스크에 autorun.inf 파일을
기록하거나, 이미 기록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을 변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초기에 자동 실행 기능을 설계하면서 세운 대전제, 즉 한번 기록된
autorun.inf 파일은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무너뜨리는 상당히 위험한 변화였습니다. 한 번
읽어들여진 autorun.inf 파일은 다시 읽지 않기 때문에, 처음 디스크가 인식되어 autorun.inf 파일이 레지
스트리에 기록된 이후에는 autorun.inf 파일이 수정되거나 심지어 삭제되더라도, 이러한 변화를 윈도우즈
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미 다 바뀌었는데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당연히 오류가 발
생할 것이고, 그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윈
도우즈 XP의 관련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USB디스크에 정체불명의 autorun.inf 파
일을 발견하고 삭제하였지만, 이미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자동 실행 데이터로 인해 악성코드가 그대로 실행
되어 버리는 문제, autorun.inf 를 악용하는 악성코드를 치료(삭제)한 후 치료된 디스크에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없는 문제 등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빈발했습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진 상황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autorun.inf 파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자동 실행 설정의 레지스트리 캐시를 포기하거나,
원래의 설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1년 2월, 윈도우 XP,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서버 2003/2008 에 대하여
KB971029 패치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적용하면, 자동 재생의 자동 실행 항목은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자동 실행 메뉴는 CD 및 DVD 드라이브에서 채워진 항목만 표시됩니다. 결과적으로 USB 미디어
(USB 디스크, USB 하드디스크 등 포함)에서는 자동 실행 기능이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과거의 정책
으로 복귀한 셈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런 기능적인 변화는 아직 문제의 씨앗이 뿌려진 데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재기록 가능한 이동식 디스크들이 활발하게 이용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잘 해봐야
재기록 가능한 광 미디어(CD-RW/DVD-RW)가 제한적으로 이용되었을 뿐, 다른 종류의 이동
식 미디어 – Zip드라이브 등 – 는 대중적으로 이용되기에는 가격도 비쌌을 뿐만 아니라,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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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용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플로피디스크가 그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USB 디스크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USB 2.0의
일반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려간 가격, 빠른 속도와 큰 용량이 결합하자, 그
야말로 이동식 미디어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새 전산실에서는 플로피디스크
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 빈 자리는 USB 디스크를 들고 다니는 사
람들이 채우게 되었지요.

이렇게 되자, “어둠의 세계”에서는 이 혁명적인 변화에 주목하게 됩니다. USB 디스크를 이
용하는 새로운 악성 코드 유포의 가능성이 보이게 된 것이죠. 요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디스크에 감염되면서, 디스크의 루트 폴더에 자신을 가리키는 autorun.inf 파일만 하나 더 만
들어넣도록 프로그래밍하면 되는 일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사용자가 autorun.inf 파
일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네요. 그야말로 신세상입니다.
힘들게 윈도우즈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안 허점 따위 헤집고 다닐 필요조차도 없으니 말입
니다. 감염의 숙주가 될 만한 USB 디스크는 세상에 널렸습니다. USB스틱, MP3플레이어,
USB 하드디스크, 디카의 SD카드……. 자동 실행의 특성상 감염되어 있는 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하기만 해도, 자동 실행 기능이 동작하면서 악성 코드를 실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모두가 잘 알고 있기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2) 자동 실행 기능 악용에 대한 대응 방법

자동 실행의 역사 이야기는 이 정도로 그치고, 실질적인 방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 ̇ ̇ ̇ XP
̇ ̇ 의 경우, 자동 실행을 통해 실행되는 악성코드를 제대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윈도우즈
막기 위해서는 자동 실행 기능을 완전히 끄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악성코드만
선별적으로 실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기능 자체를 끄는 것이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윈도우 비스타 및 윈도우 7의 경우, 자동 실행의 동작 방식이 변경된데다, 사
용자 계정 컨트롤의 도입으로 인하여 자동 실행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는 가능하
므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동 실행 기능 끄기

일단, 자동 실행을 끄는 방법은 윈도우즈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습
니다. 현재 자신이 사용하는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

법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기능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는 사실입니다. 윈도우즈 2000에서부터 윈도우즈 서버 2008까지의 모든 윈도우즈에는 자동
실행을 해제하는 부분에 버그가 있었습니다. 자동 실행 기능을 끄더라도 autorun.inf 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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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읽어들여지고 있었고, 또한 미디어를 삽입할 때에는 실행되지 않던 자동 실행 기능이 윈도
우 탐색기 등에서 해당 미디어를 여는 순간에는 여지없이 작동을 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버그는 2009년 초에야 수정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9년 2월에 제공된 보안 패치
KB950582, KB953252, KB967715를 통하여 각각 윈도우즈 2000, 윈도우즈 XP, 윈도우 비스
타, 윈도우즈 서버 2003, 윈도우즈 서버 2008의 관련 문제점을 수정하였습니다. (윈도우 7에
는 이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패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들 패치를 먼저 수행
한 후에 자동 실행 기능을 비활성화 하여야만 제대로 자동 실행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윈도
우 7 이전의 윈도우즈의 경우, 이 이외에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KB971029 패치를 함께 수
행하여 기록 가능한 미디어에 대해서 자동 실행 기능을 중지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참고

윈도우즈의
윈도우즈의 자동
자동 실행
실행 기능
기능 끄기
끄기 …………………………………………………………
…………………………………………………………

정상적으로 자동 실행 기능을 끄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정상화하는 윈도우즈 패치들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윈도우즈 2000 및 XP의 경우에는 업데이트
KB967715가, 윈도우 비스타의 경우에는 업데이트 KB950582가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단, 윈
도우 비스타의 경우 서비스팩 2를 적용한 경우 이미 패치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별도로 패치하
지 않아도 됩니다. 패치가 끝난 후 시스템을 다시 부팅하고 아래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윈
도우즈 버전이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어판의 자동 실행 항목을 이용하는 것
이 가장 편리하며, 그 다음은 정책 편집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윈도우즈 XP 홈 에디션의
경우는 두 방법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레지스트리를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윈도우 7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즈 XP

Ultimate
Professional

Home
Starter

Ultimate
Business

Home
Starter

Professional

Home

정책 편집기를
이용하는 방법

○

×

○

×

○

×

제어판의 자동실행
항목을 이용

○

○

○

○

×

×

레지스트리의 직접
수정 방법을 이용

?

?

?

?

○

○

표 4. 운영체제와 에디션에 따른 자동 실행 설정 해제 방법. ○는 사용 가능한 방법, ×는 사용 불가
능한 방법을 의미한다. ?의 경우는 이론상 가능하지만 필자가 테스트해 보지 않은 방법으로써, 동작
을 보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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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편집기를 이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윈도우즈 XP/윈도우 비스타/윈도우 7의 업무용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
다. 윈도우즈의 정책 자체를 변경하는 작업으로써 가장 강력한 설정이 됩니다.

(1) [시작] → [실행] → gpedit.msc 를 실행합니다. 윈도우 비스타 및 윈도우 7에서는 시작
버튼을 누른 후 나타나는 검색/실행 창에 gpedit.msc 를 입력합니다. 윈도우즈 정책 편집
기가 실행됩니다.

(2) 자신의 윈도우즈 환경에 따라 다음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 윈도우즈 XP : [컴퓨터 구성] → [관리 템플릿] → [시스템]
▪ 윈도우 비스타 및 윈도우 7 : [컴퓨터 구성] → [관리 템플릿] → [Windows 구성 요소]
→ [자동 실행 정책]

(3) 세부 항목 중 [자동 실행 사용 안 함]
을 더블클릭합니다.

(4) 설정을 [사용(E)] 로 바꾼 후, 그 아래
의 대상을 "모든 드라이브" 로 설정하고,
[확인] 또는 [적용(A)] 을 클릭합니다.

(5) 정책 편집기를 끄고 컴퓨터를 다시 시
작합니다.

■ 제어판의 자동 실행 항목을 이용

그림 67. 자동 실행 사용 안 함 설정 화면. 이 화면
은 윈도우 비스타의 화면이지만, 윈도우즈 XP나 윈도
우 7에서도 기본적인 설정 항목은 동일합니다.

이 방법은 윈도우 비스타 및 윈도우 7의
모든 에디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시작] →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 → [자동 실행] 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2) “모든 미디어 및 장치에 자동 실행 사용(U)” 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3) 하단의 [저장(S)]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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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트리의 직접 수정 방법
윈도우즈 XP 홈 에디션에는 정책 편집기(gpedit.msc)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 실
행 기능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책 편집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레지스트리를 수정하여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단, 레지스트리는 잘못 수정되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레지스트리 편
집기는 별도의 저장 버튼이 없으며, 수정과 동시에 저장되어 반영됩니다.

(1) [시작] - [실행] - regedit 를 실행하여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2) 레지스트리에서 다음의 항목을 찾아갑니다.

HKEY_CURRENT_USER ► Software ► Microsoft ► Windows ►
CurrentVersion ► policies ► Explorer

(3) 오른쪽 패널에서 NoDriveTypeAutoRun 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4) 값 데이터 상자에 0xFF (또는 16진수를 체크한 후 FF)를 입력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한 다음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종료합니다.

(6)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일부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경우, 자체적으로 자동 실행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러한 기능을 가진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을 켜 놓는 것만으로도 자동 실행
차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국내산 무료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중에서는 V3 Lite와 알
약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백신의 경우 해당 설정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기능
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 실행 기능을 끄는 데 있어,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autorun.inf 의 내용을 레지스트리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 실행 정보에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점 자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자동 실
행 기능을 동작하지 않도록 꺼 놓더라도, 이 자동 실행 정보 저장 기능은 해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자동 실행 기능이 꺼져 있더라도, 컴퓨터에 연결되는 디스크에
존재하는 autorun.inf 파일의 내용은 그와 관계없이 레지스트리에 기록됩니다. 이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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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KB950582, KB953252, KB967715 패치를 적용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자동 실행 기능이 다시 켜지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역
습을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의 악성코드 중 일부는, 레지스트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들
자동 실행 관련 설정을 무단으로 변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사용자 계정 컨트롤 기능이 없는 윈도우즈 XP의 경우, 일단 악성
코드가 실행되면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등이 그 동작을 막지 않는 한 악성코드가 시스템 설
정을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윈도우즈 XP에서는 아예
자동 실행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경우들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동 실행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아예 윈도우즈에서 autorun.inf
파일을 읽지 않도록 설정하기도 합니다. 윈도우즈의 특성을 이용한 편법이지만, 생각보다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동 실행 기능의 대상 미디어를 제한하는 KB971029 패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재기록 가능한 이동
식 미디어에 대해서는 autorun.inf 파일도 무시됩니다. 따라서 이 패치까지 적용한 경우에는 아래에 설명
하는 autorun.inf 파일을 읽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큰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각각의 상
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참고

윈도우즈에서
윈도우즈에서 autorun.inf
autorun.inf 파일을
파일을 읽지
읽지 않도록
않도록 설정하기
설정하기 ……………………………
……………………………

이 방법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패치가 발표되기 전, 자동 실행 기능이 동작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이용되었던 방법입니다. 일단 이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
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윈도우즈가 레지스트리를 사용하기 전, 모든 설정을 .INI 파일로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
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적 있죠?) 그러나 레지스트리를 이용하는 현재의 윈도우즈에는 그
시절 .INI 파일들이 존재할 리가 없겠지요. 따라서 “그 시절”의 프로그램들을 현재의 윈도우즈
에서 실행하려 하면 윈도우즈의 중요 설정들을 프로그램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
생할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윈도우즈는 특정한 설정 파일
들의 설정 내용을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경우, 레지스트리의 특정 영역에 저장된 설정 내용을
그 파일의 설정 내용 대신 전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autorun.inf 파일
을 등록시키고 이 레지스트리 키가 가리키는 값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레지스트리 영역으
로 지정하면, 윈도우즈는 autorun.inf 파일을 읽는 대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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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찾게 되므로, autorun.inf 파일은 읽어들여질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패치를 적용하면 레지스트리에 autorun.inf 파일의 내용이 저장되지 않음은 물
론, 정책 편집기의 설정과 관계 없이 자동 실행 기능은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윈도우즈 시스
템을 이용한 일종의 편법이지요. 과거 윈도우즈의 자동 실행 설정 해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
지 않던 시절, 이를 악용하는 악성 코드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
다. 현재에는 자동 실행 기능 해제 옵션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자동 실행
기능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autorun.inf 의 내용이 레지스트리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도, KB971029 패치의 등장과 아울러 그 효용
성이 더 감소하기는 했지만요.)

이 작업은 레지스트리를 직접 수정하는 작업이므로,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작] - [실행] - regedit 를 실행하여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2) 레지스트리에서 다음의 항목을 찾아갑니다.

HKEY_LOCAL_MACHINE ► SOFTWARE ► Microsoft ► Windows NT ►
CurrentVersion ► IniFileMapping

(3) IniFileMapping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새로 만들
기” 이하의 “키”를 선택합니다.

(4) 하단에 새 키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데, 키의 이름을 autorun.inf 라고
입력합니다.

(5) 새로 만든 키 autorun.inf를 선택한

그림 68. 레지스트리에 새 키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바로 위 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새
로 만들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후, 오른쪽 패널의 (기본값)을 더블클릭하면 새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SYS:DoesNotExist

※ @SYS: 뒤의 문자열은 꼭 DoesNotExist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AntiAutoRun처
럼 임의의 다른 문자열이어도 됩니다. 다만 내 컴퓨터에 “없을 법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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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요.

(6)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종료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동 실행 기본 행동
설정을 변경하기

자동 실행 기능을 악용하는 수많은 사례들 때문인지, 윈도우 비스
타 이후의 운영체제에서는, 자동 실행 기능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윈도우즈 XP

까지는 자동 실행이 설정되어 있는 미디어가 연결되면 무
조건 자동 실행 기능이 동작하였지만, 윈도우 비스타 이
후의 윈도우즈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 실행의 동작 전에
사용자에게 그 행동을 승인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자동
실행 기능의 편의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그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중간 지점에서의 절충을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 사용자가 원한다면, 정책
편집기를 이용하여 자동 실행 기능의 기본 동작을 윈도우
즈 XP와 같이 무조건 자동 실행이 동작하도록 변경하거

그림 69. 윈도우 비스타 이후의 윈도우즈
에서는 자동 실행 기능이 동작하면 위와
같이 이를 허용할 것인지를 물어보게 됩니
다.

나(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자동 실행 자체를 무시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
야기이지만, 윈도우즈 XP 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동 실행 허용 메뉴에서 그 자동 실행 동작의 허용 여부를 묻는 것은 사용자 계정 컨트롤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부분입니다. 즉, 여기서 실행을 허용하는 것은 단지 그 자동 실행 동작만을 허용하는 것일
뿐, 해당 프로그램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 이 화면에서 자동 실행을 허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파일이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동작하면서 관리자 권한을 줄
것인지를 따로 물어오게 됩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참고

윈도우
윈도우 비스타/윈도우
비스타/윈도우 7의
7의 자동
자동 실행
실행 기본
기본 동작
동작 설정하기
설정하기 …………………………
…………………………

■ 정책 편집기를 이용하여 설정을 변경하기
(1) 시작 버튼을 누른 후 나타나는 검색/실행 창에 gpedit.msc 를 입력합니다. 윈도우즈 정
책 편집기가 실행됩니다.

(2) [컴퓨터 구성] → [관리 템플릿] → [Windows 구성 요소] → [자동 실행 정책] 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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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3) 세부 항목 중 [자동 실행의 기본 동작]을 더블클릭합니다.

(4) 자동 실행을 구 버전의 방식으로
되돌리려면(권장하지 않음), 사용 여
부를 “사용(E)” 로 설정한 후, “자동
실행 명령을 자동으로 실행”을 선택
합니다. 자동 실행을 항상 무시하려
면, 사용 여부를 “사용(E)” 로 설정
한 후, “자동 실행 명령을 실행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항상 자동 실행
여부를

묻도록

설정하려면(초기값),

사용 여부를 “구성되지 않음(C)” 이
나 “사용 안 함(D)” 으로 설정합니
다.

(5) 정책 편집기를 끄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림 70. 자동 실행의 기본 동작” 설정 화면. 기본적으로
“구성되지 않음(C)”이나 “사용 안함(D)” 상태라면 항상
자동 실행 전 사용자에게 자동 실행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 외 “사용(E)”을 선택한 상태라면 동작 설정에 따라 항
상 자동 실행을 수행하거나, 항상 자동 실행을 무시하게
됩니다. (윈도우 비스타의 실행 화면이지만, 윈도우 7의
설정 항목도 동일합니다.)

■ 제어판의 자동 실행 설정을 이용하기
(1) [시작] →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 → [자동 실행] 으로 이동합니다.

※ 이하의 설정은 상단의 “모든 미디어 및 장치에 자동 실행 사용(U)”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설정은 모두 무시되며,
어떤 경우에도 자동 실행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2) 여러 항목들 중 “소프트웨어 및 게임” 항목을 확인합니다. 모두 4개의 선택 항목이 있습
니다. 자동 실행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아무 작업 안 함”을 선택하시고, 언제나 자동 실행
을 동작시키려면 “프로그램 설치 또는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항상 작업의 종류를 선택하
도록 하려면 “매 번 확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저장(S)]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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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제어판의 자동 실행 설정 화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자동 실행(autorun)은
붉은색 네모 안의 “소프트웨어 및 게임” 부분이다. 4개의 선택 항목 중에서 원하는 항
목을 선택한 후 설정을 저장한다.

※ 위 이미지를 보면 뭔가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우리가 실제로
설정한 것은 “소프트웨어 및 게임” 항목 단 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 하
나만 설정하면, 현재로서는 보안상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자동 실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AutoPlay 와 Autorun이 그것으로써, 마이크로
소프트가 무신경하게 이들을 똑같이 “자동 실행”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윈도우즈 자체
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번역된 기술 자료를 읽을 때에
는 이 부분이 참 속을 썩입니다.)

AutoPlay는 음악 CD 등의 미디어가 검색되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써, 우리가 현재 확인하고 있는 autorun.inf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안상 주목하고 있는 것은 Autorun 으로써, 이것이 바로 autorun.inf 와 관련되
는 자동 실행 기능입니다. 윈도우 비스타 이후의 윈도우즈에서는 사실상 이들이 통합되어
있으며, 그 결과로 Autorun 항목은 AutoPlay와 통합되어 그 항목들 중 하나로써 표시됩
니다. 그 표시의 모습은, 바로 위 144페이지의 [그림 69] 와 같이 나타납니다. “미디어에
서 프로그램 설치 또는 실행” 항목 아래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Autorun 으로부터 출력되
는 항목이며, 그 외의 항목은 일반적인 Autoplay 항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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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실행과 관련하여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한 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동식 디스
크를 열 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열기(O)” 나
“탐색(X)”을 클릭하여 열면 자동 실행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동 실행 악용 악성코드 감염
을 막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autorun.inf 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술된 부분만 놓고 따진다
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악성코드들은

autorun.inf 내에 이런 방법으로 열어도 자신이 실행될 수 있
도록 오른쪽과 같이 추가적인 명령행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림 72. 대부분의 autorun.inf 악용 악성
코드에 이용되는 설정. 열기(open) 또는 탐
색(explore)을 이용하여 탐색기에서 해당
디스크를 열 때에도 자신이 실행될 수 있
도록 명령행을 입력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외의 문제점들

대부분의 경우, 자동 실행 기능을 악용하는 악성코드들은 자신의
발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몇 가지 편법을 사용합니다. 주로 자

기 자신의 속성을 숨김 파일 내지 시스템 파일로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들
속성의 파일은 윈도우즈의 기본 설정상 윈도우 탐색기의 파일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데다, 많
은 사용자들이 윈도우 탐색기를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없는
이상에는 사용자들이 이를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윈도우 탐색기에서
관련 설정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레지스트리를 조작하므로, 이러한 부류의 악성코드에 일단
감염된 경우, 악성코드를 치료한 후에도 숨김 파일이나 시스템 파일을 윈도우 탐색기에서 확
인할 수 없고, 이들이 윈도우 탐색기상에서 보이도록 설정할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윈도우즈 자체에 존재하는 레지스트리 설정을 악용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에서
도 이 부분이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것인지 악성코드가 수정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도 악성 코드를 치료하면서도 보통은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놓아
두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설정은 사용자가 알아서 되돌려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190페이지를 보십시오.)

또한, autorun.inf 파일을 악용하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디스크를 치료한 후, 특히 윈도우즈
XP의 경우에, 높은 확률로 윈도우 탐색기를 통하여 해당 디스크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autorun.inf 파일 내용의 레지스트리 저
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리의 MountPoints2 이하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디스크에 관
한 내용을 삭제해 주면 해결되지만, 레지스트리를 직접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194페이지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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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즈 XP 에서는 자동 실행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윈도우 비스타 / 윈도우 7
에서는 선택적으로 자동 실행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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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성 코드가 의심되는 프로그램 찾아내기

어떤 프로그램이 악성코드 의심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찾아내는 능력은, 꼭 PC방 등에서의
의심 프로그램 찾기에 뿐만 아니라, 내 컴퓨터에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을 유발하고 있는 의심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
론 대부분의 경우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을 것이고, 보통은 악성코드 퇴치 프
로그램에 의해 검출 및 치료가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유사시의 대
처능력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
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절만 하더라도, 악성코드들이 자신을 은폐하는 기술은 매우
저급한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만, 최근의 경향은 상당히 고급의 은폐 기술을 사용하는 악성
코드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점점 알아야 할 내용들도 많아지고 있죠. 하
지만 이 글의 특성상, 그리고 제 능력의 한계상,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기는 어렵습
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쉽게 답할
수 없겠네요. 다만, 이런 이야기도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은 때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100퍼센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이
야기들은 어느 정도는 자신의 지식수준을 감안하여 걸러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작정 따
라하기 식으로 적용하다가는 자칫 악성코드를 잡기 전에 시스템을 먼저 잡을 위험성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굳이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들은 사용할 일이 없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1) 실행 중인 가짜 프로그램 찾기

이 방법은 과거에는 많은 악성코드들이 사용하였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쉽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재에는 그다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숨기기 방법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추세에서는 이 방법이 크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숨기기 기법 중의 기본이고, 요즘도 사용되는 수법이
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싣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지난 제4장에서, 우리는 작업 관리자라는 프로그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행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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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목록을 프로세스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단
축키로서 -- 키를 함께 누르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으며, 혹은 실행 창에서
taskmgr을 입력하여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행 창에서 어떤 명령어를 입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윈도우즈 XP에서는 [시작]-[실행]을
클릭한 후 나오는 입력 창에서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윈도우 비스타와 윈도우 7에서는 시작 버튼을 누른 후
나오는 하단의 검색/실행 창에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윈도우즈 XP와 윈도우 7에서 작업 관리자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이미 한 번 본 적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들의 작업 관리자의 프로그램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내 컴퓨터의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림 73. 작업 관리자를 실행한 결과. 왼쪽은 윈도우즈 XP의 작업 관리자이며, 오른쪽은 윈도우 7의 작업 관
리자입니다. (윈도우 7의 작업 관리자에는 서비스의 목록도 표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윈도우즈 XP 쪽 프로세스 창의 “사용자 이름” 항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모칸을 별도로 그려 놓은 부분입니다. 크게 4개의 사용자 이름이 있네요.

(1) SYSTEM, (2) NETWORK SERVICE, (3) LOCAL SERVICE, (4) Administrator

위에 정리한 것과 같이, 위 프로세스 관리자에는 4가지 종류의 사용자 이름이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1,2,3은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윈도우즈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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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하면서

실행한

것들이지요.

즉

시스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Administrator. 사용자 이름입니다. 윈도우즈 XP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제일 위에 출력되
는, 윈도우즈 로그인 할 때 쓰는 그 사용자 이름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편의를 위해 “USER” 또는 “USER 권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USER
일수도 있고, Owner 일수도 있고, 그 외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정하기 나름입니
다. 이 권한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설치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즉,
사용자의 권한 하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지요.

여기쯤에서 뭔가 감이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뛰어난 감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격자가 해킹 툴을 제 컴퓨터에서 실행시켜 제 컴퓨터의 권한을 획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어떤 권한으로 돌아갈까요? 원칙적으로, 하드웨어 레벨에서 프
̇ ̇ ̇ ̇ 권한으로
̇ ̇ ̇ ̇ 설치되고
̇ ̇ ̇ ̇ 실행되는
̇ ̇ ̇ ̇
로그래밍된 녀석이 아닌 이상 1,2,3일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 ̇ ̇ ̇ ̇ 모두
̇ ̇ 4̇ 권한을
̇ ̇ ̇ 갖습니다
̇ ̇ ̇ ̇ . 따라서 정답은 USER 권한일 겁니다. 즉, 우리가 불을
프로그램은
켜고 봐야 하는 녀석들은 USER 권한으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는 것이지요. 나머지
1,2,3의 권한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변조된 상황은, 평범한 유저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변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한 이야기, “나머지 1,2,3의 권한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변조된 상황은, 평범한 유
저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변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습니
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덧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막 제가 한 저 이야기는 일종의 White Lie(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 ̇ ̇ 아닙
̇ ̇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악성 코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 ̇ .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악성코드의 경우에는 자신을 서비스로 등록하여 실행한다거나(시스템 권한 획
니다
득. 최악의 경우 프로세스 창에는 svchost.exe 파일만 하나 늘어날 뿐입니다.), DLL(Dynamic Linking
Library)파일만을 외부 실행파일 또는 RUNDLL32.EXE 등을 이용하여 실행하여 자신을 프로세스 창에서
감출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숨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냥 프로그램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만 알아 두셔도 됩
니다.) 즉, 항상 이들을 프로세스 창에서 USER 권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제4장에서도,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모두”가 아닌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고전적인 방법이 되었지만, 지금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악성 코드들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로서 받아들이시고, 실제 상황에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적들이 발전해나가는 만큼, 우리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이들 1,2,3 에 속하는 프로그램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간단히
도입의 의미에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래 프로세스 관리자를 보시고, 밑줄 쳐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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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가 왜 문제일지 고민해 보세요.

그림 74. 2006년 마비노기 계정
대량 해킹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작업 관리자
를 실행시킨 결과 화면. 밑줄 친
프로세스가
악성코드
본체
(Win-Trojan/MabiHack.27648)입
니다.

필자가 당시에 이 이미지를 보고 바로 이상한 프로그램이라고 찍었던 프로그램이 두 개 있
는데, 그 하나가 밑줄 친 Sercives.exe였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snss.exe였습니다. 과연 무
슨 근거로 저 두 프로그램을 찍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평소에 익숙하게 보던 것들은
대개 무심하게 넘어가거든요. services.exe 와 smss.exe 는 윈도우즈 XP의 시스템 파일
(SYSTEM 권한으로 실행되고 있음은 위에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로서, 윈도우즈 XP 시스템
이라면 어떤 시스템을 보나 항상 실행되고 있는 파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이름이 비슷하
여 혼동되기 쉬운 파일들(때로는 파일 이름이 같기도 합니다. 원래 프로그램이 있는 위치와는
̇ ̇
다른 위치에 숨어들기 때문에, 이름이 같을 수도 있는 거지요.)이 시스템 권한도 아니고 사용
̇ ̇ 으로 (해당 프로그램들의 옆에 사용자가 Owner로 되어 있지요?)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권한
과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일까요? 사회공학적인 혼동을 이용한 악성코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사칭 사기”입니다.)

이런 예로서 그동안 등장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파일명

파일에 대한 설명

csrs.exe

csrss.exe 를 살짝 이름을 흉내낸 악성코드입니다.

svchosts.exe,
scvhost.exe,
scvhosts.exe

svchost.exe 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악성코드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
만, 가장 많이 악용되는 파일명이 바로 이 파일명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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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1ogon.exe

winlogon.exe 의 영문자 l이 숫자 1과 혼동됨을 노린 악성코드입니다.

nldelect.exe

ntdetect.com (윈도우 시스템 파일입니다.) 의 t만 l로 살짝 바꾼 악성코드
입니다.

pagefile.exe

C드라이브 루트에 감염되며, pagefile.sys (윈도우즈 페이징 파일)과 파일
이름이 동일합니다. autorun.inf를 이용하여 유포되는 악성코드 본체입니
다.

1sass.exe

lsass.exe 의 영문자 l이 숫자 1과 혼동됨을 노린 악성코드입니다.

표 5. 악성코드가 사칭한 윈도우즈 시스템 파일들의 예. 유사한 파일 이름이나 화면상으로 혼동되는 문자를 비
슷한 문자로 바꾸어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말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녀석들의 사기 퍼레이드입니다만, 공통점은 시스템 파일인 것
처럼 이름으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범주에 있는 녀석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스템 권한으로 실행되고 있는 녀석들과 유사하거나 같은 이름을 가진 녀
석들이, 일반 유저 권한으로도 실행되고 있다면, 강하게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단, 쉘
[shell-명령 처리기.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명령은 쉘을 통하여 해석되어 처리됩니다.]로 사
용되는 explorer.exe 는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되는 것이 정상이므로 주의하십시오.) 다음 참
고 사항에서는, 윈도우즈 XP에서 항상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 프로세스들의 목록을 일별해 보
았습니다.

참고
참고

윈도우즈
윈도우즈 XP
XP 에서
에서 시스템
시스템 권한으로
권한으로 실행되는
실행되는 프로세스들
프로세스들 ……………………………
……………………………

문자 그대로 참고 사항입니다. 이 녀석들은 항상 SYSTEM권한으로 실행된다는 점만 파악하
시고 이름을 눈에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위치는 항상 WINDOWS 폴더 아래
SYSTEM32 폴더이기 때문에(explorer.exe 제외), 같은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실행되는 프로
그램(특히 WINDOWS 폴더, WINDOWS\SYSTEM 폴더, Program Files 폴더. WINDOWS 폴
더 이하의 SYSTEM32 이외의 다른 폴더들, C드라이브의 루트 폴더 등)이나, 유사한 이름으로
SYSTEM32 등의 폴더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등의 경우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csrss.exe
(2) lsass.exe
(3) services.exe
(4) smss.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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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inlogon.exe
(6) System (파일이 아닙니다.)
(7) System Idle Process (파일이 아닙니다.)
(8) svchost.exe
※ 이 항목은 보통 여러 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9) explorer.exe (C:\WINDOWS\explorer.exe)
※ USER 권한으로 실행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 파일의 위치가 다른 것과 달리 WINDOWS 폴더 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프로세스가 시스템 권한으로 실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9개의 프로
세스는 윈도우즈 XP 상에서 언제나 실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윈도우즈 XP 시스템에서는 위에 기술된 9개의 프로세스만
동작하고 있어도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그 외의 프로세스들은 없어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로 말미암아 각종 오
류를 만나거나 특정한 기능이 실행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논외로 합시다.)
PC방이라면 이 외에 PC방 관리 프로그램 - 과금시스템 - 이 추가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고,
이걸 끄면 아마도 PC방 알바가 버럭버럭 하겠습니다만, 뭐 내 알 바 아니죠(?)

그래서 학교 전산실 같은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저 필수 프로세스만 남기고 싹 날려버리는 짓도
가끔 했었습니다. (먼산) PC방에서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PC방에서 실수로 관리 프로그램을 종료
시켜버리는 바람에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료하고 나가려는데 알바생이 계속 뭔가 헤매는 겁니다.
사용 기록이 안 나온다나…. 들어온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계산하고 나왔습니다만, 까딱했으면
무단이용자로 몰릴 뻔했던 기억이….

참고로, 최근에는 악성코드가 컴퓨터에 감
염될 때, 복사되는 자신의 이름을 무작위로
생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정된 파
일명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쉽게 발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조금만 주
의를 기울인다면 수상한 파일임을 더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뭔가 맥
락 없어 보이는 이름을 갖는 실행 파일이나

그림 75. 위와 같이 전혀 맥락 없는 (임의의 알파벳 및 숫
자 등으로 이루어진) 파일명을 무작위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녀석의 정체는 Dropper/Onlinegamehack.33598890
이라는 녀석입니다.)

프로세스들에 대해서도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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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작업
작업 관리자
관리자 대체
대체 프로그램,
프로그램, Process
Process Explorer
Explorer ………………………………………
………………………………………

그림 76. Process Explorer 의 실행
화면입니다. 프로세스의 종속 관계가
트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잘 보시면,
explorer.exe 이하로, 제가 사용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explorer.exe 트리 아래의 모든 프로
그램을 종료시키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뒤에서 배웁니다) 현재 explorer.exe
아래로 매달려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이 한번에 종료됩니다.

윈도우즈에서 기본 제공되는 작업 관리자는 그 기능이 좀 미약합니다. 해당 프로세스의 파
일 경로를 확인할 수도 없고(윈도우 비스타 이후의 작업 관리자는 가능합니다), 프로세스 간의
종속 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관리
자 대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rocess Explorer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Sysinternals
이라는 회사에서 만들던 프로그램인데, 이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예 사버렸습니다. 그래
서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Process Explorer를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
습니다. 아래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주소 : http://technet.microsoft.com/en-us/sysinternals/bb896653

이 프로그램이 유용한 경우는, 종종 PC방에서 작업 관리자 자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놓
았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럴 경우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
드 받아서 실행하면 시스템 상
태를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습
그림 77.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파일의 위치를 이처럼 마우스를 갖다
대면 바로 표시를 해 줍니다.

니다. 실행되는 프로세스에 해
당하는 파일 경로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특히 윈도우즈 XP의 작업 관리자는 이 부분이 미약하므로 더욱 유용합니다.),
숨어있는 파일의 위치를 찾을 때에도 상당히 편리하며, 프로세스를 계층 구조로 보여주기 때문
에 상호간의 종속관계를 파악할 때도 좋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DLL의 목록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아예 작업 관리자를 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
니다. (프로그램 자체에서, 작업 관리자를 대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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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눌렸을 때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이후에 필자가 소개하는 몇몇 팁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팁도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마비노기 보안 프로그램이 핵쉴드로 바뀐 초창기에는 안철수연구소 핵쉴드 프로그램이 이
Process Explorer 프로그램을 해킹툴로 감지하여,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에서 마비노기
를 실행하면 마비노기의 실행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게임 중에 이 프로그램
이 떠 있는 경우 종종 핵쉴드가 이 프로그램을 해킹툴로 잡아내어 마비노기 클라이언트를 종
료시키므로, 던전 등 플레이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안철수연구소에 개인적으로 문의
한 결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해킹의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을 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당히 모호한 답변이어서 정확한 진의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를 이용하여 핵쉴드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지는 않습
니다.)

(2) 공공의 적, 스크립트!

요즘에는, vbs(비주얼베이직 스크립
트)나 js(J스크립트 - 자바스크립트와
는 다릅니다.)등의 윈도우 스크립트를
이용한 악성코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녀석들이 실행되고
있는 경우 오른쪽과 같이 cscript.exe
나 wscript.exe 가 프로세스 창에 등

그림 78. cscript.exe 가 실행 중인 것을 보여주는 작업 관리자
화면.

장해 있습니다.

이러한 스크립트가 항상 악성코드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들이 실행되고 있는
경우는 그다지 없기 때문에, 만약 공용 컴퓨터에서 이런 스크립트가 돌아가고 있다면 그 컴퓨
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을 때는 척살하거나, 척살하기가 곤란
하면 피해야죠. 세상은 조금은 영리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저런 스크립트들은 악성코드 본체라기보다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악성 코드가 사용자에 의해 실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이를 다시 실행하는 용도로 사용되곤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크립트가 발견되었을 경
우에는 해당 스크립트 실행 파일만을 종료시킬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있을 악성코드 본체를 찾는 작업
을 함께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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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cscript.exe 나 wscript.exe 등은, 윈도우즈 스크립트를 실행하
기 위한 정상적인 윈도우즈 시스템 파일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에도 찾아보면 어딘가 있는
파일들이죠. 그 자체가 악성코드는 아니니 파일 자체를 지워버린다든가 하는 일은 피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3) 마비노기에 기생한 프로그램

과거의 nProtect나, 최근의 Ahnlab HackShield의 적용 이후로는 이런 경우는 그다지 발
생하지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킨 상태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
다면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비노기를 처음 실행한 상태에서는 mabinogi.exe (마비노기 런처) 파일이 실행되며, 이 상
태에서 “게임 시작” 을 클릭하면 client.exe 가 실행되면서 mabinogi.exe 는 종료됩니다. 그
러면서 client.exe 와 함께 핵쉴드 업데이트 파일은 HSUpdate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가 사
라지고, 프로세스 상에는 client.exe 만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마비노기 실행 후, client.exe 이외에 이에 붙어서 실행되고 있는 녀석이 있다면,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녀석이므로 조용히 종료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지워주시
면 깔끔하겠죠. 하지만 필자라면, 실행 시 저런 이상한 녀석이 붙어 다니는 컴퓨터라면 차라
리 컴퓨터를 옮기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핵쉴드가 알아서 클라이언트를 종료
시키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붙어서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가 DLL(Dynamic Linking Library) 형태인 경우라면 프로세
스 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해 보려면, 위에서 본 바 있는 Process Explorer 같은 전
문적인 프로세스 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다 보이게 실행되는 경우
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핵쉴드도 있는데….

(4) 내가 등록하지 않은 시작 프로그램

사실 이 부분은 직접적인 단서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이 컴퓨터의 시작 프로그램 목록에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유해가능 프로그
램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 컴퓨터라면, 내가 등록하지 않은 프로
그램이 시작 프로그램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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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시작] - [프로그램] - [시작프로그램] 그룹 안에 등
록되어 있는 바로 가기나 프로그램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컴퓨터가 처음
부팅될 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통로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레지스트리의 Run 영역
에 직접 등록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는 이런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하는 간단한 도구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msconfig 라는 도구입니다. 실행 창에
msconfig 라고 입력하면 실행됩니다.

그림 79. msconfig(시스템
구성 유틸리티)의 실행 화면
입니다. (이 화면은 윈도우
7의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
입니다.)

위의 탭 중에서 “시작프로그램” 탭을 선택하면, 시스템 내에서 시작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의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그
프로그램을 임시로 시작 프로그램 목록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설명합니다. 아울러, 시작 프로그램을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소
개할 것입니다.

(5) “나는 폴더다!” - 폴더로 속이는 프로그램

악성코드를 수집하다 보면 참 별의 별 녀석을 다 봅니다만, 대부분은 윈도우즈 시스템에 존
재하는 기본 설정의 맹점을 파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도 그러한데, 윈도우
탐색기의 기본 설정을 악용하여 자신을 숨깁니다.

윈도우즈는 편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종류의 파일(예-exe파일, txt파일 등)의
경우에는 확장자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일정한 파일들의 확장자는 윈도우즈에서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아이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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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폴더 모양으로 설정한 뒤,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폴더의 이름으로 자
신을 복사합니다. 사용자는 폴더인 줄 알고 클릭하겠지만 사실은 악성코드를 스스로 실행하고
있는 꼴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악성 코드에 감
염된 디지털카메라의 SD 카드에서 문제의 악성 코드만을 바
탕화면으로 복사한 것입니다. 디지털카메라의 사진 저장 폴더
인 DCIM 폴더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
장자가 숨겨져 있다면, 영락없이 폴더로 오해할 것입니다. 찍
은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윈도우즈에서 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실행되겠지요.

그림 80. 폴더를 가장한 악성코드 본
체. 만약 확장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영락없이 폴더로 속을 것입니다.
(Win32.SelfCloner.worm.481195 라
는 악성 코드로써, 전형적인 키 로거
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악성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이 악성코드는 감염된 드라이브의
루트 폴더 안에 있는 폴더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다수 복사하고, 원래의 폴더들은 보이지 않도록 숨김 속
성과 시스템 속성을 주어 숨겨 놓습니다. (파일/폴더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뒤에서 또 하게 되므로
그 쪽 설명을 보세요.) 그 결과, 악성코드를 치료하고 난 후 해당 드라이브에 접근하면, 윈도우 탐색기상에
서 숨겨진 폴더로 사용자를 연결해 주던 악성 코드들이 모두 삭제된 결과 원래의 폴더를 윈도우 탐색기에
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용자는 폴더가 모두 삭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폴더가 삭제된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 해당 드라이브에서 숨김 속성과 시스템 속성의 파일들이 탐색기에서 보이도
록 설정한 후, 해당 폴더들의 숨김 속성과 시스템 속성을 동시에 해제해 주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숨김
속성과 시스템 속성의 파일을 탐색기에서 보이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바로 다음 항목(161페이지)에서 설명하
며, 숨김 속성과 시스템 속성을 해제하는 방법은 좀 더 뒤(181~182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윈도우즈의 기본 설정 중, 알려진 파일의 확장자를 숨겨주는 이 기능은 가급적 해제
하는 것이 보안상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참고

“알려진
“알려진 파일
파일 형식의
형식의 파일
파일 확장명
확장명 숨기기”
숨기기” 기능
기능 끄기
끄기 …………………………………
…………………………………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기능은 보안상 악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끄는 것이 좋습
니다. 윈도우즈 XP,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 모두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악성코드가 실행되고 있을 때에는 이 설정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설정을 수정하
지 못하도록 일부 레지스트리를 수정하고, 이 값이 바뀌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경우, 먼저 이 악성코드를 치료한 후, 악성코드가 바꿔놓은 몇몇 레지스
트리 값을 수동으로 수정하여야만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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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레지스트리 값 수정 위치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은 뒤(193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기능을 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탐색기를 실행한 후, [도구] - [폴더 옵션]을 실행합니다.

(2) [보기] 탭으로 이동 후, 고급 설정 중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앞의 체
크박스를 해제합니다.

그림 81. “알려진 파일 형식
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옵
션을 해제한 화면(윈도우 7
의 화면입니다. 윈도우즈
XP나 윈도우 비스타에서도
동일한 항목을 찾으면 됩니
다).

(3) “확인” 또는 “적용(A)”을 클릭합니다.

(6) 자신을 숨기고 있는 실행 파일들

정말 기본적인 은닉 방법입니다만, 자신을 숨기고 있는 실행 파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각
드라이브의 루트 폴더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드라이브(C드라이브)의 루트 폴더에는 실행 파일(.exe파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실행 파일이 있다면 자신이 직접 복사해 넣은 파일이 아닌 한 의심의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악성 코드들(특히 autorun.inf 파일을 이용하는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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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기 자신을 숨김 속성과 시스템 속성을 걸어 탐색기에서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 역
시 기본 설정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숨김 속성과 시스템 속성의 파일은 보이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행파일이 스스로 숨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숨김 속성을 가
지고 있는 실행파일(.exe 파일)은 그 위치가 어디이건 그 의도를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숨김 속성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탐색기에서 숨김 속성 파일 및 시스템 속성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설정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 설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바로 앞 절에서도 숨김 속성이라던가 시스템 속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또 나왔군요. 이 기회에 속성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윈도우즈는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4가지의 속성(정확하게
말하면 더 있습니다.)을 주어 관리합니다. 수정(Archive, A), 읽기 전용(Read-Only, R), 숨김(Hidden, H),
시스템(System, S)의 4가지 속성인데, 파일에 따라서 이런 속성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속성에 따라서 윈도우즈는 파일을 다르게 취급하는데, R 속성을 가진
파일은 수정이 금지되며, H 속성을 가진 파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S 속성을 가진 파일은 보이지 않음과 동
시에 수정도 할 수 없으며, 기타 시스템 파일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적용됩니다. 파일들의 속성
을 변경하는 방법은 뒤(181~182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참고
참고

숨김/시스템
숨김/시스템 속성
속성 파일을
파일을 탐색기에서
탐색기에서 확인하기
확인하기 …………………………………………
…………………………………………

■ 숨김 속성 파일을 탐색기에서 보이도록 하기
(1) 윈도우 탐색기를 열고, [도구(T)] - [폴더 옵션(O)] 를 엽니다.

(2) “보기” 탭으로 이동합니다.

(3) “숨김 파일 및 폴더” 아래에 “숨김 파일 및 폴더 표시” 를 선택합니다.

(4) [적용(A)]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시스템 속성 파일을 탐색기에서 보이도록 하기
시스템 속성이 걸려 있는 파일은 숨김 속성의 파일을 보이도록 하여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
라서 시스템 속성의 파일을 보이도록 하는 별도의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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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윈도우 탐색기를 열고, [도구(T)] - [폴더 옵션(O)] 를 엽니다.

(2) “보기” 탭으로 이동합니다.

(3)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권장)” 앞의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4) [적용(A)]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82. 폴더 옵션의 숨김
속성 및 시스템 속성 보이
기 관련한 옵션들입니다.
(윈도우 7의 화면입니다. 윈
도우즈 XP나 윈도우 비스타
의 경우도 동일한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바 있지만, 일부 악성 코드(특히 숨김 속성 및 시스템 속성을 이
용하여 자신을 숨기는 악성코드)들의 경우, 이 숨김 속성 파일을 보여주는 설정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레지스트리의 일부 값을 수정하고, 이 값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위의 방법으로 숨김 속성 파일들을 볼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없다면, 그 컴퓨터는 현재 악성코
드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해당 악성 코드가 이미 치료되었지만, 레지스트
리 설정이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도 있습니다. 악성 코드 퇴치 프
로그램이 이 레지스트리 설정까지는 복구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성코드를 일단
치료한 후 이 설정과 관련한 레지스트리 항목을 직접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기능의 복구
를 위한 레지스트리 수정 방법은 뒤(190페이지)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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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행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실행 파일 또는 DLL 파일

이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이 책이 판올림될 때마다 쓸까 말까 고민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치료와는 무관하게, 악성 코드 의심 파일을 “발견”하는 데에는
상당히 유용한 단서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악성 코드 제작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제작한 악성 코드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악성 코드는 어차피 발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일단 악성 코드가 발견된 후 최대한 그 분석 시간을 길게 만들어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
램이 이에 대응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또한 이들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
느 정도 수준 있는 악성 코드들은 자신을 분석하기 어렵도록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대개는 스크립트 (또는 소스)를 최대한 복잡하게 작성하여 분석가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
죠. 혹은 실행 바이너리(=악성 코드 본체)를 암호화하거나, 자신이 복사될 때마다 무작위로 변
형되도록(다형성 악성 코드, Polymorphic Malware) 악성 코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법들 중에서 상당히 널리 쓰이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실행 바이너리를
압축한 상태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압축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은 ZIP 이나 RAR 등을 생각하실
텐데,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방법은, 하나의 실행 파일(.EXE나 .DLL 등) 그 자체를 압
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알고 계시듯, 파일을 압축하면 실행 코드들이 모두 변형되어
버리므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을 일단 압축한 후, 그 압축 파일의 앞부분 또
는 뒷부분에 그 압축을 푸는 아주 작은 코드를 함께 붙여둡니다. 따라서 그 파일이 실행되면,
일단 메모리에 읽어들여진 후 압축을 푸는 과정을 먼저 거친 후 파일이 실행됩니다.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원래 이 실행 파일 압축 기술은 악성 코드를 위해
만들어진 기술은 아니며, 악성 코드에서만 사용되는 기술도 아닙니다. 과거 디스크의 용량이 많이 부족하던
시절, 조금이라도 프로그램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의 저하 – 일단 압축이 풀려야만
실행되므로, 압축 해제 시간만큼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 를 감수하면서 사용하던 방법
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드 디스크 등의 용량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용량을 위해 동작 속도를 희생할 필
요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 파일 압축 기술은 요즘은 그다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
̇ ̇ ̇ 자신의
̇ ̇ ̇ 프로그램을
̇ ̇ ̇ ̇ ̇ 쉽게
̇ ̇ 수정하거나
̇ ̇ ̇ ̇ ̇ 분석하는
̇ ̇ ̇ ̇ 것을
̇ ̇ 막̇
다. 요즘은 용량을 줄이기 위한 의도보다도, 누군가
̇ ̇ 용도
̇ ̇ 로 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 MS-DOS 시절에는 pklite 가 유명했고, 요즘은 UPX 라던
기̇ 위한
가 ASPacker 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가 이러한 실행 파일 압축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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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바이너리가 압축이 되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내부의 문자열이나 실
행 코드 등이 모두 압축되어 압축을 풀지 않는 한 악성 코드의 내부를 분석할 수 없게 됩니
다. 그만큼 발견과 분석 양쪽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기존에 존재하던 악성
코드를 재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어떻게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지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악성 코드 데이터베이스와 존재하는 파일을 비교 대조하는 단순작업이라고 말씀드
렸죠. 이러한 진단 방법의 한계로 인해, 기존에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모두 진단하고 치
료할 수 있던 악성 코드일지라도, 이를 실행 파일 압축을 하게 되면 코드의 내용과 배열이 모
두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이 악성 코드를 진단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실행 시점에는 메모리에 읽어들여지면서 압축이 풀리기 때문에, 이를 진단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요.

만약 이런 압축 과정을 세 번, 네 번 반복하여 거친다면, 혹은 여러 가지 실행 압축 툴을
교차적으로 사용하여 여러 번 압축한다면 어떨까요? 실행 속도는 그만큼 떨어지겠지만,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이걸 분석하려면 그만큼 더 고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만큼 분석 속도도 느
려지겠죠.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실행 압축 기법이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실행
파일 압축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프로세스에 떠 있다면 조금 의심을 해 봅시다.
̇ ̇ ̇ ̇ ̇ ̇ ̇ ̇ ̇ 배포한
̇ ̇ ̇ 윈도우즈의
̇ ̇ ̇ ̇ ̇ 실행
̇ ̇ 파일들
̇ ̇ ̇ (.EXE이건 .DLL이건 관계없이)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 ̇ 경우에도
̇ ̇ ̇ ̇ 실행
̇ ̇ 파일
̇ ̇ 압축을
̇ ̇ ̇ 하지
̇ ̇ 않으므로
̇ ̇ ̇ ̇ , 윈도우즈 시스템 파일이라는 파일 중 이런
어떤
파일이 있다면 100% 악성 코드입니다.

안타깝게도,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기본 작업 관리자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압
축된 실행 파일인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Process Explorer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참고

Process
Process Explorer를
Explorer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실행압축된
실행압축된 바이너리를
바이너리를 확인하기
확인하기 …………………
…………………

이미 이야기한 바 있지만, 정상적인 프로그램 중에서도 실행 압축 바이너리를 이용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도 100% 악성 코드임을 확정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
한 의심은 할 수 있으므로, 그런 파일을 발견하였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파일인지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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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하여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Process Explorer 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어떤 .DLL 파일을 함께 읽어들였는지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의 실행 압축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explorer.exe (쉘로 사용되는) 프로세스와 iexplore.exe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세스에 붙어
있는 .DLL 파일들까지 확인해 보면 좀 더 확실하겠지요. 특히 iexplore.exe와 explorer.exe에
서 읽어들인 .DLL 파일의 경우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포한 .DLL 일 것이므로, 그 목
록 중에서는 일반적이라면 실행 압축 바이너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악성코드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 기본적인 확인 방법
Process Explorer 는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고
바로 실행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경로는 앞의 Process Explorer 소
개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rocess Explorer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들이 트리 구조로 표시가 됩니다. 필자
가 사용하는 몇 가지 설정 사항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 기본 작업 관리자 대체 : Option → Replace Task Manager
▪ 사용자 이름 표시 : View → Set Columns → Process Image 탭 → User Name 체크
▪ 하단에 프로그램이 읽어들인 DLL 의 목록 표시 :
(1) View → Show Lower Pane, (2) View → Lower Pane View → DLLs 선택

이제 압축된 바이너리(실행 파일)를
확인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설정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프로세스
트리 상에 출력되는 프로세스들 중 보
라색 바탕 위에 표시되는 프로세스들
이 바로 압축된 실행 파일의 프로세스
입니다. 즉, 오른쪽 프로세스 목록에
서 확인할 수 있는 xwISPLife.exe 라
는 파일은 압축된 실행 파일이죠.

다만, 이 파일은 악성 코드는 아닙
니다. (G마켓에서 결제시 필요하다며
설치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그림 83. Process Explorer 의 실행 화면. 압축된 실행 파
일이 하나 보인다. 다만 이 파일은 악성 코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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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압축된 바이너리라고 하여 모두가 악성 코드는 아니므로, 그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에 대
해서는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듯이, 확인하고자 하는
프로세스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그 파일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더블클릭하면 그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력되는 내용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겠지요.)

■ 실행 중인 .DLL의 확인 방법
아까부터 계속 .DLL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네요. .DLL 파일
이란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Dynamic Linking Library) 라 하여, 프로그램의 어떤 특정한 기능
하나를 뚝 떼어서 별도의 실행 모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조금 어설픈 비유입니다만, 프로그
램 하나를 퍼즐에 비유한다면, 이 DLL 들은 퍼즐을 구성하는 조각 하나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
요. 이들은 프로그램이 그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할 때마다 읽어들여져 실행되고, 실행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DLL을 활용하면 프로
그램을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또 얘들은 필요할 때만 불러들여지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당
장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 미리 메모리에 불러들여짐으로써 메모리를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
습니다.
이런 특성상, 보통 .DLL 은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불러들여져 실행됩니다. 그러나 윈도우즈
의 RUNDLL32.EXE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단독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RUNDLL32.EXE 가 프로세스에 떠 있다면 그 정체가 무엇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
다. 보통 .DLL 파일이 단독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각설하고, Process Explorer 의 특정한
프로세스를 클릭하면, 하단의 빈 공간에
그 프로세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DLL
의 목록이 출력됩니다. 여기에서도 규칙은
같아서, 보라색 바탕 위에 출력되는 .DLL
은 압축된 .DLL 모듈입니다.

대개 .DLL 형태의 악성 코드는 시스템
전반을 감시하기 위해 explorer.exe (윈도
우 쉘)에 기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자가 실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윈도우 쉘
을 통해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
려운 이야기이므로 일단은 넘어갑니다. 뒤
에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따
라서 보통 한 곳만 확인을 하라고 한다면
이 곳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림 84. Process Explorer 의 실행 모습. 윈도우즈
쉘(explorer.exe)이 읽어들인 .DLL 파일 중 압축된
.DLL 파일이 하나 보인다. (지난 2011년 6월 둘째주에
발견된 Win-Trojan/Onlinegamehack.33586058.R 이라
는 악성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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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화면에서 보이는 lpk.dll 파일은 원래는 정상적인 윈도우즈 시스템 .DLL 파일입
니다. 악성 코드가 정상적인 파일을 바꿔치기한 후 자신이 그 자리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지요.
최근의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 참고 박스에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참고
참고

윈도우즈의
윈도우즈의 시스템
시스템 .DLL
.DLL 파일을
파일을 바꿔치기하는
바꿔치기하는 종류의
종류의 악성
악성 코드
코드 …………………
…………………

̇ ̇ ̇ ̇ ̇ 시스템
̇ ̇ ̇ 파일을
̇ ̇ ̇ 아예
̇ ̇ 바꿔치기하는
̇ ̇ ̇ ̇ ̇ ̇ 경̇
최근 악성코드들의 몇몇 경향을 살펴보면, 윈도우즈의
향̇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윈도우즈 시스템 폴더 내의 다른 폴더를 골라 같은 이름의
악성 코드 본체를 복사해 두는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아챌 수 있었습니
다만, 이 경우에는 아예 자신이 원래의 파일 자리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악이 까
다롭습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lpk.dll 파일은, 원래 윈도우즈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파일로써 윈도
우즈의 언어 팩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이 악성 코드는 원래의 lpk.dll을 lpk32.dll 로 이름을
바꾸어서 저장하고, 자신이 lpk.dll 자리에 복사되어, 시스템이 실행될 때마다 자신이 진짜
lpk.dll인 것처럼 읽어들여집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시스템이 lpk.dll을 요구하면, 자신 대신 원
래의 lpk.dll 인 lpk32.dll을 돌려주어 시스템을 속입니다.

이런 종류의 수법을 사용한 악성 코드는, 실제 해당 파일의 정확한 스펙(Specification)을
알지 못하면 악성코드의 감염 사실을 쉽게 알아내기 힘듭니다. 다만, 위에서 본 바 있듯 이런
종류의 악성 코드 .DLL은 발견을 피하기 위해 실행 파일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Process Explorer 등으로 확인을 해 봅니다. 또한, 주로 사용되는 윈도우즈 DLL의 변형
여부를 확인해 주는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뒤의 치료 파트(182페이지)에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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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파일들은 악성 코드로 의심해 본다.
(1) 시스템 파일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
(2) 실행한 적이 없는데 실행되고 있는 스크립트들
(3) 마비노기와 붙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
(4) 내가 등록하라고 허락하지 않은 시작 프로그램들
(5) 숨김/시스템 속성이 걸려 있는 실행 파일들
(6) 시스템 드라이브의 루트 폴더(예: C:\)에 존재하는 실행 파일들.
(7) 실행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DLL 또는 실행 파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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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심스러운 프로세스를 발견했을 때의 조치법

의심스러운 프로세스나 파일을 발견했을 때에 일단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악성 코드 퇴치 프
로그램으로 이를 검사하거나, 단순히 파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파일이 실행중이
라면 그 파일의 실행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파일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정해야 하겠지요. 혹은, 해당 악성 코드가 악성 코드 퇴
치 프로그램으로 치료할 수 없는 악성코드이거나,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
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직접 수작업으로 악성 코드를 퇴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작업으로 악성코드를 제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행중인 악성 코
드의 프로세스를 찾아 실행을 중단시킨다. ② 악성 코드 파일을 찾아서 모두 삭제한다. ③ 악
성 코드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는 실행 코드를 찾아 삭제한다. ④ 기타 악성코드로 인하여 설
치된 코드나 기타 설정을 삭제하고 복구한다. ⑤ 시스템을 재 부팅한 후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다만, 이런 절차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
히 따라하기 방법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우며, 위험 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하시다가 잘 안
되는 경우,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주변의 잘 아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 되면 깔
끔하게 하드 디스크를 포맷하고 새로 윈도우즈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이제부터 다룰 내용들은 이런 절차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프로세스
를 종료하고, 파일을 찾고, 지워지지 않는 파일을 지우며, 레지스트리를 수정하는 등 시스템을
많이 건드리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께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일단 과감히 넘기고 읽어 주십시오. 이 절
의 내용은 모두 이해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원래 어려운 내용이고, 모든 분들이 다 이해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쓰고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해가 가능한 부분까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1) 실행중인 파일의 프로세스 중지하기

만약 문제되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것은

170

간단합니다. 작업 관리자(또는 Process Explorer)의 프로세스 탭에서 해당 프로세스를 클릭하
고 DEL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 다음에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해당 프로세스의 파일명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윈도우 비스타 이후의 윈도우즈를 사용
중이라면, 이 단계에서 해당 파일명과, 그 파일이 있는 위치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속성(R)”을 클릭하면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문제되는
파일을 프로세스 목록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요즘은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서비스의 형
태로 실행되고 있거나, 드라이버로 실행되
고 있거나, 혹은 프로그램이 DLL의 형태
로 explorer.exe 에 달라붙어 쉘 확장으
로 실행되고 있는 경우, 기타 자신을 숨기
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에서 간단히 소개했던 “시
스템 구성 유틸리티(msconfig)”를 사용하
여야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 목록
을 확인하거나, 또는 시작 프로그램에서
해당 DLL을 쉘에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찾

그림 85. 윈도우 7의 작업 관리자에서 특정한 실행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모습.

거나, 혹은 등록된 DLL의 목록을 확인하여 수상한 파일을 찾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좀 더 편리한 방법은 앞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 Process Explorer 와, 뒤에서 소개할 Autoruns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 정도쯤 되면 역시 미련 없이 하드 디스
크를 포맷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때로는 작업 관리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콘솔 모드(까만 창에 명령 프롬프트 하나 떠 있는 그 모드 말입니다.)에서 프로세스를 확인하
고 프로세스를 종료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콘솔 모드는
실행창에 cmd 명령를 입력하
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림 86. 윈도우 7에서 콘솔 모드로 진입한 화면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등장한 바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도스 모드 또는 도스창이라고 부르는 검은 화면
은, 원래는 콘솔 모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지요. 저처
럼 MS-DOS 시절부터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들에게야 이 창이 그다지 낯설지 않겠지만, 윈도우즈가 나온
이후에 처음 컴퓨터를 접하신 분들은 이 창이 꽤나 낯설 것입니다. 또 뭔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
요. 하지만 - 사실 그 기준도 참 모호하긴 하지만 -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콘솔 모드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콘솔 모드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비상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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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로써 나타납니다.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윈도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여러 가
지 이유로 윈도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윈도우 설치 CD/DVD의 복구
관리자나 PE CD, cmd 명령 등을 사용하여 콘솔 모드에서 접근하여 복구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까만 화면
에 명령어를 넣어서 파일을 찾고, 파일 속성을 고치고, 파일을 지우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콘솔 모드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스스로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용자의 경
우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 설명되는 사항들 중 (물론 너무
어려운 것은 빼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콘솔 모드 명령의 사용법도 간략하게나마 다뤄볼 것입니
다. 너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건너뛰셔도 되겠지만, 한번 익히려고 노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참고

콘솔
콘솔 모드에서
모드에서 프로세스를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확인하고 종료하기
종료하기 …………………………………………
…………………………………………

■ 콘솔 모드에서 프로세스를 확인하기 : tasklist
☞ 사용 방법 : tasklist [/M (ModuleName)] [/SVC] [/V] [/FI Filter] …

이하는 몇 가지 사용례입니다.

▢ tasklist
☞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 목록을 간략히 단순출력합니다.

그림 87. tasklist를 실행한 화면. 작업 관리자와 달리 PID(Process ID, 각각의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고유 번호입니다. 바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tasklist /SVC
☞ /SVC 옵션은 프로세스와 연결된 서비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프로
세스가 기동하는 서비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asklist /V
☞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 목록을 자세히 출력합니다. 옵션 없이 실행했을 때보다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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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목이 출력됩니다.

▢ tasklist /M
☞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들이 읽어들여 실행한 모듈 (.DLL) 의 목록을 함께 출력합니
다. DLL의 형태로 실행되는 악성코드들을 확인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 tasklist /FI "IMAGENAME eq explorer.exe" /M
☞ /FI 옵션은 필터(Filter)를 지정합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세스만을 보여
줍니다. 위의 경우, 프로세스 이름이 explorer.exe 인 프로세스만을 보여주며, 덧붙여
/M 옵션에 의하여 그 프로세스가 읽어들인 모듈의 목록을 함께 출력하게 됩니다. 악성
코드들 중에서 윈도우 쉘(explorer.exe)에 붙어서 다른 프로세스들에 자신을 주입시키
는 부류의 악성코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좋은 명령입니다.

그림 88. tasklist 에 /FI 옵션과 /M 옵션을 붙여 explorer.exe를 확인해 본 결과. 함께 실
행되는 DLL 파일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용 방법은 tasklist /? 명령을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콘솔 모드에서 프로세스를 종료하기 : taskkill
☞ 사용 방법 : taskkill [/IM filename] [/PID PID_NUMBER] [/T] [/F] [/FI] …

콘솔 모드에서 프로세스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의 파일명을 알거나, 혹은 그 프로세
스의 PID (Process ID)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는 작업 관리자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위
에서 확인한 tasklist 명령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는 몇 가지 사용례입니다.

▢ taskkill /IM explorer.exe
☞ /IM 옵션은 프로세스의 파일 이름을 명시하여 해당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따라서 explorer.exe 라는 파일 이름을 갖는 프로세스를 모두 종료하게 됩
니다. (explorer.exe 는 쉘 이외에도 윈도우 탐색기로서도 실행되기 때문에, 만약 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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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탐색기로 여러 개의 explorer.exe 가 실행되고 있었다면 이들 프로세스가 모두 종료
되는 결과가 됩니다.)

▢ taskkill /PID 3264 /F
☞ /PID 옵션은 프로세스의 PID(Process ID, 프로세스 ID)를 명시하여 해당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또한 /F 옵션은 해당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PID가 3264인 프로세스를 찾아서 강제로 종료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아이디(Process ID, PID)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윈도우가 임의로 부여하는 고유
번호 같은 것입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유니크하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같은 파일명(이미지
이름)을 갖더라도 프로세스 아이디는 달라지기 때문에(예를 들면 svchost.exe 는 시스템 상에
여러 개가 실행되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의 프로세스 아이디는 모두 다릅니다.) 이로써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기본 제공하는 작업 관리자에서는 PID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확인한 tasklist 명령을 이용하거나 기타 전문적인
프로세스 관리 프로그램(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Process Explorer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taskkill /IM explorer.exe /T
☞ /T 옵션은, 그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그 프로세스에 의해 실행된 모든 다른 프로세스
들을 함께 종료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explorer.exe 라는 이름을 갖는 프로세스를 종
료하면서, 이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함께 종료합니다. 이 명령을 실행
하면, 쉘로 사용되는 explorer.exe 가 종료되면서 사용자가 실행한 모든 프로그램(대부
분의 사용자 프로그램은 이 explorer.exe 쉘을 경유하여 실행됩니다)이 함께 동반 실행
종료됩니다. 즉 시스템 프로세스만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 taskkill /F /FI "USERNAME eq Owner"
☞ /FI 옵션은 앞의 tasklist 명령에서의 그 /FI 와 동일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용
자 이름이 "Owner" 인 모든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F)합니다.

즉 위의 명령은,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름이 Owner 인
모든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앞에서 본 것이 기억나시나요? 만약 사용자
이름이 Owner 라고 한다면, 이 명령은 유저 권한으로 실행된 모든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나요. 한번, 자신의 컴퓨터에서 Owner를 현재 로그인 된
사용자 이름으로 바꿔 넣고 실행해 보십시오. 단, 실행 전에 반드시 모든 작업을 저장하시기 바
랍니다!

※ 더 자세한 사용 방법은 taskkill /? 명령을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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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문제해결

세트로
세트로 실행되는
실행되는 악성코드
악성코드 쌍을
쌍을 종료하는
종료하는 방법은?
방법은? ………………………………
………………………………

▢ 문제 상황 :
예를 들면, Worm/Conficker 변형 악성코드 중 어떤 악성코드는, 악성코드 본체가 2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의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다른 프로세스가 바로 종료된 프로
세스를 다시 실행시키고, 두 파일 중 하나를 삭제하여도 남아있는 프로세스가 삭제한 파일을
바로 복구시키는 등의 증상을 보여 상당히 치료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종료할 수 있을까요? (즉, 두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종료시켜야 합니다.)

▢ 가능한 방법 :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로드하기 때문에 이들은 필연적으로 모-자 프로세스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행시키는 프로
세스가 모(母) 프로세스, 그에 의해 실행된
프로세스가 자(子) 프로세스겠지요.) 따라
서 콘솔 모드에서 taskkill 명령으로 프로
세스 트리 위쪽에 있는 녀석을 종료시키면
서 /T (강제 종료를 위해 /F도 함께) 옵션
을 주면 두 프로세스가 한 번에 종료되므
로, 재실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
니다. 물론, 작업 관리자의 “프로세스 트리

그림 89. 해당 프로세스 및 그 이하의 프로세스를 한번
에 끝낼 수 있는 “프로세스 트리 끝내기” 기능입니다.

끝내기” 메뉴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참고로, 이런 프로세스의 계층(트리 구조)은 윈도우즈의 작업 관리자나 tasklist 명령만으로는 확
인할 수 없습니다. (프로세스 트리 끝내기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게 하는 프로세스 트리 보기 기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계
층 구조로 환원하여 보려면 전문적인 프로세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본 Process
Explorer 프로그램이 그런 예입니다. (Process Explorer 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이제 많
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해결
문제해결

악성
악성 코드의
코드의 본체가
본체가 DLL
DLL 이어서,
이어서, 프로세스
프로세스 상에
상에 나타나지
나타나지 않는
않는 경우
경우 ………
………

▢ 문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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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KAVO 계열의 어떤 악성코드의
경우, 그 본체가 sool0.dll이라는 DLL 파일입니
다.

악성

코드

실행

파일이

실행되면,

이

sool0.dll 파일을 윈도우즈 쉘인 explorer.exe
에 주입하여 실행되도록 한 후 실행 파일 자신
은 실행이 종료되어 버리기 때문에, 악성 코드
가 프로세스 상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료시키려 해도 종료시킬 프로그램이 없습니
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 90. explorer.exe를 통하여 모든 프로그램
들에 악성코드 본체인 sool0.dll 이 끼어들어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방법 :
이런 경우, 악성코드 자체는 DLL 파일이기 때문에 그 종료가 어렵고, 다른 모든 프로세스에
도 이 악성코드가 explorer.exe를 통하여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악성코드를 치료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쉘인 explorer.exe를 종료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이미 경험한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단의 시작 메뉴나 트레이 아이콘 등이 모두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쉘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쉘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윈도우즈의 모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후의 모든 작업은 악성코드 본체가 삭제될 때까
지는 콘솔 모드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작업을 하여야만 합니다.

참고로, 악성코드가 아닌 상황에서 단순
explorer.exe 의 오류로 인하여 이런 현상
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작업
관리자를 실행한 후 [파일]-[새 작업(실행]
메뉴를 이용하여 explorer.exe를 재실행
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악성코드가

그림 91. 작업 관리자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시
키는 방법. 쉘이 종료된 상태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쉘
을 재실행할 수도 있고, 콘솔 모드 창(cmd)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쉘에 붙어 실행되는 이 예와 같은 경우에
는 쉘을 재실행시키면 악성코드 자체가 재실행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쉘을 재실행하면
안 되며, 콘솔 모드를 실행시켜서 콘솔 모드 상에서 악성 코드 본체의 삭제 작업을 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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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성 코드 본체를 찾아서 삭제하기

프로세스를 종료하였으면, 이제는 저장되어 있는 악성 코드 본체를 찾아서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디스크 내에서 이미 알고 있는 파일 이름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찾아내
는 방법과, 찾아낸 파일을 디스크에서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디스크에서 특정한 파일을 찾기

프로세스에서 의심 파일의 실행을 종료하였다면, 이제 해당 파
일을 모두 찾아서 삭제해주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을 알고 있다
면 대개는 윈도우의 자체 기능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XP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
약 윈도우 비스타나 윈도우 7의 작업 관리자에서 프로세스를 삭
제하면서, 이미 파일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은 수행할 필
요가 없겠네요.)

(1) [시작] → [검색] 을 클릭합니다.
(2) [모든 파일 및 폴더(L)] 을 클릭합니다.
(3) [전체 또는 일부 파일 이름(O)] 에 앞에서 확인하였던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찾는 위치(L)에 “로컬 하드 드라이브”를 선택하여 전체 하드
디스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고급 옵션”을 클릭한 후, “시스템 폴더 검색(Y)” 와 “숨긴
파일 및 폴더 검색”, “하위 폴더 검색(U)”를 꼭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숨겨진 파일들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그림 92. 윈도우즈 XP의 검색
화면. 이와 같이 설정하여 검색
합니다.

(6) 선택 옵션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검색(R)] 버튼을 클릭합
니다.
(7) 나타나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삭제 작업을 수행합니다. (휴지통 폴더 같은 곳에 숨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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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비스타 및 윈도우 7의 경우에는, 윈도우 탐색기를 열면 상단에 검색 창이 있습니다.
탐색기 왼쪽의 탐색 창에서 검색할 범위를 결정한 후, 검색 폼에 검색할 파일 이름을 입력하
면 선택한 범위에서 입력한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 93. 윈도우 비스타 및 윈도우 7에서는 탐색기 자체에서 직접 파일
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참고

콘솔
콘솔 모드에서
모드에서 파일
파일 찾기
찾기 ……………………………………………………………………
……………………………………………………………………

이번에는 콘솔 모드에서 파일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검색 메뉴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 이것은 현재 드라이브의 모든
폴더를 뒤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루트 폴더에서 실행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각 드라이브를 돌
면서 모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이동은 해당 드라이브 이름에
:을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D드라이브로 이동하시려면 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드라이브에서 루트 폴더로 한 번에 이동하시려면 CD\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용 방법 : dir /a /s 파일명

- dir 명령은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이며,
- /a 옵션은 파일의 속성에 관계없이 모든 파일의 목록을 출력하라는 옵션입니다. 대개 악성
코드들이 숨김 속성이나 시스템 속성을 이용하여 자신을 숨기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 줍니
다.
- /s 옵션은 현재 폴더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파일을 대상으로 하여 목록을 출력하라는
옵션입니다. 따라서 이 옵션을 루트 폴더에서 실행하면서 주면, 드라이브 전체를 검색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 사용 예제 :
▢ C:\>dir /a /s autorun.inf
☞ autorun.inf 파일을 C드라이브 전체에서 찾습니다.

▢ C:\>dir /a /s com???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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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무 글자나 한 글자에 대응합니다. com(아무거나 세 글자)d.com 조건에 맞는 파
일을 C드라이브 전체에서 찾습니다.

▢ C:\>dir /a /s com*d.com
☞ * 은 알 수 없는 0~여러 개의 글자와 대응합니다. 따라서, comd.com 도 이 조건을
충족하며, 기타 com으로 시작해서 d로 끝나며 확장자가 com인 모든 파일을 C드라이
브 전체에서 찾습니다.

▢ C:\>dir /a /s aster*.*
☞ 이름이 aster 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찾습니다.

2) 찾은 악성 코드 파일을 삭제하기

대개 해당 파일이 실행 중이 아닌 경우, 그 파일을 정상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삭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말고도 몇 가지 종류의 변형이 더 있습니다.)

그림 94. 현재 파일이 실행 중이거
나, 다른 프로그램에 물려 있어서
삭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는, (1) 해당 파일이 현재 실행 중이거나, (2) 다른 파일이 해
당 파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경우 (프로세스가 잠겨 있다고 표현합니다.) (3) 혹은 해당
드라이브가 쓰기 금지 상태인 경우 등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시스템을 다시 부팅하면 해결됩니다. 혹은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
면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파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explorer.exe 의 확장으로 함께 실행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쉘로
사용되는 explorer.exe 를 종료(앞에서 본 적 있지요?)한 상태에서 콘솔 모드나 제3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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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프로그램(예-토탈 커맨더 등)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입
니다.

참고
참고

콘솔
콘솔 모드에서
모드에서 파일
파일 삭제하기
삭제하기 ………………………………………………………………
………………………………………………………………

콘솔 모드에서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폴더로 프롬프트를 이동시켜 삭제 명령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혹은 삭제 명령에 해당 파일의 경로를 포함시켜 삭제할 수도 있지요.

☞ 사용 방법 : del 파일명 [/F]

- del 명령은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어이며,
- 파일명은 경로를 포함하면 그 경로의 파일을, 그냥 파일명만 지정하면 현재 폴더의 파일을
삭제합니다.
- /F 옵션은 그 파일이 읽기 전용 속성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삭제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 사용 예제 (C:\Program Files\Malware\hack.com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 C:\>del "C:\Program Files\Malware\hack.com" /F
☞ hack.com 파일을 강제로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파일명에 경로를 함께 붙였기 때문
에, 현재 프롬프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더라도 해당 파일을 삭제합니다. 경로명 또는 파
일명의 중간에 공백 문자(스페이스 문자)가 없다면 “”(따옴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는 Program Files 폴더 이름에 공백 문자가 있으므로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붙이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 C:\>cd Program Files
▢ C:\Program Files>cd Malware
▢ C:\Program Files\Malware>del hack.com /F
또는
▢ C:\>cd "C:\Program Files\Malware"
▢ C:\Program Files\Malware>del hack.com /F
☞ 위와 같이, hack.com 이 있는 위치로 프롬프트를 이동시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경
로 및 파일명의 중간에 공백 문자가 없는 경우 따옴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앞서
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cd 명령은 이처럼 현재 폴더를 이동하는 명령입니다. 바로 아래의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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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위처럼 순서대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래처럼 전체 경로를 지정하여 한 번에 이동할 수도 있습
니다. (참고로, 바로 위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cd ..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침표 두
개는 바로 위 폴더를 의미합니다. 이미 앞에서, 루트 폴더로 한 번에 이동하는 방법이 cd \ 이라는
것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와 \ 의 차이를 알아 두세요. 아, 무슨 도스 명령어 강좌도 아니고 점
점…….)

그러나 이 방법은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만약 쉘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러한 삭제를
도와주는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Unlocker 라는, 삭제되지 않는 파일들의
연결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한

후에

강제

삭제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plorer.exe 의 확장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쉘을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별 수 없이 위에서 본 방법을 이용하여 콘솔 모드에서 파일을 삭제하
여야겠지요.)

참고
참고

삭제되지
삭제되지 않는
않는 파일을
파일을 삭제해
삭제해 주는
주는 유틸리티,
유틸리티, Unlocker
Unlocker ……………………………
……………………………

Unlocker 는, 시스템에서 어떤 이유로 삭제되지 않는 파일들을 알아서 삭제해 주는 상당히
강력한 유틸리티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일이 삭제되지 않는 이유는 시스템상으로 어디에선가 그 파일을 아직 사용하
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Unlocker 는 이러한 파일과 시스템의 연결을 강제로
끊은 후 해당 파일을 삭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현재, 최신 버전은 1.9.1입니다. 현재 제
작자가 운영하는 배포 사이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접속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믿을 수 있는
SOFTPEDIA 사이트의 프로그램 페이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http://www.softpedia.com/get/System/System-Miscellaneous/Unlocker.shtml

1.9.0 기준으로, 설치 중 QuickStores 툴바를 함께 설치할 것인지 묻습니다만, 당연히 설치
하지 않도록 하시고(체크박스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구성 요소 선택에서도 “탐색기 확장 메
뉴 사용” 과 “도우미” 에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프로그램들 중에는 이러한 광고 프로그램이나 툴바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ask.com 툴바를 많이들 깔더군요.)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프로그램 사용자가 일정한 광고를 보거나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 등을 수행함으로써 그 과정
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프로그램 제작자가 배분받는 구조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자는 프로그램
을 통해 수익을 얻고, 프로그램 사용자는 무료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로 좋은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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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런 광고 프로그램이나 툴바 등으로 인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익스플로러 창이 지저분
해지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프로그램 설치 시 이런 형태
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
이런 프로그램을 강제로, 또는 동의 없이 설치하려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
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외국산 프로그램은 툴바 프로그램의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무시하고
이를 설치하더군요. 일반에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유명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치졸한 방법을 사용
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실망이 컸습니다.)

Unlocker Assistant (도우미) 가 실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오류가 발생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 메시지를 끄면 Unlock 창이 열립니다. 그러나 보통은 해당 지워지지 않는 파일
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Unlocker 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
다.

그림 95. Unlocker 가 동작하는 모습. 현재 열려 있는 글 파일을 삭제하려 하자
Unlocker 가 동작하였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강제로 한글 프로그램과 파일의 연결을 끊
은 후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일을 삭제한 후에는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결된 프로세스가 explorer.exe 였던 경우에 특히 그러할 수 있
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부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실행 방법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도 강력한 프로그램이므로, 관심 있
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때로는, 해당 파일이 시스템 속성/숨김 속성이 지정되어 있어서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속성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시스템 속성을 가진 파일은 윈도우
즈 시스템 파일로 간주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파
일들의 경우에는 속성을 해제한 후 삭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단, 숨김 속성만 걸려 있는 파
일의 경우 탐색기상에서도 해제가 가능하지만, 시스템 속성이 걸려 있는 파일은 탐색기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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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콘솔 모드에서 해제하여야 합니다.

참고
참고

콘솔
콘솔 모드에서
모드에서 파일의
파일의 속성
속성 부여/해제하기
부여/해제하기 ………………………………………………
………………………………………………

콘솔 모드에서 파일의 속성을 부여하고 해제하는 명령은 attrib 명령입니다. 정확히는
attrib.exe 파일이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외부 명령입니다만, 윈도우즈 폴더에 path 가 지
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은
아마도 DOS를 전혀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attrib 명령이 파일에
특정 속성을 넣고 빼고 한다고만 알아 두십시오.)

☞ 사용 방법 : attrib [+/-][h|s|r|a] 파일명

- 속성을 추가할 때는 +, 속성을 해제할 때는 -를 사용합니다.
- 각각의 속성은 앞에서 본 바 있는 h/s/r/a을 사용합니다.
- 파일명은 단독으로 사용되면 현재 위치의 파일을, 경로를 포함하면 해당 경로에 있는 파일
을 의미하게 됩니다.

※ 사용 예제 (C:\Program Files\Malware\hack.com파일의 모든 속성 해제)
▢ C:\>attrib -h -s -r "C:\Program Files\Malware\hack.com"
☞ hack.com 파일에서 시스템 속성, 숨김 속성, 읽기 전용 속성을 모두 해제합니다.

※ 시스템 속성은 숨김 속성을 필수 요소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 속성이 걸려 있는 파일에서
숨김 속성만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시스템 속성이 걸려 있는 파일에서 숨김 속성
을 놔둔 채 시스템 속성만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속성이 걸려 있는 파
일에서 시스템 속성을 해제하려면, 시스템 속성과 숨김 속성을 동시에 함께 해제해 주어
야 합니다. (따라서 -s 는 -h 와 항상 함께 다닙니다.)

문제해결
문제해결

윈도우즈의
윈도우즈의 .DLL
.DLL 파일을
파일을 바꿔치기하는
바꿔치기하는 악성
악성 코드의
코드의 치료
치료 및
및 복구법은?
복구법은? ……
……

▢ 문제 상황 :
예를 들면, Win-Trojan/Onlinegamehack.33586058.R 과 같은 종류의 악성 코드는, 윈도
우즈 시스템 폴더 내의 .DLL 파일을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감염됩니다. 어떻게 하면 변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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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 시스템 파일을 찾고, 삭제하고, 복구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한 방법 1 :
이러한 경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바꿔치기한 윈도우즈 시스템 .DLL 파일의 정확한 사양
을 알지 못하는 한 발견해내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단서 (파일 압축 여부 등)를 가지고 알
아낼 수는 있지만 정확히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사
를 해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철수연구소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는 공개 프로그램입니다.

☞ 주소 : http://www.ahnlab.com/kr/site/download/vacc/vaccView.do?seq=101

상단의 통합 프로그램을 받아도 되며,
게시물 하단의 독립된 전용 백신을 받아도
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후 실
행하면 오른쪽과 같이 윈도우즈 폴더를 모
두 검사하여 변형된 파일을 찾게 됩니다.

▢ 가능한 방법 2 :

그림 96. 전용 백신(Trojan/Patched.Gen 전용 백신)을
실행하는 중. 변형된 DLL 파일을 검사하고 이를 복구
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어떤 파일이 변형되었는지 안다면, 수동으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
즈 XP의 경우, C:\WINDOWS\SYSTEM32\DLLCACHE 폴더에 .DLL 파일들의 복사본을 만들
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C:\WINDOWS\SYSTEM32 폴더의 변형된 .DLL 파일을 삭제해버
린 후 C:\WINDOWS\SYSTEM32\DLLCACHE 폴더의 원본 파일을 원래 위치에 복사하거나,
② 혹은 삭제한 상태에서 바로 재부팅하면 윈도우즈가 알아서 복구를 합니다. 또는 ③ 악성
코드가 숨겨 놓은 원래 파일의 위치를 안다면, 변형된 .DLL 파일을 삭제한 후 악성 코드가 숨
겨놓은 원래의 파일을 다시 복사해오는 방법도 있겠지요.

다만, DLLCACHE 폴더가 없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DLLCACHE 폴더의
파일마저 악성코드가 교체해 버렸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 복구를 위하여 윈도우즈
CD/DVD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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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윈도우 비스타나 윈도우 7의 경우 DLLCACHE 폴더가 없습니다. 다만 설치 및 업데이
트 시 만들어 놓은 DLL의 백업본이 디스크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윈도우 7의 경우,
C:\WINDOWS\WINSXS 이하를 확인합니다.), 원본 파일이 하드 디스크에 남아 있는지 찾아
보거나, 윈도우즈 설치 DVD를 이용하여 복구합니다.

윈도우즈 파일 보호의 영향을 받는 것은 진짜 시스템 파일이므로, 변형된 악성 코드 파일은
보통 윈도우즈 파일 보호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가끔 악성 코드 파일이 윈도우즈 파일 보호
의 영향을 받아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콘솔 모드에서 이름 바꾸기는
성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번 시도를 해 봅니다. 이름을 바꾼 후 원래 파일을 복사하거나
재부팅을 합니다.

※ 예: lpk.dll을 lpk.dll.bak 로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ren 명령을 사용합니다.
☞ ren lpk.dll lpk.dll.bak

(3) 의심 파일의 실행 코드를 삭제하기

악성 코드 본체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이제 그 파일을 실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여러 가
지 실행 방법들을 해제 내지 삭제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악성 코드들은 최초로 실행된 후, 시
스템이 다시 시작되어도 자신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두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정말
많지만, 여기서는 일반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도의 방법에 대해서만 구체적으
로 논의하도록 합니다.

앞에서 필자가 White Lie 운운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시작하도록 하는 방법
은, 위에 언급한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서비스로 시작하는 방법, 드라이버로 등록하여 시작하는 방법 등
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윈도우가 부팅하면서 여러 가지 경로로 등록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정말 레지
스트리의 곳곳에 산재해 있지요. 즉 악성코드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방법은 정말로 많습니다. (이것을 모두
설명하라고 한다면 필자는 차라리 지금 쓰는 원고 들고 출판사를 찾아가렵니다. 그 내용만으로도 책 한권이
나오고도 남을 분량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악성코드들이 (컴퓨터 사용자들의 관련 지식수준이 평균
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관계로) 편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특히나 게임 계정 해킹 정도의 수준에서
야), 일단 이 정도의 레벨에서 방어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수준에서도 방어가 되지 않는다면(즉, 이
렇게 했는데도 계속 악성코드가 다시 실행된다면),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찾아봐야겠죠. 이 항목의 마지
막에서,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Autoruns 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
용자의 수준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드 디스크의 포맷을 추천하겠습니다. 무
식하지만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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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 프로그램” 그룹에 바로 가기를 등록한 경우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시작프로그램] 에 해당 파일의 바로 가기(또는 프로그램의 본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니까
요. 다만, 여기서도 유의해야 할 것은, 만약 그 바로 가기의 속성이 “숨김” 속성이라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행은 되겠죠.) 따라서 시작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있는 폴더를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시작 프로그램은 두 군데 폴더에서 관리를 합니
다. 해당 사용자에게만 유효한 시작 프로그램과, 모든 사용자에게 유효한 시작 프로그램이지
요. 윈도우즈 XP를 기준으로 할 때, 다음 두 폴더가 시작 프로그램 등록 폴더입니다.

▢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시작 메뉴\프로그램\시작프로그램
▢ C:\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 이름\시작 메뉴\프로그램\시작프로그램

따라서 이 두 개의 폴더를 모두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에는 숨은 파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탐색기의 [도구] → [폴더 옵션] → [보기] 탭의 “숨김 파일 및 폴더 표시”를 설정하고, “보호
된 운영 체제 파일 숨기기” 옵션은 해제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설정되지 않고, 설정해도 계속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 현재 이 설정을 방해하는 악성 코드
가 아직 실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먼저 치료하여야 합니다. (즉,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
다.) 만약 악성 코드가 모두 치료되었는데도 이 설정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악성코드가 변경해 놓은 레지
스트리 항목이 복구되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해결 방법은 이 다음 항목에서 설명합니
다.

이 폴더들에 문제의 파일이나 그 파일의 바로 가기가 있다면 삭제합니다. 또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파일이나 바로 가기가 있다면 역시 함께 정리를 해 주세요.

2) 레지스트리에 실행 정보를 등록한 경우

레지스트리는 윈도우즈 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릴 경우 최악의 경우 윈
도우즈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하기 식으로는 매우 위험한 부분이므로 만약
실제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에서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레지스트리 에디터에는 따로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즉, 레지스트
리의 값을 수정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거나, 키 또는 값을 삭제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 점 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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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저히 레지스트리 수정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에서 소개한 시스템 구
성 유틸리티(msconfig) 나 이 바로 뒤에 소개할 Autoruns 를 사용하여 시작 프로그램 설정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편리한 것은 Autoruns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레지스트리의 Run 영역에 저장된 설정의
경우에는 msconfig 를 이용하여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레지스트리에 시스템 시작 시 실행할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하
면 시작프로그램 폴더에 바로 가기가 없더라도 실행이 됩니다. 특별히 무언가가 출력되지 않
는다면 그야말로 사용자 몰래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지요. 문제는, 시스템 시작 시에 프
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 항목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항목을 모두 설명한
다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너무 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un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만 설명합니다.

레지스트리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레지
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레지
스트리 편집기는 실행창에서 regedit 를
입력하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지스트리상에 시작 프
로그램을 지정하는 부분(Run 레지스트
리)은 다음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다음
레지스트리 부분을 모두 확인하여야 합

그림 97.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실행된 모습입니다.

니다.

▢ HKLM ► Software ► Microsoft ► Windows ► CurrentVersion ► Run
▢ HKLM ► Software ► Microsoft ► Windows ► CurrentVersion ► RunOnce
▢ HKLM ► Software ► Microsoft ► Windows ► CurrentVersion ► RunOnceEx
▢ HKCU ► Software ► Microsoft ► Windows ► CurrentVersion ► Run
▢ HKCU ► Software ► Microsoft ► Windows ► CurrentVersion ► RunOnce

※ HKLM 은 HKEY_LOCAL_MACHINE 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에 설정된 항목은 모든 사용자에게 영
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이 항목의 수정에는 원칙적으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 HKCU 는 HKEY_CURRENT_USER 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에 설정된 항목은 현재 사용자에게만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이 항목의 수정에는 원칙적으로 관리자 권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레지
스트리 에디터를 사용하여 수정하는 경우 그 자체에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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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섯 개의 레지스트리 항
목 우측에 문제의 파일을 실행
하는 항목이 있다면 모두 삭제
합니다. 그냥 우측 항목의 각
값을 선택한 후  키만 누르
면 삭제가 됩니다. 앞에서도 언
급했듯이, 이 부분은 최대한 주

그림 98. 이런 식으로 윈도우즈가 시작할 때 실행할 파일들이 등록이 되
어 있습니다.

의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레지스트리를 직접 건드리는 것이 부담스럽
다면, 앞에서 본 바 있는 “시스템 구성 유틸리
티”를 이용하여 그 파일의 실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의 “시작프로
그램” 탭에서 이들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
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선택을 해제할 수 있
습니다. 만약 재부팅 후에도 이상이 없다면 레
지스트리에서 완전히 삭제합니다.

그림 99.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시작 프로
그램 설정을 해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시작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에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는 Autoruns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Process Explorer를 제
작한 Sysinternals 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하고 있는 프
로그램입니다.

참고
참고

시작
시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삭제하는
삭제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Autoruns
Autoruns ……………………………
……………………………

이 프로그램은, Process Explorer 를 만든 회사 Sysinternals 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
다.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서 시작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는 모든 파일, DLL, 드라이버 등을 종
류별로 보여주며, 필요한 경우 그 시작 프로그램 설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윈도우
즈 자체적으로 msconfig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 를 제공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시
작 프로그램 실행 경로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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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autoruns를 실행한 화면입니다. 윈도우즈가 시작되면서 프로그램
을 실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항목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다만, 덕분에 좀
복잡하죠.)

다음은 이 프로그램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배포 페이지입니다.

▢ 주소 : http://technet.microsoft.com/en-us/sysinternals/bb963902

초기 설정으로는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타
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의 네모칸 친 부분과 같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윈도우즈에 관련된 항목은
해제해 준 후 그 나머지만으로 검색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은 항목이 줄어들므로 좀 더 편하게 확
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서명의 진위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Verify Code Signatures
항목도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01. 이렇게 설정한 후 키를 눌러줍니
다.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 페이지에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그
웹 페이지의 주소를 기술하는 것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이 웹페이지 및 연관된 페이지에는 제
가 위에서 서술한 것보다 더 자세하고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능력이 되신다면(내용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단, 이 페이지 및 그 부속 페이지는 일체의 “퍼가는 행위”(복사해가는 행위)
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 내용을 다른 웹 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무
단 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개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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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사이트에 큰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 페이지 주소 : http://offree.net/entry/Removing-Unknown-Malware-using-Autoruns

3) 각 드라이브 루트 폴더의 autorun.inf 파일

각각의 드라이브의 루트 폴더에 autorun.inf 파일이 남아 있다면 깔끔하게 삭제해 줍니다.
필요가 없는 파일이므로 무자비하게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윈도우 탐색기로 접근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콘솔 모드로 접근하여 삭제하면 됩니다.

(4)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애드온 확인

일부 악성코드들은 인터넷 웹 페이지의 로그인 정보를 훔치기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ActiveX 형태의 코드(브라우저 확장 또는 브라우저 도우미[Browser Helper Object])를 설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확인하고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1) 인터넷 익스플로러 6/8/9의 경우, [도구] → [추가 기능 관리(A)] 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7의 경우, [도구] → [추가 기능 관리(A)] → [추가 기능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을 선택합니다.

(2) 표시를 “Internet Explorer에서 사용하는 (모든) 추가 기능” 으로 변경합니다.

(3) 출력되는 항목들 중 의심스러운 항목을 선택한 후, 설정에서 “사용 안 함”을 선택하고 [확
인]을 누른 후 익스플로러를 종료하였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추가 기능 관리 메뉴에
가보면, 해당 클래스가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필요하다면, 해당 추가 기능에 해당하는 파일을 찾아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의 위
치를 찾고 삭제하는 방법은 앞에서 모두 살펴보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5) 아예, 해당 브라우저 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레지스트리에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필수적인 과정도 아니며, 레지스트리를 수작업으로 수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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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삭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생
략합니다.

그림 102.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추가 기능 관리 창.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의 화면입
니다.)

(5) 절차를 마친 후의 확인 및 기타 필요한 설정 사항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는 반드시 시스템을 다시 부팅한 후, 문제 프로세스들이 실행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만약 문제의 프로세스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 악성코드
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단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의 프
로세스들이 보인다면,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것이므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다
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을 한참 넘어서므로 (이미 한참 넘어서 있긴
합니다만)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역시 가장 간
단한 방법은 하드디스크 포맷이겠지요.

또한, 문제가 발생한 시스템에서 마비노기에 로그인한 적이 있다면, 해킹을 당한 적이 없더
라도 안전을 위해 마비노기 및 넥슨닷컴의 패스워드를 반드시 변경해 주도록 합시다.

문제해결
문제해결

악성
악성 코드를
코드를 모두
모두 치료하였는데도,
치료하였는데도, 숨김/시스템
숨김/시스템 속성
속성 파일을
파일을 볼
볼 수가
수가 없어요!
없어요!

▢ 문제 상황 :
숨김 파일을 이용하여 자신을 은폐하는 종류의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다가 치료가 완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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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런데도 숨김 속성 파일과 시스템 속성 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이 선택되지 않
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능한 방법 :
이 경우는 대개, 레지스트리에서 숨김 파일/시스템 파일 보기 설정의 기본 값을 악성 코드
가 수정해 놓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설정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 숨김 속성의 기본 값 설정을 복구하기
(1)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실행창에 regedit)

(2) 레지스트리에서 다음의 항목을 찾아갑니다.

HKEY_LOCAL_MACHINE ► SOFTWARE ► Microsoft ► Windows ►
CurrentVersion ► Explorer ► Advanced ► Folder ► Hidden ► SHOWALL

(3) 오른쪽 패널에서 CheckedValue 키를 찾습니다. 없으면 만들고, 그 값은 16진수 1로 합
니다. 만약 값이 다르거나 10진
수로 되어 있다면 16진수 1로
변경해 줍니다.

(4) 이제 디폴트 설정은 원상복구
되었으므로, 다음의 값을 찾습
니다.
그림 103. CheckedValue 의 값을 16진수 1로 변경합니다.

HKEY_CURRENT_USER ► Software ► Microsoft ► Windows ►
CurrentVersion ► Explorer ► Advanced

(5) 오른쪽 패널에서 hidden 값을 찾습니다. 없으면 값을 만들어 주고, 값을 16진수 1로 입
력합니다.

■ 시스템 속성의 기본 값 설정을 복구하기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설정을 해제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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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실행창에 regedit)

(2) 레지스트리에서 다음의 항목을 찾아갑니다.

HKEY_LOCAL_MACHINE ► SOFTWARE ► Microsoft ► Windows ►
CurrentVersion ► Explorer ► Advanced ► Folder ► SuperHidden

(3) 오른쪽 패널에서 UncheckedValue
키를 찾습니다. 없으면 만들고, 그 값
은 16진수 1로 해 줍니다. 만약 값이
다르거나 10진수로 되어 있다면 16진
수

1로

변경해

줍니다.

아울러

CheckedValue 값도 16진수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악성
코드는 이 값도 2로 바꿔치기하는 경

그림 104. UncheckedValue값을 16진수 1로 변경합니
다.

우가 있습니다.)

(4) 이제 다음의 레지스트리를 찾아갑니다

HKEY_CURRENT_USER ► Software ► Microsoft ► Windows ►
CurrentVersion ► Explorer ► Advanced

(5) 오른쪽 패널에서 ShowSuperHidden 값을 찾습니다. 없으면 값을 만들어 주고, 값을 16
진수 1로 입력합니다.

문제해결
문제해결

폴더로
폴더로 위장한
위장한 악성
악성 코드를
코드를 치료하였는데
치료하였는데 원래
원래 폴더들이
폴더들이 보이지
보이지 않아요!……
않아요!……

▢ 문제 상황 :
예를 들면, Win32.SelfCloner.worm.481195 와 같은 악성코드들은, 루트 폴더 내의 폴더들
과 같은 이름으로 자신을 복사하고 원래 폴더들은 시스템 속성과 숨김 속성을 부여하여 숨깁
니다. 따라서 이 악성코드를 치료하고 나면 정작 원래의 폴더들로 이동할 수가 없어 폴더가
삭제된 줄 오해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숨김 속성으로 되어 있는 폴더들을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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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이 속성이 해제되지 않아 골치를 썩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요?

▢ 가능한 방법 :
이 경우, 폴더에 시스템 속성과 숨김 속
성이 함께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의 탐색기 메뉴에서는 이 속성이 해제가 되
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방법으로
콘솔 모드에서 파일명 대신 폴더명을 입력
하여 시스템 및 숨김 속성을 함께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시스템 속성과 숨김 속성은
함께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는다는

그림 105. 시스템 속성과 함께 숨김 속성이 걸려 있
기 때문에, 숨김 속성을 해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
다.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해결
문제해결

폴더로
폴더로 위장한
위장한 악성
악성 코드를
코드를 치료하였는데
치료하였는데 “알려진
“알려진 파일
파일 형식의
형식의 확장명
확장명 숨기
숨기
기”
기” 설정을
설정을 해제할
해제할 수가
수가 없어요!
없어요! ……………………………………………………
……………………………………………………

▢ 문제 상황 :
예를 들면, Win32.SelfCloner.worm.481195를 치료한 후에도,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정명
숨기기” 설정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가능한 방법 :
이 경우도, 디폴트 값을 설정하는 레지스트리 값이 변조되어 있기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입
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1)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실행창에 regedit)

(2) 레지스트리에서 다음의 항목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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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EY_LOCAL_MACHINE ► SOFTWARE ► Microsoft ► Windows ►
CurrentVersion ► Explorer ► Advanced ► Folder ► HideFileExt

(3) 오른쪽 패널에서 UncheckedValue 키를 찾아서 그 값을 16진수 0으로 바꿉니다. (대개
16진수 1로 변경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림 106. UncheckedValue 값은 0, CheckedValue 값은 1이어야 합니다.

(4) 레지스트리에서 다음의 항목을 찾아갑니다.

HKEY_CURRENT_USER ► Software ► Microsoft ► Windows ►
CurrentVersion ► Explorer ► Advanced

(5) 오른쪽 패널에서 HideFileExt 키를 찾아서 그 값을 16진수 0으로 바꿉니다.

문제해결
문제해결

autorun.inf
autorun.inf 로
로 감염되는
감염되는 악성코드를
악성코드를 치료한
치료한 후
후 해당
해당 드라이브에
드라이브에 접근할
접근할 수
수
없는
경우
…………………………………………………………………………………
없는 경우 …………………………………………………………………………………

▢ 문제 상황 :
자동 실행 설정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autorun.inf 를 이용하여 감염되는 악성코드에 감염
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나 USB 드라이브 등을 치료한 후, 해당 드라이브에 접근하려고 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다”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해당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
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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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방법 :
이 문제는 악성코드와 autorun.inf 파일은 해당 드라
이브에서

제거되었지만,

레지스트리에

이전의

autorun.inf 파일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 윈도우즈 시
스템이 레지스트리의 정보를 계속 참조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지요.) 주로 윈도우즈 XP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트리에
남아 있는 USB 드라이브의 자동 실행 설정을 삭제하여
야 합니다. (오른쪽 화면은 필자의 USB 드라이브를 이용
하여 해당 문제를 재현한 것입니다.)

그림 107.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가 없
다!

(1)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실행창에 regedit)

(2) 레지스트리에서 다음의 항목을 찾아갑니다.

HKEY_CURRENT_USER ► Software ► Microsoft ► Windows ►
CurrentVersion ► Explorer ► MountPoints2

(3) MountPoints2 이하의 항목들 중
CLASS ID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키를 삭제합니다. 다만 해당 드라이
브를 나타내는 키가 어떤 키인지
알 수 있다면 그 키만 삭제하여도
됩니다.(이 값들은 삭제하여도 일반
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모두 삭제하셔도 됩니다.)

(4)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적용은 됩니다.)

그림 108. 네모칸 부분의 정보들을 모두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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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스러운 프로세스 발견 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처한다.
(1) 일단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으로 검사/치료해 본다.
(2) 진단/치료되지 않는다면, 해당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종료시킨다.
(3) 종료시킨 프로세스를 삭제하고, 그 실행코드도 삭제한다.
(4) 혹시 웹브라우저 확장이나 브라우저 도우미가 있지 않은지 본다.
(5)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찰한다.
■ 만약 의심스러운 프로세스가 발견되어 이를 조치하였고, 그 시스템에서 마비노기
로그인을 한 적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비노기 및 넥슨닷컴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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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계정 해킹을 당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

제
제 77 장
장
계정
계정 해킹을
해킹을 당했을
당했을 경우
경우 취해야
취해야 할
할 조치
조치

제7장에서는 실제로 계정 해킹을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일단 “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죠. 하지만 외양간이라
도 제대로 고쳐 놓아야, 다음에 같은 상황에 또 당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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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한 한 빨리, 피해상황을 확인합니다.

마비노기 고객센터의 해킹 관련 신고는 피해추정일로부터 7일(공휴일 포함)이 지나면 신고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과거 7일이었다가 2009년 7월 15일부터 15일로 확대되었지만, 2009
년 10월 26일자로 다시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공격자들의 경우 캐릭터 자체를
삭제 대기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캐릭터 자체가 삭제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이 상황에 이르면 현실적으로 삭제된 캐릭터의 복구 등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사건 발생으로부터 짧은 시간 안에 확인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난 2009년 7월 15일부터, U-OTP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계정 해킹 건
은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U-OTP 사용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겠지만, U-OTP 사용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계정 도용 내지 해킹 사건이 발생하
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가 될 조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신 명의의 휴대폰
이 아니라도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휴대폰이 없는 사용자의 경우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네요.) 특히, 같은 날부터 해킹으로 인해 분실한 아이템에 대해서 최대한 복구를 위
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해킹 사고 발생 시 아이템의 복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U-OTP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7일 이내에 피해를 확인하고 신고가 이루어지면
해킹 피해에 대한 복구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U-OTP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
해킹에 대한 보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극과 극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U-OTP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의 경우는 특히 계정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
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제한적이나마 해킹 사고 발생 시 일부 아이템 등의 복구 규정이 신설되
어, 불의의 피해를 당하더라도 아이템 등을 복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정 보안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게임 계정 해킹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2,3차 피해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약관에도 계정 보안의 1차
적 책임은 유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당하기 전에 주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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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요즘 계정 해킹의 추세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지속적으
로 피해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템 등을 털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한 번 당했다고 해서 안
심(?)은 금물입니다. 당장 내일 밤에라도 다시 들어와서 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 가장 완벽한 보호조치는, 넥슨 계정 및 마비노기 계정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기존에 U-OTP 서비
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자신의 휴대폰이 U-OT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휴대폰이라면
즉시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PC방을 이용하지 않고 거의 집에서만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지정 PC인증 서비스를 통하여 다른 곳에서는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U-OTP 서비스와 지정 PC 인증 서비스는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지정 PC 라고 하
더라도 U-OT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OTP 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 PC 인증 서비스는, 그 인증에 ActiveX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MAC 주소(IP를 이용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를 이용하여 인증하는 듯 합니다. 따라서 접속 랜 카
드가 변경되면 (랜 내장의 경우에는 메인보드가 변경되면) 재 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
로는 MAC 주소를 보안에 사용한 것이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나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
니다.

또한, 마비노기 패스워드를 변경하더라도, 만약 넥슨 아
이디 및 암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빠져나갔다면 즉 넥슨 아이디마저 노출되었다면 - 재공격을 받을 수 있
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마비노기에서 아이디를 알고
̇ ̇ ̇ ̇ 비밀번호를
̇ ̇ ̇ ̇ ̇ 모르더라도
̇ ̇ ̇ ̇ ̇ 이름,
̇ ̇ ̇ 주민등
̇ ̇ ̇
있는 경우, 마비노기
̇ ̇ ̇ 끝̇ 7자리,
̇ ̇ ̇ ̇ 넥슨닷컴
̇ ̇ ̇ ̇ 아이디와
̇ ̇ ̇ ̇ 넥슨닷컴
̇ ̇ ̇ ̇ 비밀번호를
̇ ̇ ̇ ̇ ̇
록번호
̇ ̇ 있다면
̇ ̇ ̇ 마비노기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
알고
습니다. 따라서 넥슨닷컴 계정까지 뚫린 경우에는 언제라도
공격자가 자신의 계정에 다시 침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비노기 패스워드와
넥슨닷컴 패스워드를 서로 다르게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109. 마비노기 패스워드를 변경하
더라도 공격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안다
면 패스워드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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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비노기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넥슨닷컴의 비밀번호도 변경하여야 하며, 또한 넥슨
닷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에도 모두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아닌 이상 우편/팩
스, 신분증, 휴대폰 인증으로는 재공격이
불가능할 것이지만, 가입 시 입력한 이메
일 주소로 다시 비밀번호(패스워드)를 찾
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공격자가 나
중에 다시 침입할 목적으로 이메일 주소
를 변조해두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을 해둡니다. 넥슨닷컴 패스워드의 변경
은 당연합니다.

과거에는 패스워드 열쇠 질문을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넥슨닷컴의 패스
워드 찾기 메뉴에서 비밀번호 열쇠 질문 항목
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열쇠 질문
으로는 더 이상 계정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습
니다.

그림 110. 넥슨닷컴의 비밀번호 찾기 메뉴. 이런 방법으로 비
밀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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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비노기 및 넥슨닷컴과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이트의 비밀
번호 변경

당연한 일이지만, 만약 마비노기 및 넥슨닷컴과 동일한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계정이 있다면
빨리 비밀번호를 바꿔줍니다. 게임 계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 로그인을 시도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금전적인 이득
을 노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최대한 대비를 해둡니
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게임과 관련되는 게시판 등의 인증 정보를 탈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게임 서버의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사
용하는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게임 등의 해킹을 재차 시도하거나,
혹은 이러한 정보가 매매 혹은 유통되어 제2, 제3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
실입니다.
또한, 계정이 어떤 경로로 탈취되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계정을 통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계정들 - 예를 들면 마비노기와 팬사이트 간 사이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모두 분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안상 유리하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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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심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의 정리

해킹을 당한 경우 그 피해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여기저기
PC 방 등을 돌아다니며 게임을 하는 경우 더욱 그렇겠지요. 다만, 해킹의 진원지가 내 컴퓨터
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므로, 현재 내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을 꼼꼼하게 확인합
니다. 앞에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그 외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혹시 내
컴퓨터에 지금도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 봅니다. 가능하다면
시스템 파티션을 완전히 포맷한 후 윈도우즈를 다시 설치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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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넥슨닷컴 계정의 추가 생성 차단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 1개당 최대 3개까지의 넥슨닷컴
계정을 가질 수 있도록 넥슨의 계정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부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온 가족
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갖다 쓰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 넥
슨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장기휴면계정을
해킹한 후 계정을 대량 생성하여 게임 내 사기 등에 악용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물론 새 계
정이 생성되면 이전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도 계정 생성 사실이 통보되도록 되어 있긴 합니
다만, 그래도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범주는 다르지만, 1인 다계정을 먼저 실시
한 포털 네이버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다
른 계정의 존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꼭 필
요하지 않다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새로운 계정이 생성되는 것을 차단해 두는 것
이 좋습니다.

▢ 미성년 회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 전화로 신청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송합니다.

▢ 성년 회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준비하고 전화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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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비노기 프로그램의 재설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해킹 툴이 마비노기 클라이언트 자체를 변조하였을 수도 있습니
다. 따라서 마비노기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삭제(언인스톨한 후, 마비노기 프로그램 폴더까지
모두 지워줍니다.)한 후, 마비노기 홈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를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내 문서 폴더 이하에 있는 개인 파일이나 스크린샷 등은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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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해킹 피해는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 계정 해킹을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최대한 빨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한다.
(2) U-OTP나 전용 PC 등의 안전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3) 마비노기 및 넥슨닷컴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용자 정보를 확인한다.
(4) 마비노기 및 넥슨닷컴 계정과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위험할 수 있
으므로 비밀번호 변경 조치를 취한다.
(5) 해킹의 원인을 파악하고 내 컴퓨터에서 시작된 문제라면 악성코드 제거 등의 실
질적인 복구조치를 한다. 마비노기 클라이언트는 완전 삭제 후 재설치한다.
(6)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수 있으므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넥슨닷컴 계정의
추가 생성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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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마무리 -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싸움

제
제 88 장
장
마무리
마무리 -- 영원히
영원히 끝나지
끝나지 않을
않을 싸움
싸움

이제 이 글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글을 마치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쓴, 읽
지 않아도 상관없는 글이지만, 글쓴이의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쯤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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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무리 :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싸움
- 글을 마치면서 다시, 왜 나는 이 글을 썼는가? -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다, 설명하는 자도 변변치
못하다 보니,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것이 그야말로 고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게임
하나 하겠다는 데 이렇게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거냐고 투덜거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독자분이시라면, 뭐 이딴 걸 이렇게 길게 써 놓았냐거나, 이런 엉터
리를 잘도 글이라고 써놨다며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
이고 계시건,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는 점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소한, 이 글을 모두 소화하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계정 털렸다고 울지는 않을 것이기 때
문입니다. (웃음)

이 글을 매듭지으려는 시점에서, 새삼 궁금해집니다. 일단,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어떤 연유로 접하게 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표면적으로 (마비노기) 게임
계정 보안을 표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독자들은 온라인 게임 (특히 마비노기)의
이용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아마도, 이 분들이 이 글을 처음 접하면서 바라는 것은,
소박하게 “어떻게 하면 내 계정 안 털리고 마음 편하게 게임할 수 있을까?”를 아는 것이었을
겁니다. 게임 계정 하나 관리하는 데 “뭐 별 것 있겠어?” 라는 생각도 아마 하고 계셨겠죠.
그런 분들에게, 이 글의 길이 (혹은, 실제 책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그 책의 두께) 는 일단 경
악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책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던 제1판 시절에는 약
40여 페이지 정도였던 이 글이, 제9판에 와서는 본문 페이지만 200페이지가 넘는, 거의 단행
본 한 권이 족히 나올 정도의 두께가 되었으니,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제 생각이
맞았나요? 아마 이 글을 처음 접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그런 연유로 이 페이지까지 읽지 않
으신 채 중도에 책을 덮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 ̇ ̇ ”으로 존재하는 이상, 사실상 온라인 게임 보안이라는 주제는
그러나 온라인 게임이 “온라인
̇ ̇ ̇ ̇ ̇ ̇ ̇ 보안이라는
̇ ̇ ̇ ̇ ̇ 큰̇ 주제와
̇ ̇ ̇ 그다지
̇ ̇ ̇ 구분되지
̇ ̇ ̇ ̇ 않습니다
̇ ̇ ̇ ̇ . 즉, 두 주제는 사
일반적인 인터넷상에서의
실 이름만 달리할 뿐, 실상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온라인 게임 보안에 관한 글이지만
일반적인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넘어가야 했고, 이는 한도 끝도 없이
이 글의 분량을 늘려놓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말은 뭐, 도대체 이 글이 게임 보안 가이
드인지,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상황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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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책을 한 번 개정할 때마다, 늘 글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어디선가 나오곤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새로 추려서 라이트(Light) 버전의 글을 따로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조언
도 매번 있습니다. 분명 일리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잖아도 읽어야 할 것도 많은 출판물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간단하게 몇 줄로 요약해서 던져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결국 이번 제9판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잠재적인 독자를 밀어
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죠. 오히려 이번 판에서는 최초로 본문만 따져서 200페이
지 돌파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난 제8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요약된 내용이 필요하다면 각 장 및 각 절
의 끝에 위치한 몇 줄 요약만 보아도 됩니다. 제8판과 달리, 제9판에서 각 절의 요약 내용을
별도로 제8장 뒷부분에 한 번 더 실어놓은 것도 이런 필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약간 맥락이
없을 수도 있지만, 행동요령으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요. 안전을 위해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만 충실히 챙기면 실상 위험은 없거나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 글을 쓰는 내내 제 머릿속
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잘한 세부 내용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지난 4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
이트 해 오면서, 또 글을 배포한 이후의 반응과, 이따금씩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답해
오면서, 그런 생각은 점점 더 강해져 온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머리 아픈)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위협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인터넷 사
용자들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기술적인
내용 이외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사태의 배경 이야기와, 그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할애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사실(fact)이 아닌 제 의
견(opinion)이 여기저기 들어간 것이 눈에 띕니다만, 만약 독자분께서 생각이 다르다면 받아
들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다 건너뛰고 여기까지 오신 독자분도 계실 텐
데, 이런 분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전혀 보지 않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
야 실질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많은 부분도 이러한 내용으로 채워
져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없이, 단순히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따라하는 식의 대처로는 발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며칠 못 가 앞에서 다룬 구체적인 내용들 중 일부는 잘못된, 혹은 시대에 뒤쳐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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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마비노기에 한정한 내용들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당장 내
일이라도 넥슨이 다른 정책을 들고 나온다면, 혹은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들이 마비노기라는
게임을 등지는 날에는, 그런 내용들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내용들
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글에 쏟아 부은 시간과 열정이 너무나
아깝지 않나요? 오히려, 그런 맥락 없는 사용설명서 식의 내용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나 인
터넷 보안의 영역이 “어려운 것”이라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오해가 생긴 것이 아
닐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배경 하에서 이런 대책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다면, 환경이 변하고 내용이 변하더라도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무관심과 무지는 다른 이면에 실체 없는 두려움과 증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 없
는 두려움과 증오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악용하려는 자들을 양산하게 마련이죠. 이런 자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으므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자들의 검은 선전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인
̇ ̇ 할̇ 수̇ 있는
̇ ̇ 일과
̇ ̇ 할̇ 수̇ 없는
̇ ̇ 일에
̇ ̇ 명확한
̇ ̇ ̇ 선을
̇ ̇ 긋고
̇ ̇ , 내̇
기준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 ̇ 부분에
̇ ̇ ̇ 대해서는
̇ ̇ ̇ ̇ 어떤
̇ ̇ 도움을
̇ ̇ ̇ 받아야
̇ ̇ ̇ 하고
̇ ̇ , 또̇ 어떤
̇ ̇ 방식으로
̇ ̇ ̇ ̇ 대처하면
̇ ̇ ̇ ̇ 되는지
̇ ̇ ̇
가̇ 할̇ 수̇ 없는
를 분명히 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어도, 그 “악성코드에 기생한 또 다른 악
성코드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엄청나게 줄어들 테니까요.

뭐 제 의도야 어찌되었건 간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능력은 이미 위험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의 내용이 쉬웠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려웠던 분들
도 계실 것입니다만, 최소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겨우 게임 계정 해킹이나 하고 있는
어설픈 공격자들에게 당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갖고 익히
기 시작한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미 적들의 목표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다른 것이 이 분야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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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국민행동요령: 이것만큼은 꼭 지킵시다.

아래의 내용은 이 책의 내용 중 각 절이 끝날 때마다 별도로 적어둔 핵심적인 행동요령만을
따로 모은 것입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하자는 취지에서 부활시킨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 정
도를 완벽히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책 전체를 읽고 그러
한 행동의 이유와 의미를 함께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관리

■ 패스워드는 영문 대소문자 및 숫자, 가능하면 특수문자까지 섞어서 사용한다. 외울 수 있
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복잡하고 길게 만든다.
■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의 패스워드 입력은 특히 주의하기.
■ 넥슨닷컴-마비노기 홈페이지-마비노기 팬사이트 간에는 서로 다른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해 준다.

정기적인 윈도우즈 등 업데이트의 수행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버전의 가장 최근 서비스팩을 설치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해 준다.
■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비정품 윈도우즈 사용자라도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필수 핵심 보안
업데이트는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
■ 윈도우즈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디어 플레이어 등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이외의 제품의
보안 이슈에도 관심을 가진다. 특히 플래시 등 인터넷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많은 보안 허점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업
데이트를 수행한다.
■ 자신이 사용 중인 윈도우즈 버전의 보안 성능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이에 따라 적절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게임 계정의 매매 및 공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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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지 말 것. 또한 타인의 계정 정보는 알려고도 하지 말 것.
혹시라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패스워드 변경을 요구할 것.
■ 계정 매매는 절대로 하지 말 것. 보안상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렵
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사용 자제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클라이언트의 실행에 관여하는 여러 도우미 프로그램들은 가급
적 사용하지 않는다. 굳이 사용해야 하겠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직접 업로드하는
공식 배포 페이지를 통하여 구하여 사용한다. 단, 사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책임은 스스로
질 것.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사용

■ 적당한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꼭 사용할 것.
■ 악성 코드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를 꾸준히 할 것.
■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과신하지 말 것.
■ 두 개 이상의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의 혼용을 자제할 것.
■ 신종 악성코드가 의심되면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제작사에 신고할 것.

방화벽 프로그램의 사용

■ 적절한 방화벽 프로그램을 하나 사용할 것. 만약 자신의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이 방화
벽 기능을 지원한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인터넷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음은
알아둘 것.
■ 방화벽의 설정에 따라 초기에는 매우 많은 팝업창을 볼 수도 있으나, 설정이 늘어남에 따
라 차차 줄어들 것임.

공용 컴퓨터 환경(PC방 등)에서의 대응

■ 공용 컴퓨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은 개인 컴퓨터에서보다 더욱 어렵다. 그럼에
도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스스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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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가 잘 되는 PC방을 선택하고, 보안 프로그램 유무를 확인한다.
■ 시작 전에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심쩍다면 자리를 옮긴다.
■ PC방의 이용이 잦다면 U-OTP 서비스를 꼭 이용하도록 한다.
■ 노기노기 등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클라이언트를 포함하여 완전히 삭제
한 후 다시 설치하여 사용한다.
■ 여유 있게 이용을 마치고, 자신이 사용한 정보는 모두 삭제한다.

덜 위험한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방법

■ 무선 인터넷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보안조치를 한다.
■ 아무나 내 무선 공유기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접속 통제 장치를 한다.
■ 무선 공유기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아예 SSID 브로드캐스팅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
■ 무선 구간의 암호화 방법(가능하면 WPA2-AES 방식)을 사용한다.
■ 집 밖에서는 특히 아무 무선 AP나 접속하지 않는다. 가급적 안전성이 확보된 AP만 사용한
다.

윈도우즈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관리

■ Administrator 계정이 잠겨 있다면 굳이 계정의 잠금을 풀지 않는다.
■ Administrator 계정이 사용 가능하다면, Administrator 계정에는 반드시 패스워드를 걸어 주고,
이 계정을 주 계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Administrator 계정의 이름 자체를 변경하면 좀 더 보안성이 향상될 수 있다.
■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계정에도 가능하면 패스워드를 걸어준다.
■ 패스워드는 영문 대소문자, 숫자, 가능하면 특수문자를 섞어서 사용하되, 사전에 있는 단
순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UAC, User Account Control)

■ 윈도우 비스타 / 윈도우 7 사용자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끄지 않고 적절히 사용한다. 윈
도우즈 XP 사용자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 있음
을 이해하고,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자동 실행 기능(autorun.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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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즈 XP 에서는 자동 실행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윈도우 비스타 / 윈도우 7에서는
선택적으로 자동 실행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악성 코드가 의심되는 프로그램 찾아내기

■ 다음과 같은 파일들은 악성 코드로 의심해 본다.
(1) 시스템 파일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
(2) 실행한 적이 없는데 실행되고 있는 스크립트들
(3) 마비노기와 붙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
(4) 내가 등록하라고 허락하지 않은 시작 프로그램들
(5) 숨김/시스템 속성이 걸려 있는 실행 파일들
(6) 시스템 드라이브의 루트 폴더(예: C:\)에 존재하는 실행 파일들.
(7) 실행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DLL 또는 실행 파일들

의심스러운 프로세스를 발견했을 때의 조치

■ 의심스러운 프로세스 발견 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처한다.
(1) 일단 악성 코드 퇴치 프로그램으로 검사/치료해 본다.
(2) 진단/치료되지 않는다면, 해당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종료시킨다.
(3) 종료시킨 프로세스를 삭제하고, 그 실행코드도 삭제한다.
(4) 혹시 웹브라우저 확장이나 브라우저 도우미가 있지 않은지 본다.
(5)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찰한다.
■ 만약 의심스러운 프로세스가 발견되어 이를 조치하였고, 그 시스템에서 마비노기 로그인
을 한 적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비노기 및 넥슨닷컴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계정 해킹을 당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

■ 계정 해킹 피해는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 계정 해킹을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최대한 빨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한다.
(2) U-OTP나 전용 PC 등의 안전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3) 마비노기 및 넥슨닷컴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용자 정보를 확인한다.
(4) 마비노기 및 넥슨닷컴 계정과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216

비밀번호 변경 조치를 취한다.
(5) 해킹의 원인을 파악하고 내 컴퓨터에서 시작된 문제라면 악성코드 제거 등의 실질적인
복구조치를 한다. 마비노기 클라이언트는 완전 삭제 후 재설치한다.
(6)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수 있으므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넥슨닷컴 계정의 추가
생성을 차단한다.

계정 보안, 알고 대비합시다.
- 계정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 북 (제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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