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브리핑

공공 기관 공격 특화 말웨어 ‘더 마스크(The
Mask)’ 출현
▶ 모니터링에서부터 탐지 기능 회피에 이르기까지 높은 정교함과 완성도를 보유한 말웨어 ‘더 마스크(The Mask)’가 출현
▶ 국가 차원의 사이버 무기로 의심되는 ‘더 마스크’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국 정부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 강화 필요성이 증가

공공 기관 시스템 노리는 말웨어 ‘더 마스크(The Mask)’ 등장
▒ 보안업체 카스퍼스키 랩 (Kaspersky Lab) 이 각종 신종 말웨어 ‘더 마스크 (The Mask) ’를
발견했다고 발표
•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더 마스크’는 이메일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웹 사이트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파
• 스 페 인 어 권 의 주 요 언 론 사 를 비 롯 해 영 국 의 가 디 언 (The Guardian) , 미 국 의 워 싱 턴
포스트(Washington Post) 등 유명 언론사의 뉴스 사이트를 가장한 URL을 주로 활용
• 해당 URL을 클릭한 사용자의 PC는 암호화 키 정보, 네트워크 설정 정보 등 보안 관련 파일이나
설정 내역을 ‘더 마스크’에 전송

▒ ‘더 마스크’의 주요 표적은 정부 기관, 대사관, 에너지·석유·가스 설비, 연구기관 등 주요 공공
기관 및 국가 인프라 시설이 대부분
• 현재 31개 국 380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가 ‘더 마스크’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

Internet & Security Bimonthly

78

• ‘더 마스크’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5개 국가는 모로코, 브라질, 영국, 스페인, 프랑스 순

고도의 정교함과 완성도 자랑하는 ‘더 마스크’, 국가 차원의 사이버 무기 의혹
▒ 카스퍼스키 랩 연구진은 지난 수 년 간 발견된 말웨어에 비해 ‘더 마스크’의 기능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고 지적

공공 기관 공격 특화 말웨어 ‘더 마스크(The Mask)’ 출현

• ‘더 마스크’는 단순 사용자 정보 수집 뿐만 아니라 인프라 모니터링 및 운영 시스템 중단부터 접속
규정을 역이용한 감시 행위 차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급 기능을 수행
• 또한 윈도우 뿐만 아니라 맥 OS나 리눅스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활동1)
• ‘더 마스크’는 플러그인이나 설정 파일 등을 이용해 별도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해 변종 출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탐지를 방해하기 위해 루트킷(rootkit)2) 을 이용하는 등 높은 완성도를 보유

▒ 정교함과 더불어 공공 기관만을 노리는 ‘더 마스크’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말웨어의 확산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 시도일 것으로 추측
• 카스퍼스키 랩은 ‘더 마스크’의 기능들이 일개 아마추어 해커 집단이 구현할 만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전문화된 집단이 ‘더 마스크’의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정
• 또한, 자사가 조사를 본격화한 지난 2014년 1월 이후 ‘더 마스크’가 명령제어3) 서버를 차단하고
활동을 중지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근거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이버 무기 의혹을 제기
• 카스퍼스키 랩의 이고르 소멘코프(Igor Soumenkov) 선임연구원은 ‘더 마스크’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해커들이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존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외에 다른
국가적 지원을 받는 사이버 공격의 등장 가능성을 예고

▒ 한편, ‘더 마스크’ 등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무기가 출현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사이버전
대응 능력 강화에 주력 중
• 언론 매체 로이터(Reuter)에 따르면 美 공군의 경우 2013년 4월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이버
무기 6종을 실전에 배치하여 활용 중
• 국내 역시 2014년 2월 국가 전산망을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무기 개발을
발표하는 등 사이버전 수행 능력 강화에 주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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