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7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러시아의 선거 해킹 사건이 보고된 가운데, 주정부의 선거 사이버 

인프라를 강화하고 외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종합 계획을 발표  

  

주정부, 계약을 맺어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침입 탐지 장치 장비를 지급하여 모든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s of Elections)에 보안 관리 서비스 제공  

  

주정부 선거 보안 센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모든 주정부 및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과 

직원에게 주 전체 통합 사이버 보안 교육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와 뉴욕주 선거 

인프라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국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해킹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정보요원 12명을 기소하였음을 

발표한 이래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s of Elections)가 외국의 선거 개입 

위협에 맞서 선거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러시아 

정보 요원이 미확인된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해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9 회계연도 예산에서 뉴욕주 전반의 선거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확장하고 지원하는 데 사용할 500만 달러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정부는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s of Elections)에 다음 세 가지 독립 서비스를 제공할 계약 

견적을 며칠 내 요청할 예정입니다. 1) 사이버 보안 위험성 평가 2) 침입 탐지 장치 강화 

3) 보완 관리 서비스. 아울러,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가 

관리하는 주정부 선거 보안 센터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모든 주정부 및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과 직원에게 주 전체 통합 사이버 보안 교육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이들을 방관하고 있으나, 뉴욕주는 외국의 선거 개입으로부터 주정부 선거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뉴욕 주민은 무기명 투표 시에 본인의 소중한 한 표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발족한 획기적인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는 외국의 선거 

개입이라는 실제적 위협으로부터 뉴욕주 선거 인프라를 강화 및 보호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수호한다는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고 적대국이 선거를 방해하도록 

방관한 가운데, 뉴욕주는 이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Robert A. Brehm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공동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제도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인프라를 강화하고 모든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방, 주정부 및 카운티 

파트너와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Todd D. Valentine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 공동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카운티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2016년 대선 이후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안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s of elections)의 공공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가 더욱 안전해지고, 뉴욕주 전체 

선거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이버 보안 위협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뉴욕주 선거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한 조치가 꼭 필요한 것임을 확인해 준 것이며, 중간 선거가 시작됨에 따라 이를 보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선거 제도의 건전성을 보장하려는 Cuomo 주지사의 공약에 

기반합니다. 주정부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를 대신하여 8 월 

첫째 주부터 일반서비스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모든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s of Election)를 위한 종합 위험성 평가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는 전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 of Elections)를 대상으로 검증된 종합적 통합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는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 of Elections)의 보안 실태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위험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위험성 평가는 카운티 

위험성 조사에 기반합니다. 이번 서비스 계약으로 뉴욕주 전체 선거 인프라 보안 기준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 3자 위험 평가를 제공합니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s of Election)의 침입 탐지 시스템 및 보안 관리 

서비스 향상  

  

아울러,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는 서비스 제공 벤더가 모든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s of Elections)에 향상된 침입 탐지 시스템 및 보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합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고, 이러한 활동이 감지되면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안 관리 서비스는 로그/트래픽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한 실행 가능한 보고서를 마련합니다. 견적을 요청하여 

이러한 계약 조건 하에서 서비스 요청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를 찾게 

됩니다.  

  

사이버 보안 교육 프로그램  

  

NYSBOE에 자리 잡은 선거 보안 센터는 모든 주정부 및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과 

직원에게 동일한 온라인 기술 교육 과정과 보안 인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해당 웹 

기반 교육은 2018 중간 선거 이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웹 기반 교육의 일환으로, 선거 

관리 공무원과 직원은 사이버 보안 건전성(Cyber-hygiene), 이메일 권장 실천 사항, 피싱 

식별 방법등을 다른 주제와 같이 학습하게 됩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선거 제도를 보호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다음과 같은 

노력에 기반합니다.  

• 최근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는 위험을 식별하고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거 과정을 보호하기위해 최초로 실시된 6개 지역 

모의 훈련 시리즈를 완료하였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과 

협력하여 2018년 8월 카운티 선거 및 IT 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모의 

훈련을 3회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난 1월 주지사의 2018년 시정 연설 이후, 뉴욕주는 미국 진보 

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최근 보고서에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선거 제도를 보유한 주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행정부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러시아가 대선에 간섭했다는 현실을 계속 무시하는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선거 제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가 다시 한 번 국가를 선도할 때입니다. 슬프게도 현 연방 

정부가 위국의 선거 간섭으로부터 우리 선거 제도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뉴욕주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는 뉴욕 주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이들로부터 이를 수호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사이버 보안 자문 위원회(Cyber Security Advisory Board) 공동의장, 

다주간 정보 공유 분석 센터(Multi-State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MS-ISAC) 설립자, CyberWA, Inc. 최고경영자, Global Cyber Alliance의 이사 및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인 William Pelgr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의 사이버 보안 강화에 관한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사이버 보안의 핵심 단계를 식별하고 배포하는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 of Elections)에 큰 도움이 될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d-state-board-elections-announce-regional-exercises-strengthen-cybersecurity
https://cdn.americanprogress.org/content/uploads/2018/02/21105338/020118_ElectionSecurity-report11.pdf#page=31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 위험성 평가와 침입 탐지 기기는 컴퓨팅 인프라를 이해하고 관련 

위험을 해결하며, 악의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Cuomo 주지사 사이버 보안 자문 위원회(Cyber Security Advisory Board) 위원, Good 

Harbor Consulting, LLC 의장 겸 최고경영자, 전 백악관 대태러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인 

Richard Clark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방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정보 기관의 의견을 고려할 때, Cuomo 주지사님의 이번 선거 인프라 보호 

조치는 칭찬받아 마땅하며, 다른 주들은 즉시 이를 따라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Roger Parrin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과정의 

보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국토안보부의 주정부 및 지역 파트너가 

선거 사이버 인프라를 강화하여 선거 과정을 조작하려는 이들로부터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욕주 일반서비스국(New York State 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안전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의 이러한 

조치로 뉴욕주 선거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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