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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7년 시정보고의 네 번째 제안서 발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뉴욕시민 

보호 

 

새 법안은 기존의 사이버 범죄와 신원도용 법을 현대화하고 강화할 것 

 

새 사이버 사건 대응팀이 주와 지방 정부 및 교육기관의 중요 기술 시설을 강화 및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례 없이 늘어나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뉴욕 

시민과 정부기관의 보호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사이버 범죄와 신원도용 법률에 대한 강화와 현대화뿐만 아니라 주 정부기관, 지방정부, 

중요 공공시설 및 학교에 사이버 보안 지원을 제공하는 사이버 사건 대응팀(Cyber 

Incident Response Team)도 포함합니다. 

 

Cuomo 주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민과 우리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금융 웰빙의 안전과 보안에 대해 

갈수록 증가하는 위협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교묘하게 늘어나는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법은 반드시 여기에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이 제안서는 경찰과 검찰이 

사이버 절도를 처벌하고 뉴욕시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도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팀을 만들어 주와 지방 정부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방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이 제안서는 모든 뉴욕시민의 더 강하고 안전한 

보안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이버 범죄와 신원도용법에 대한 현대화 

사이버 범죄는 세계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범죄 기업의 하나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개인 혹은 전문화된 컴퓨터 또는 계정에 해킹하여 

들어가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은행 계좌의 돈을 빼내고 신상정보를 훔쳐갑니다. 실제로 

사이버 범죄는 현재 불법 마약판매보다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에만 사이버 범죄가 세계 경제에 4천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많은 형법이 금융 혹은 지적 재산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컴퓨터 부당 변경에 대한 처벌 강화 최근에 컴퓨터 부당 변경을 통하여 5백만 

달러의 손실을 가져왔으나 5만 달러의 손실로 처리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이런 

범죄의 등급을 높여 처벌이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1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컴퓨터 부당 변경에 대하여 B급 중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신원도용 처벌 강화 현재의 신원도용법은 한 명의 개인정보 도용과 여러 명의 

개인정보 도용을 구분하지 않으며 신원도용에 대한 가중 처벌은 해외에서 

복무하는 군인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Cuomo 주지사는 새 법안은 

제정하여 다중 신원도용에 대한 범죄 처벌을 A급 경범죄에서 D급 중범죄로 

등급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자 이외의 취약층에 대한 악질적인 신원도용 

보호로 확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과 정신 및 신체 장애인들의 신원을 도용하는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새로 제정됩니다. 

 

 컴퓨터 침입법에 대한 확장으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확보 현재의 낡은 법은 

검찰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법안은 개인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한 모든 사례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에서 해킹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범위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사건 대응팀 

뉴욕주 정보기술서비스 사무실은 주의 모든 집행 기관의 네트워크 보안, 테라바이트급의 

주요 데이터 및 12만 명의 주 내 직원의 사이버 보호를 책임집니다. 그러나 

뉴욕주립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혹은 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 및 지방 정부와 많은 주와 지역 공공기관과 같은 비 집행기관은 자체 사이버 

보안 정책, 프로그램 및 공공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관이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들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보호하지만, 일부는 

추가적인 기술보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Cuomo 주지사는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에 대테러 

조정실(Office of Counter Terrorism)에 사이버 사건 대응팀을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팀은 비집행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검색 자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사이버 공격,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로부터 정보기술 자산, 중요한 운영 시스템 및 

데이터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팀은 다중 기관의 기동대로서 활동하면서 주 전역에 발생하는 사이버 침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 방위군, ITS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및 기타 특수 전문 분야 기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취약점 

평가, 네트워크 점검, 사이버 보안 정책 검토 등을 실행하여 주 기관과 지방 정부가 



 

 

적절한 계획, 절차 및 사이버 공공시설을 보유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들은 또한 사이버 

사건, 스트리밍 반응 효과를 신고할 수 있는 단일 번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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