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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2021년 10월을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로 지정  

  

"자신의 몫을 합시다. #BeCyberSmart"를 2021년 주제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1년 10월을 뉴욕주의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Cyber 

Security Awareness Month)로 선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인터넷 상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모든 뉴욕 주민들이 현명한 사이버 보안 원칙을 수립하고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매년 10월 기념하게 될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은 일반인에게 보안에 대해 교육하고 참여를 촉구하며,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리소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기회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라인 범죄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역, 주, 연방 자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들이 협력하여 모범적인 

사이버 보안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전국적으로 

21세기의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18회 연례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의 주제는 "자신의 몫을 합시다. 

#BeCyberSmart"이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과 기관들이 연결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부국장 Terence J. O'Lear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정부 및 주요 기반시설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이버 보안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위협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을 계기로 위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기본 조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무 서비스국(Financial Services)의 Adrienne A. Harris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격 위험을 줄이려면 모두가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 재무 서비스국은 국내 최초로 혁신적인 사이버 보안 규정을 마련하여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10/Cybersecurity_Awareness_Month_2021.pdf


규제 기관들이 사이버 공격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소비자와 뉴욕의 금융 업계의 

건전성을 보호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최고 정보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인 Angelo 'Tony' Riddic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사이버 보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ochul 주지사와 정부 부서의 모든 파트너들의 협조 덕분에 뉴욕은 사이버 위협에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뉴욕주 최고 정보 책임자인 Karen Sorad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디지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연결된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비밀 보호, 무결성, 

가용성 등에 대한 위험도 뒤따릅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은 사용자가 신원, 장치 및 정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사이버 보안' 원칙에 대해 주목할 기회입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의 Kevin P. Brue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매일 온라인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주변 환경에 대해 인식해야 하는 동시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쇼핑하는 사이트가 안전한지, 그리고 컴퓨터 및 전자 장비에 

최신 버전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암호를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 제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함께 협력한다면 미래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모든 기업에게 중요한 과제이지만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와 보안 직원과 

같은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에게는 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버라이즌 데이터 유출 조사(Verizon Data Breach Investigation)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의 43% 이상이 소규모 기업을 노린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주 재무 서비스부는 비영리 기관인 Global Cyber Alliance(GCA)와 제휴하여 소규모 

사업체에게 무료로 사이버 보안 툴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는 소규모 

기업들이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회사와 고객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 사이버 보안 툴킷의 기능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식,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호 기능 업데이트, 암호 및 다중 인증 강화,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이메일 

시스템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무료 사이버 보안 툴킷과 DFS가 개발한 샘플 사이버 보안 

정책은 DFS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개인과 기업이 사이버 공간에서 보호 받기 위해 각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보안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며,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b8d6770-14165e6b-4b8f9e45-0cc47a6d17e0-ec715377b86b73be&q=1&e=a7b84d43-66fd-45ed-81f7-0a3fece1f898&u=https%3A%2F%2Fwww.globalcyberalliance.org%2Ffinancial-institutions%2F
https://www.dfs.ny.gov/consumers/small_businesses#cybersecurity-tools
https://www.dfs.ny.gov/consumers/small_businesses#cybersecurity-tools


보안에 취약한 사용자를 교육하며, 직원을 교육함으로써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면 

상호 연결된 세상은 더 안전해질 것이며 더 회복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에는 매주 새로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 강력한 암호의 중요성, 다중 인증 사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데이터 백업 등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방침을 이해하고 실행.  

• 이메일, 문자 메시지, 채팅창 등을 통해 들어오는 피싱 시도 행위를 인식하고 신고.  

• 온라인 안전 수칙을 지키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온라인 세상을 

보호하는 임무에 동참.  

• 제품 및 공정이 "설계상 안전"하도록 하고, 인터넷 연결 장치를 새로 구입할 때 

사이버 보안을 고려하도록 격려하여 사이버 보안을 기업의 우선적 과제로 삼음.  

  

NYS ITS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자식 사이버 보안 인식 툴킷(Cyber Security Awareness 

Toolkit)과 같은 무료 교육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툴킷에는 사이버 보안 관련 

포스터, 캘린더, 브로셔, 기타 다운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용적이고, 유용하고, 재미있으며, 간편한 방법으로 사이버 보안 주제를 홍보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툴킷 자료는 ITS 웹 

사이트 www.its.ny.gov/cis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과 함께 NYS ITS CISO는 유치원-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뉴욕시의 사이버 보안 포스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재미있고 유용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뉴욕주의 입상자들은 ITS 웹 사이트에 이름이 게시되며 전국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포스터 대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its.ny.gov/2021-2022-kids-safe-online-poster-

contest를 방문해 주십시오.  

  

전국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National Cyber Security Awareness Month)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TS CISO 웹 사이트 www.its.ny.gov/ciso/를 방문하거나 트위터 #NYSCyber를 

팔로우하고, 페이스북 www.facebook.com/NYS.Office.ITS/를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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