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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 최초의 최고 사이버 책임자 임명  

  

선도적인 국제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육군 훈장을 받은 Colin Ahern, 점점 더 
만연하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뉴욕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기관의 책임자로 

취임.  
  

새로 설립된 합동 보안 운영 센터 감독 예정  
  

사이버 보안 인프라에 6,200만 달러의 전례 없는 주정부 예산 투자 기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Colin Ahern 씨를 주 최초의 사이버 최고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복원력 및 인텔리전스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인 Ahern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뉴욕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 간 노력 즉, 주 정보 자산의 보안 및 사이버 복원력을 보장하고 주 

정부의 중요한 인프라 및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새로운 위협에 맞서고 정보 자산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한 공격적인 국가 주도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Colin Ahern을 뉴욕주 최초의 최고 사이버 책임자로 임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이버 위협이 점점 더 진보하는 시대에 사이버 위험을 

식별하고,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며, 공격을 예방하고, 뉴욕 시민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군, 민간 부문 및 정부에서 Colin 씨의 입증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Ahern은 모든 사이버 위협 평가, 완화 및 대응 노력 즉, 모든 국가 기관의 경영진들과 

협력하여 사이버 위험을 관리하고 공격을 방지하는 노력을 감독합니다. Ahern은 또한 

최근에 발표된 사이버 위협 탐지 및 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 최고의 허브인 합동 보완 

운영 센터(Joint Security Operations Center)를 이끌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2월에 

설립한 JSOC는 뉴욕주, 뉴욕시, 지방 및 지역 정부, 중요한 인프라 이해 관계자 및 연방 

파트너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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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in Ahern 최고 사이버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Hochul 주지사와 그녀의 팀과 협력하여 주 전체의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정부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국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는 이 노력의 최전선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흥분됩니다."  

  

Ahern은 이전에 뉴욕 사이버 지휘 센터(New York Cyber Command)의 제1부 부장, 

후에 CISO 대행을 역임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소규모 사이버 부서를 100개 이상의 

부서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거대한 기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Ahern은 사이버 지휘 센터가 여전히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원격 

작업으로 피벗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작업인 뉴욕시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제로 

트러스트 보안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시 정부에서 일하기 전에, 그는 보안 엔지니어와 

사이버 위협 연구원으로 금융 감독원에서 일했습니다.  

  

Ahern은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미국 육군 예비군에 입대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2년간 복무한 후, 미군 장교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리더십 역할을 

수행했고, 미국 육군 사이버 여단에서 중대장으로 예편했는 데, 그곳에서 그는 전문 

사이버 공간 운영 조직의 창설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군사 훈장으로는 동성훈장(Bronze 

Star), 2개의 오크 리프 클러스터가 있는 공훈부대표창(Meritorious Unit 

Commendation), 3개의 캠페인 스타가 있는 아프가니스탄 캠페인 메달(Afghanistan 

Campaign Medal), 그리고 놀턴 상을 들 수 있습니다.  

  

Ahern은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 및 공공 문제 학교의 부교수 및 조지 C 마샬 유럽 

안보 연구 센터에서 객원 강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툴레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뉴욕 대학의 스턴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받았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의 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과 비전 덕분에 뉴욕은 지역, 주 및 연방 파트너 간의 사이버 조정을 위한 최초의 

운영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Colin Ahern은 최고 사이버 책임자로서 JSOC를 감독하고 

뉴욕 시민들을 계속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 전역에 

걸쳐 우리의 사이버 보안 노력을 이끄는 데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최고 정보 책임자인 Angelo "Tony" Riddic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가 

Colin Ahern을 뉴욕 최초의 최고 사이버 책임자로 임용한 것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리 

주의 현명하고 포괄적인 접근법의 다음 단계입니다. 뉴욕에서는 모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협력과 시기적절한 정보 공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주 전체의 접근 

방식이 모든 수준의 정부를 더 강하고, 안전하고, 더 확고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사이버 보안을 우선시하고, 최초로 

합종 보안 운영 센터(Joint Security Operations Center)를 구축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TS는 

이러한 중요한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사이버 최고 책임자의 임명은 강력한 사이버 보안 방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 Hochul 주지사가 

서명한 2023년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6,190만 달러를 확보해 

기존 투자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추가로 침투 검사를 하는 주의 사이버 

레드팀(Red Team) 프로그램 확대, 확대된 피싱 사기 검사 프로그램, 취약성 검사 및 

추가 사이버 사건 대응 서비스를 포함한 중요한 보호책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공격을 당하면, 주가 나머지 시스템을 격리 및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 예산 투자에는 또한 사이버 방어 대책를 강화하기 위해 고품질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획득하고 배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3,000만 달러의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시켰습니다. 주 네트워크와 IT 프로그램이 본질상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공격이 신속히 주 전체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정부기관들은 

종종, 보건, 법집행, 응급상황관리, 물처리, 고용보험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금 또는 자원이 없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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