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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뉴욕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 인터넷 보안 센터와의 제휴 발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와 대처를 위해 연방 정부와 최고의 협업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인텔리전스 센터(New York State Intelligence Center)가
뉴욕 East Greenbush에 있는 인터넷 보안 센터(Center for Internet Security)로 이전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사이버 보안 준비 및 대처를 전담하는 선도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한 지붕에서 뉴욕주의
주요 사이버 보안 보호 기관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제휴는 뉴욕주가
사이버 위협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및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정보 관리 당국이
연방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기술 인프라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시민들과
기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사이버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제휴는 정부, 사법 기관 및 공공 안전 자원 간 새로운 조정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사이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청이 지휘 및 관리하는 뉴욕주 인텔리전스 센터(New York State Intelligence
Center)는 2003년 8월에 설립되어 뉴욕주, 지방, 지역 및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전파하는 일을 담당해 왔습니다.
인터넷 보안 센터(Center for Internet Security)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대해 사이버 보안
준비 및 대응 강화를 전담하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입니다. CIS의 임무는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사이버 경고 및 분석을 제공하는 공동 보안 운영
센터를 포함합니다. 이 새로운 제휴는 네트워크 침입, 해킹 시도, 그리고 에너지와 전기,
금융 당국과 같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려는 노력을 비롯하여
사이버 공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협업 및 분석
장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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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경찰국장 Joseph A. D'Amico는 “이번 협력으로 뉴욕주는 사이버 보안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YSIC와 CIS는 모두 사이버 또는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뉴욕 시민들, 뉴욕 당국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뉴욕주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와 계속 싸울 것입니다.”
Benjamin M. Lawsky 금융 서비스 감독 겸 주지사의 사이버 보안 자문 위원회 의장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뉴욕은 사이버 위협과 싸우는 최고의 지역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모아 돕는' 접근 방식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주의 인프라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급변하는 기술의 위협에 직면한
우리는 계속 경계하고 시대에 앞서 있어야 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비상서비스과장 Jerome M. Hauer는 “Cuomo 주지사는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고 대처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이렇게 중요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주지사 자신의
창조적이고 결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숫자와 교묘함이 나날이
급증하는 글로벌 사이버 공격은 시스템 해킹, 데이터 도난 또는 손상, 주요 인프라 공격 등
다양하고 악의적인 목적에 집중합니다. 결국 뉴욕주에 중요한 것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람, 기술 및 운영을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하고
계층화된 방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CIS 사장 겸 CEO인 William F. Pelgrin은 “이제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의미 있고 통합된
방식으로 함께 협력할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DHS와 뉴욕주가
협력하여 SLTT 정부가 직면한 위협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어와 대응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 공유 및 자원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에서 진행 중인 대테러 및 인텔리전스 역량과 전국에 걸쳐 실시간 사이버 위협에
대한 CIS 고유의 접근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이 합작 투자는 미국 최고의 사법 집행 장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뉴욕의 중요 인프라 및 주민들을 위한 보호 개선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