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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자에게는 필수 정보보호 제품이 돼 버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은 대개 연단위로 약 35,000

원내외의비용을지불해야하는유료서비스로정착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유료가아닌무료백신은백신기능중가장중요한실시간감시나업데이트기능이활성화

되지 않아, ‘무늬’만 백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중에서도 무료 백

신을개발배포한 경우가있었지만, 이 역시백신전문업체가 내놓은제품에견줘볼 때 모든면에서부

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일부엉터리’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 솔루션이

난립하는상황에서무료백신을‘공짜’라고무조건반길사용자들도그리많지않을수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근 등장하고 있는 무료 백신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시간이 지

날수록늘어나고있다고합니다. 왜그럴까요.

무료 백신이 많은 관심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백신의 품질이 유료 백신과 유사하

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백신 전문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N사, E사, Y사 등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높

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업체의 무료 백신은, 기능과 성능 면에서 공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수

준을자랑하고있다고하네요.

아마도적지않은분들이궁금증을가지실겁니다. ‘백신제품을만들지않던회사가어느날갑자기내

놓은 백신이 어떻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또‘백신 회사가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공짜라고무시하지마세요

요즘 무료 백신이 대세인가 봅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개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짜 컴

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 백신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싼 게 비지

떡’이라는 말이 있듯,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됐던 백신은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돈을 낸 유료 백신 서비스와 비교해 턱

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이들 무료 백신들이 값싼 비지떡인지, 아니면 굴러

들어온 호박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외부 위협으로부터 실시간으로 PC를 보호하기 위한 패턴을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그 같은 서비스

를무료로계속제공해줄수있을까?’등등의궁금증말이죠. 

아시겠지만, 무료 백신을 내놓은 기업들 중 백신을 전문적으로 개발해 오던 기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형 포털 서비스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내놓은 무료 백신

의 품질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백신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백

신전문개발업체로부터백신엔진을구매해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으로사용자

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유료 백신에 대해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서비스,

즉 실시간 감시기능이나, 실시간 엔진 업데이트, 표준화된 탐지 기능 등이 모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

신을 새롭게 개발해 공짜로 배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시중에 판매돼 왔던 백신 제품을 개인 사용자들

에게무료로배포하는것이기때문에기존백신과의차이는거의 없다고볼수있죠.

이처럼 여러 개의, 그것도 양질의 백신이 무료로 배포된다는 발표가 있은 후, 정보보호와 관련된 많은

관계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특히 무료 백신이 가정 등 정보보호 사

각지대에놓여있던PC를보호하는데일조할것이라는기대가가장큽니다. 사실사무실에서는기업내

규정에 의해 백신을 사용하게 되지만, 가정에 있는 PC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며 백신을 설치하

는 사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방치된 PC들은 다양한 웜·바이러스에 노출돼 해킹이나 다양

한 공격에 악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료 백신들은‘방치’된 PC의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어, 국내 정보보호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죠. 적어도백신설치비용이없어서PC가웜·바이러스나악성코드에감염되지는않을테니까요.

무료 백신의 등장과 함께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판매해 왔던 업

체들의 서비스는 어떻게 변모해 갈 지 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백신업체들이제

품을OEM 방식으로전환해 백신엔진의 라이센스를 판매하는비중을 높이는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겁

니다. 그러나여기서한걸음더나간다면더좋은백신기능과서비스로있을수있습니다. 기존의백신

서비스보다 발전된 서비스, 다시말해 유료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국

내 대표적인 백신업체 중 한 곳은 이미 특별한 유료 백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무료 백신은 무료대로, 유료 백신은 유료대로 서비스 품질을 계속 높아지게

되니, 결과적으로백신사용자들은행복한고민을하게될겁니다.

아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을 뻔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무료 백신은 어디까지나 개인 사용자

를 위한 공개 프로그램으로,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된 PC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업이나단체에서는그에합당한유료백신을구매해야한다는사실, 잊으면곤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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