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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2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최대최대최대최대 보험사에보험사에보험사에보험사에 사이버사이버사이버사이버 위협위협위협위협 조사조사조사조사 개시개시개시개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보험사들이 고객과 회사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뉴요커들은 다양한 민감한 건강, 개인 및 

금융 기록을 보험사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FS)는 오늘 DFS가 규제하는 최대 보험사들에 “308 서한”을 보내어 그들이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308 

서한”은 보험사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뉴요커들이 보험사에 맡기는 극도로 민감한 건강, 개인 및 금융 정보는 해커들에게는 사실상 

가상천국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행들이 필요한 보호 조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눈은 다음의 큰 위협을 찾는 데 항상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해커들이 우리에게 숨쉴 틈을 주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서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서비스부장 겸 주지사의 사이버 보안 자문단의 공동단장인 Benjamin M. Law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험사의 사이버 보안은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맹점에서 붙잡히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뉴요커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해커 공격으로부터 그러한 보험 기록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DFS가 오늘 보험사들에 보낸 308 서한은 우리 부의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난 3년 동안에 회사가 겪었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  

• 회사가 구현한 사이버 보안 조치  

• 회사의 정보기술 관리 방침  

• 회사가 사이버 보안에 투입하는 예산 및 기타 자원의 양  

• 회사의 사이버 보안 관련 관리 및 내부통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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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초에 DFS는 부가 규제하는 최대 은행들에 유사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그들의 사이버 보안 

정책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Cuomo 지사의 사이버 보안 자문단 형성 후 바로 나온 것입니다. 자문단은 사이버 

보안 발전에 대해 행정부에 자문하고 주의 중요 인프라 및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를 

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금년 1월에 주지사는 그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 사이버 보안 자문단을 

처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달 초에 Cuomo 지사는 사이버 보안 자문단의 구성원들을 지명하였습니다. 자문단 구성원들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이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의 방대한 경험을 활용할 

것입니다. 자문단 구성원들: Richard Clarke, 회장 겸 CEO, Good Harbor Consulting , LLC 및 전 백악관 

테러방지 및 사이버 보안 고문; Shawn Henry, 사장, CrowdStrike Services; Will Pelgrin, 사장 겸 CEO, 

Center Internet Security(“CIS”) 및 Multi-State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MS-ISAC”)의 

창립자; Phil Reitinger, 선임부사장 겸 최고정보보안책임자, Sony Corporation; 및 Howard Schmidt, 

전 백악관 사이버 보안 조정관 겸 Obama 대통령 특별보좌관. 이 자문단의 공동단장은 공공안전 

담당 주지사 비서 Elizabeth Glazer와 금융서비스부장 Benjamin M. Lawsky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Cuomo 행정부 조사의 일환으로 DFS로부터 308 서한을 받은 보험사들의 전체 

목록:  

• Aetna  

• AIG  

• Allstate  

• AXA Equitable  

• Berkshire Hathaway  

• Capital District Physicians’ Health Plan  

• Chubb  

• EmblemHealth  

• Empire  

• Excellus BlueCross BlueShield  

• Guardian Life  

• Healthnow New York  

• Humana  

• The Hartford  

• Integrated Healthcare Association  

• Liberty Mutual  

• MassMutual  

• Members Health Insurance  

• MetLife  

• MVP Health Care  

•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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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York Life  

• Northwestern Mutual Life  

• The Principal Financial Group  

• Progressive  

• Prudential  

• State Farm  

• TIAA-CREF  

• Tower Group  

• Travelers  

• United Healt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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