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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0월 1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사이버사이버사이버사이버 보안보안보안보안 자문위원회의자문위원회의자문위원회의자문위원회의 전무이사전무이사전무이사전무이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Peter Bloniarz 박사가 주지사의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회 전무이사 

및 수석 정책 고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Bloniarz 박사는 현재 Albany 

대학에서 컴퓨팅 및 정보 단과대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Bloniarz 박사는 학장의 

자리에서 떠나지만 Albany 대학에 남을 예정입니다.  

2013년 5월 10일 Cuomo 주지사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인 

전략을 토대로 관리와 함께 협력하는 사이버 자문위원회를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이버 

보안의 발전에 대한 관리를 조언하고 국가적 주요 인프라 및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5월달에 임명된 자문위원회 구성원들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이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 방대한 경험을 도입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의 일상 활동이 인터넷에 점점 더 많이 연관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의 자문위원회를 

이끌어 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Peter는 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며, 그의 업적은 신분 도용 및 소비자 사기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뉴욕 시민, 기업 및 주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 

시민들을 돕기 위해 함께 한 Peter에게 감사 드립니다.”  

Bloniarz 박사의 약속은 Cuomo 주지사가 사이버 기반 위협에 대한 인식과 온라인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인식을 불어넣기 위해 National Cyber Security Awareness Month에 대한 선언을 

공표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10월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 때 사이버 위협 에 대한 

인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민 모두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은 정부 및 입법 기관부터 민간 부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공 부문에 이르기까지 국민 전체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Peter Bloniarz 학장은 “Cuomo 주지사가 자신의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회를 이끌기 위해 매우 숙련된 

전문가 그룹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경험 많은 개인들과 함께 일하며 사이버 위협 및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뉴욕 주 주지사의 비전을 실현할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해 권고 

사항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 Albany 대학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느라 수년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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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세상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지사의 자문위원회와 함께 더 직접적으로 일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영광입니다.”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회 공동 의장인 William Pelgrin은 “Peter는 자신의 경력을 통해 기술을 공공 

부문에 혜택을 주는 실질적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그의 전문지식은 주지사의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회에 기여할 것이며 뉴욕 주가 복잡한 사이버 보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알바니 대학 학장 Robert J. Jones는 “이렇게 가장 멋지고 당연한 약속을 지킨 Dean Bloniarz에게 

거듭 축하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Bloniarz 박사에게 영광일 뿐만 아니라 Albany 

지역 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냅니다. “지난 3년 동안 Dean Bloniarz는 정보 기술 분야에서 수 

많은 혁신적인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주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주지사가 그에게 오늘날 사이버 

보안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관리를 조언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자산 및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권고를 아끼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Peter Bloniarz는 현재 Albany 대학/New York 주립 대학에서 컴퓨팅 및 정보 학과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Dean Bloniarz는 컴퓨팅 및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 및 연구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대학의 주요 행정 및 교육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컴퓨터 과학 및 미국 도서관 

협회가 인증한 정보 과학 프로그램 외에도 이 단과대학은 컴퓨팅 및 정보와 관련된 학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캠퍼스에서 다른 학과와 함께 협력하는 혁신적인 정보학 부서의 

홈그라운드이기도 합니다. 이 단과대학은 대학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수 많은 연구 센터와 

함께 연계되어 있습니다.  

학장이 되기 전 Bloniarz는 연구 분야의 중간 부서장이었습니다. 그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Center for 

Technology in Government의 창시자 겸 연구 책임자 중 하나였습니다. 연구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옹호한 그는 교육 부문에서 교육 및 학습 부문에서 SUNY Chancellor의 Medallion for Excellence을 

수상하고 이 대학이 인증한 CoE(Center for Excellence)의 임시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MIT에서 

박사 학위를 이수한 후 1977년 Albany 대학의 컴퓨터 공학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이 대학의 

Collins Fellow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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