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2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에너지망을 보호하는 선도적인 법안에 서명   

  

법안 A.3904B/S.5579A에 따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뉴욕의 전력망 보호  

  
뉴욕은 Biden 대통령의 주요 인프라 보호 요청에 대응하여 전국을 선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에너지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이버 보안 보호 

조치를 수립하는 법안(A.3904B/S.5579A)에 서명했습니다. 필수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조치를 통해 뉴욕주 경제의 중추인 

전력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초의 현대적인 전력망은 뉴욕주에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40년 후, 우리는 사이버 보안 강화를 통해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전력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 선도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재정 중심지, 또한 청정 에너지 리더로서 뉴욕은 해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안은 뉴욕 주민 수백만 명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력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청정 

에너지 전환을 이끕니다."  

  

법안 A.3904B/S.5579A는 뉴욕주 하원 및 뉴욕주 상원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지역 전송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필수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유틸리티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법안에 따라, 유틸리티 회사는 연간 비상 

대응 계획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안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대비는 폭풍 대비 

조치와 유시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신규 보호 조치를 통해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필수 인프라와 고객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최소한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달라는 Joe Biden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개된 지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지난 십 년 동안 

발생한 수 차례의 사건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전력망 운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Kevin S. Parke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의 에너지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우리 뉴욕주의 전력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제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뉴욕은 중요한 문제에서 계속 전국을 선도하며 전국의 다른 주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Michael Cus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 서명은 뉴욕주 주요 

에너지 인프라 보호의 중요한 변화이며, 저는 이것이 전국의 다른 주가 따를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주 전력망을 해커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원해주신 주지사와 주 의회 파트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뉴욕의 자랑스러운 

조치이며, 다시 한번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전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Colin Ahern 선임 사이버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사이버 보안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은 주 전역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커져가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는 뉴욕주는 물론 전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중요한 과제에서 우리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전면에서 발전을 이끌게 되어 기쁩니다."  

  

Jackie Bray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사이버 안보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지방 정부 

파트너들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과 서비스에 크게 투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DHSES는 주요 인프라 파트너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여 뉴욕의 인프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Rory Christian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New York 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 위원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망을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Hochul 주지사의 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경제와 사회는 전력망에 기대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Jen Easterly 사이버 안보 및 인프라 안보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커들은 계속 전국의 주요 

인프라와 산업 관제 시스템을 노려, 미국인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주요 

에너지 및 가스 인프라를 주정부 수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CISA는 뉴욕주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프라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Timothy P. Cawley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 주식회사(Consolidated Edison, Inc.) 

대표 겸 회장,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에너지 시스템과 

전국의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의 위협이고 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콘 에디슨이 주요 



인프라, 정보 시스템, 고객 데이커 보호라는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Hochul 주지사, Parker 상원의원, Cusick 하원의원 등 뉴욕이 중요한 문제에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정부 파트너께 박수를 보냅니다."  

  

Anne Neuberger 사이버 및 신기술 국가 안보 부자문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에너지 부문에서 새롭게 활용되는 가운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우리 에너지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기업을 위해 전국을 선도하는 

사이버 보안 법안을 추진해주신 뉴욕에 박수를 보냅니다. 주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우리는 새로운 규정 실시를 위해 Hochul 행정부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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