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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국 사이버 보안 진로 인식 주간(NATIONAL CYBERSECURITY 

CAREER AWARENESS WEEK) 동안 호프스트라 대학교(HOFSTRA 

UNIVERSITY)에서 새로운 사이버 보안 혁신 및 연구 센터(CYBERSECURITY 

INNOVATION AND RESEARCH CENTER) 개관 발표  

  

롱아일랜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가 20만 

달러 자본 교부금을 지원한 프로젝트  

  

호프스트라(Hofstra), 기존 학부 및 경영학 석사(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석사 학위를 새로 개시  

  

  

미국 사이버 보안 진로 인식 주간(National Cybersecurity Career Awareness Week) 

동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호프스트라 대학교(Hofstra University)의 사이버 

보안 혁신 및 연구 센터(Cybersecurity Innovation and Research Center)를 개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센터는 사이버 범죄를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며 산업, 정부 및 학계 간의 파트너십을 육성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역에서 

위협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합니다. 뉴욕주는 롱아일랜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를 통해 수여되는 20만 

달러의 자본 교부금으로 135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이 센터는 뉴욕 기술 

경제에 투자하고 21세기 일자리를 위해 뉴욕 주민들을 교육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기술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연구 센터는 차세대 뉴욕 주민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뉴욕주 전역이 미래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호프스트라(Hofstra) 총장 겸 롱아일랜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의장인 Stuart Rabinowi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엄청난 글로벌 경제 및 안보와 관련된 실존적 위협입니다. 우리는 뉴욕주와 

협력하여 점점 더 정교해지는 해커보다 뛰어나며 경제를 강화하는 정보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차세대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양성할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혁신 및 연구(Cybersecurity Innovation and Research)를 위한 새로운 

1,000평방 피트 센터는 선도적인 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연습장 또는 "전략 회의실(War Room)"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실감나는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상 경험은 첫 번째 탐지에서 복구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공격의 고압적인 분위기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또한, 센터는 36대의 컴퓨터, 서버실, 

드론, 증강 및 가상 현실 장치 및 현황판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운영 및 정보 공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레드 디머테이스 공학 및 응용과학 학교(Fred DeMatteis School of 

Engineering)와 프랭크 지. 자브 비즈니스 스쿨(Frank G. Zarb School of Business) 간의 

협력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센터를 여는 것 외에도 호프스트라(Hofstra)는 기술 또는 관리 

및 정책에 집중하여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석사 학위를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사이버 보안 학부 컴퓨터 과학 학위와 사이버 보안 관리 및 정책 경영학 석사(MBA)를 

포함하여 호프스트라(Hofstra)의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Eric J. Gertler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의 도전에 맞서도록 뉴욕 주민들을 교육하고 현재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 비즈니스 리더, 전문가를 모아 주 정부의 

기술 인프라를 보호하고 모두를 위한 더 강력하고 안전한 뉴욕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Kevin Thoma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 중심 경제에서 

컴퓨터 과학 및 사이버 보안 교육을 받은 인력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 센터는 뉴욕주 경제와 지역 경제에 대한 귀중한 투자이며,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이곳 롱아일랜드의 지역 비즈니스 지역사회를 강화할 것입니다."  

  

Taylor Darling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호프스트라 대학교(Hofstra University)를 칭찬합니다. 이 센터가 호프스트라(Hofstra)에 

큰 힘을 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시대에, 학생들이 점점 커지는 위협으로부터 경력을 쌓을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프스트라(Hofstra)의 사우스 캠퍼스(South Campus)에 위치한 135만 달러 규모 

사이버 보안 혁신 및 연구 센터(Cybersecurity Innovation and Research Center)는 

롱아일랜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를 통해 

뉴욕주에서 2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호프스트라(Hofstra)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 외에도, 이 센터는 사이버 보안 문제를 연구하고 위협을 분석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민간 기업 및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센터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 대한 부족한 수요를 해결할 것이며, 이 사이버 보안 일자리 

수는 35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1년에 전 세계 사이버 범죄 비용은 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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