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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전국 최초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소비자와 금융 기관을 보호하는 

사이버 보안 규정 3 월 1 일 시행함을 발표 

 

규정은 테러 조직 및 기타 사이버 범죄로부터 소비자 정보 및 금융 시스템 보호 

  

규제받는 금융 기관은 소비자와 기업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관리해야 함 

  

규정은 최고 기관들의 규정 준수 문화를 강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내 최초로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뉴욕의 금융 서비스 기관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이버 보안 규정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발표된 규정은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의 감독을 받는 은행,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 서비스 기관에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뉴욕 금융 서비스 산업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세계 금융 자본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부가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전례없이 늘어나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최초의 이런 강력한 

보호 조치는 이 업계가 자신과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뉴욕시민들을 엄청난 사이버 

범죄가 조성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필요한 안전 지침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부 감독관 Maria T. Vull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규정으로 DFS는 뉴욕의 소비자가 자신들의 금융 기관들이 보안과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우리의 세계 금융 네트워크의 

상관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전 세계의 단체들은 점점 많은 개인 정보의 무단 이용 

피해를 받는 현실에서 뉴욕은 전례없이 늘어나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과 싸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ybersecurity_Requirements_Financial_Services_23NYCRR500.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ybersecurity_Requirements_Financial_Services_23NYCRR500.pdf


 

위험에 기초한 최종 규정에는 기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특정 규제에 

대한 최저 기준을 포함합니다. 새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이버 침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합니다. 

 자격을 가진 관리부서에서 감독하여 프로그램의 적절한 투자와 고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강력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구조와 관련된 제어 

및 조직의 최고 관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기술 시스템에 대한 위험에 기초하여 접속 제어를 포함한 최저 기준, 암호화와 

침입 시험을 포함한 정보 보호.  

 사건 대응 계획, 침해에 대한 대응을 통한 정보 보호 및 DFS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통보를 포함하여 모든 사이버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 기준 요구.  

 실제 결함의 식별과 서류 요청, 보수 계획 및 DFS에 대한 규제 준수의 연간 

인증을 통한 책임감. 

맨해튼 지방 검사 Cyrus R. Vance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해튼 지방 

검사(Manhattan District Attorney)로 있으면서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은 그것을 적발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로 예방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 금융 

서비스업계에서 채택한 DFS의 사이버 보안 규정은 진행 중인 사이버 범죄와 강제적인 

신분 도용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며 사이버 사건에 대한 검측, 저지 및 

보고에 대한 강력하고 적절한 제어 수단으로 삼을 것입니다.” 

 

Richard Clarke 굿 하버 컨설팅 (Good Harbor Consulting, LLC)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이자 주지사의 사이버 보안 자문 위원회 (Governor’s Cyber Security 

Advisory Board)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전례없이 늘어나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안전지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DFS는 국내 최초로 규제 대상의 기관과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최저 기준을 공포하였습니다.” 

 

DFS는 2016년 9월에 제안된 규정을 발표하고 45일간의 의견 수납 기간을 거치고 

2016년 12월에 수정된 규정 제안서를 발표하고 30일간의 의견 수납 기간을 거치면서 

모든 의견을 조심스럽게 고려하였습니다. DFS에서 접수한 적절한 건의사항들은 최종 

규정집에 수락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로 뉴욕주에 등록하고 나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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