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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인권부 및 주 사이버 사건 대응팀에 반유대주의 해킹 사건 이후 노스 

쇼어 히브류 아카데미 커뮤니티를 지원하도록 지시  

  

뉴욕주 인권부는 학교 커뮤니티를 위한 가상 포럼을 실시할 예정  

  

국토 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의 사이버 사건 대응팀이 학교의 사이버 보안 준비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방 수사국(FBI) 및 지방 법 집행기관이 

롱아일랜드의 노스 쇼어 히브류 아카데미(North Shore Hebrew Academy)에 대한 

반유대주의 사이버 공격을 계속 조사한다고 발표했으며, 주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과 국토 안보부(Division of Homeland Security)에 학교 커뮤니티를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격의 일환으로 해커는 만자와 나치 군인 이미지를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학생과 교사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유대주의적 공격은 비열하며, 학교 

커뮤니티가 하누카를 기념할 때 시행한 사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파트너와 협력하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뉴욕주는 이 무의미한 행위의 

여파로 노스 쇼어 히브류 아카데미의 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자원을 배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배포함으로써 우리는 증오가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뉴욕주에 머물 자리가 없다는 메시지를 크고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은 자신의 

존재나 믿음으로 인해 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항상 지원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종합 주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주 인권부는 학교와 협력하여 이 사건의 영향을 

해결하면서 노스 쇼어 히브류 아카데미 커뮤니티에 지원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상 

포럼을 진행할 것입니다. 학교가 설정한 시간에 계획될 이 행사는 주의 인권법에 대한 

개요, 부모가 자녀와 사건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과 조언, 주가 사이버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정보, 편견의 범죄에 대한 법적 보호의 개요를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Cuomo 주지사가 설립한 국토 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사이버 사건 대응팀(Cyber Incident 

Response Team, CIRT)이 노스쇼어 히브류 아카데미의 사이버 보안 관행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학교가 향후의 공격을 보다 잘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원합니다. 



 

 

사이버 사건 대응팀의 검토는 학교가 편한 가장 빠른 시점에 진행될 것이며, 팀은 

지속적인 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법 집행 파트너와 협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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