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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에 대한 주 정부의 주요 투자 확대 계획 발표  

  

주요 투자, 역사적인 6,190만 달러의 2023 회계연도 예산 투자를 기반으로 지방 정부를 

위한 사이버 보호 확대  

  

미국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사상 최초로 전문화된 산업 제어 시스템 평가 팀 

설립  

  

팀, 서비스 및 비즈니스를 중단시키기 위해 설계된 사이버 위협 및 공격으로부터 중요 

인프라 및 제조 시스템을 보호하려고 노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 전체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주 

시정의 일환으로 3,52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규 자금에는 적대자가 

악용할 수 있는 보안 격차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유 서비스를 지방 정부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주 에너지 그리드에 대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정부의 선도적인 법률을 기반으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최초로 

전문 산업 제어 시스템 평가 팀을 설립하여 중요한 인프라 및 제조 시스템을 보호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일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빈도와 규모, 영향력은 

증가했지만, 우리는 뉴욕의 중요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입니다. 기록적인 투자에 힘입어 산업 통제 시스템(Industrial Control 

Systems) 평가 팀은 물리적 보안 및 사이버 보안 평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설이 

사이버 보안 상태를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전한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만들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3,520만 달러의 증가는 2023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Hochul 주지사의 역사적인 

6,190만 달러의 사이버 보안 투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금융, 에너지, 교통, 의료, 반도체 

및 기타 중요한 분야에서 뉴욕의 리더십은 뉴욕주를 사이버 공격 및 기타 사이버 위협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빈도, 규모 및 영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커가 데이터와 시스템을 인질로 잡는 랜섬웨어 공격은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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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13% 증가했고, 2017년 이후 전국 3600여 개 주, 지방 정부 및 부족 정부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그 영향으로부터 주민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DHSES의 대테러 

사무국(Office of Counterterrorism)은 산업 통제 시스템(ICS) 평가 팀을 설립할 것입니다. 

기관의 물리적 보안 및 사이버 보안 평가 프로그램과 함께 이 팀은 에너지, 운송, 제조 및 

기타 중요 인프라 시스템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보안 상태를 개선하고 산업 제어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최고사이버 책임자인 Colin Aher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정교해짐에 따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뉴욕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속적인 리더십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뉴욕의 중요 인프라가 더욱 탄력적으로 성장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최고정보 책임자인 Angelo "Tony" Riddic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지사에 의해 진행된 이러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는 JSOC를 설립하고 

인식과 행동을 위한 효과적인 엔드포인트 탐지 기술을 구현한 작년의 진전을 기반으로 

하며,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과 

일치합니다. 주 정부 기관이 침입이나 공격으로부터 주 정부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위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자산을 

더 잘 보호하고 모든 뉴욕 시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올해도 강화된 사이버 보안을 

우선시해 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커미셔너인 Jackie Bra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Hochul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사이버 방어 능력을 강화했으며 2023년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인프라를 보다 탄력있게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DHSES는 중요한 인프라 운영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향후 운영 중단 문제를 제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자금은 또한 Hochul 주지사가 최초의 뉴욕주 공동 보안 운영 센터를 생성한 것을 

기반으로 2024 회계연도 이후에 카운티 및 지방 정부에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유 서비스는 카운티 및 지방 정부가 사이버 방어의 

격차를 평가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유 서비스는 연방, 주, 도시 및 카운티 

정부, 공공 및 민간 소유의 중요 인프라, 정보 기술국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뉴욕주 경찰 등을 포함한 주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팀이 공유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통된 그림을 구축하기 위한 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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