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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선도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뉴욕 사이버 보안 자문 위원회(NEW 

YORK CYBER SECURITY ADVISORY BOARD)에 합류해 뉴욕주 선거의 보안 유지를 

위해 새롭게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들이 사이버 보안 

자문 위원회(Cyber Security Advisory Board)에 합류하여 2020년의 중요한 선거에 앞서 

뉴욕의 보안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선거 보안 및 

청렴성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선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이사회에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선거 

조작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연방 정부의 리더십이 없을 

때, 뉴욕이 선거 보안을 선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뉴욕 선거 과정에서 청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실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을 환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13년에 사이버 보안 자문 위원회(Cyber Security Advisory Board)를 

설립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뉴욕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첨단 전략을 보유해왔습니다. 이 

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행정부에 조언하고 

주정부의 중요한 시설과 정보 시스템 보호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합니다. 이사회에 

새롭게 임명된 인재들은 사이버 보안 및 선거 보안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추가 권고 사항은 2018년과 2019년에 성공을 거둔 주지사의 선거 인프라 개선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과거에 시행된 조치에는 현재 카운티 선거 관리 위원회(County 

Boards of Election) 및 기타 카운티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Intrusion 

Detection System) 및 보안 관리 서비스(Managed Security Services)를 비롯해, 뉴욕주 

선거 관리 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의 종합 리스크 평가 및 500만 달러 규모의 

사이버 보안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사이버 사고 대응 팀(Cyber 

Incident Response Team)과 뉴욕주 선거 관리 위원회(State Board)의 보안 선거 

센터(Secure Election Center)는 카운티에 시스템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개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거 개입이라는 지속적인 리스크를 고려하여, 주지사는 재차 자문 

위원회(Advisory Board)에 뉴욕의 현재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및 사무소 상황을 검토하고 

뉴욕의 보안 및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공동 위원장인 Linda Lacewell 뉴욕 금융서비스부(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청장과 Jeremy Shockett 뉴욕 공공 서비스 차관, William Pelgrin 

사이버더블유에이 주식회사(CyberWA, Inc.) 최고경영자 겸 공동창립자가 위원회를 

지휘하며, 새로운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Luke Dembosky: Dembosky 씨는 로펌 드베보아즈 플림턴(Debevoise 

Flimpton)의 파트너로, 회사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개인정보(Cybersecurity & Data Privacy)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화이트 칼라 앤 규제 방어 그룹(White Collar & Regulatory Defense 

Group)의 일원입니다. Dembosky 씨는 이전에 연방 검사로 근무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에서 국가 안보 

차관을 맡아 모든 국내 사이버 보안 사건을 감독했습니다.  

• Eric Freidberg: Friedberg 씨는 법률, 사이버 보안 사건 대응, 사이버 

거버넌스, IT 보안, 법의학, 조사 및 전자 검색 분야에서 30년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16년 에이온(Aon)에서 

인수한 사이버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 회사인 스트로즈 프라이드버그(Stroz 

Friedberg)의 공동 대표이자, 사이버 리스크 관리 부서인 에이온(Aon)의 

사이버 솔루션즈(Cyber Solutions)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 Justin Herring: Herring 씨는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사이버 보안부서(Cybersecurity Division)의 

부청장으로, 금융 업계에 대한 금융서비스부의 사이버 보안 규제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서 사이버 

범죄 수석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 Erez Liebermann: Liebermann 씨는 10년간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서 검사로 근무했으며, 이곳에서 사이버 범죄 및 화이트 칼라 

범죄 기소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현재 사이버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Cybersecurity and Privacy)의 수석 고문이자 프루덴셜 

파이넨셜(Prudential Financial)의 규제법 부문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포춘(Fortune) 500대 기 중 한 곳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법률 팀을 만들었고, 사이버 조사를 감독했습니다. 그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항공 우주 엔지니어였습니다.  

• Debora Plunkett: Plunkett 씨는 수십 년간 국가 안보국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에서 근무했으며, 그곳에서 국가 안보국(NSA) 국장의 수석 

고문이자 정보 보증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사이버 보안 컨설팅 

기업인 플런켓 어소시에이츠(Plunkett Associates)의 대표입니다. 2016년 



 

 

이래로 Plunkett 씨는 하버드(Harvard) 케네디 행정대학(Kennedy School of 

Government)의 벨퍼 과학 및 국제관계 센터(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에서 시작한 디지털 민주주의 프로젝트(Digital 

Democracy Project)의 수석 펠로우로 활동하며 캠페인에 보안에 관한 

조언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7 월 주지사는 보안 유출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킹 금지 및 

전자 데이터 보안 개선법(Stop Hacks and Improve Electronic Data Security Act, 

SHIELD)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보안 유출이 발생했을 때, 그피해를 받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개인정보 처리 기업에게 강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보안 유출로 인해 영향을 받은 소비자에게 신분 도용 방지 및 피해 완화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소비자 신용 평가 보고 업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5월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처음으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부서(Cybersecurity Division)를 설립한 최초의 은행 또는 보험 규제 기관이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Cuomo 주지사는 금융 서비스부(DFS)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 위협으로부터 뉴욕의 금융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최초로 사이버 보안 규정을 선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의 규정은 

현재 금융 산업에 완전히 지켜지고 있으며, 국가 보험위원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의 데이터 보안 모델법(Data Security Model Law)를 비롯해 

연방 무역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제안한 세이프 가드법(Safeguards 

Rule) 개정안 등 다른 규제 기관이 사용하는 사이버 보안 규정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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