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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금융서비스부의 러시아 제제 강화 조치 발표  

  

이러한 조치에는 블록체인 분석 도구 신속 구매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가 추가 

블록체인 분석 기술 구매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부는 DFS 허가를 받은 가상 화폐 산업 중 러시아인, 은행, 기타 단체 등 

Biden 행정부 제제 대상에 대한 노출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데이터 중심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부문의 규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DFS의 노력의 일환으로, 

서비스부는 다수의 기술과 서비스 제공업자를 평가하여 현재 감독 역량을 더욱 

강화합니다. 구매 절차 신속화는 이번 위기는 물론 향후 돈세탁 감독 및 은행 

기밀법(Bank Secrecy Act) 시행을 위한 서비스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과 마찬가지로, 뉴욕 시민들은 

두려움과 분노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연대하면서 부당한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러시아 제제 시행에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거주하는 곳이며, 우리는 계속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자산을 활용하고 러시아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Adrienne A. Harris 금융서비스부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쁜 행위자들이 

가상 화폐를 통해 제재를 우회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거래를 관찰하는 역량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연방 및 

주정부 규제 기관과 협력하며, 우크라이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 조치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 기관과 소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레버리징 목적의 기술과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들은 돈세탁, 테러리스트 파이낸싱, 

랜섬웨어 활동 등 불법 활동으로부터 금융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Kathy Hochul 주지사는 러시아가 부당하게 주권국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오늘 뉴욕주 기관 및 당국에 러시아로부터 공공 기금 회수를 

검소할 것을 지시한 행정명령에 이어 시행됩니다. 주지사는 뉴욕은 Biden 행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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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난민 지원 및 미국 이송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한 군사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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