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박람회(STATE FAIR)의 드론 영화제 및 경연 대회(DRONE 

FILM FESTIVAL AND COMPETITION)가 2년째를 맞이했다고 발표  

  

센트럴 뉴욕과 모호크 밸리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드론 기술 산업에 

중점을 둔 국제 경연 대회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하는 경연 대회 및 영화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Great New York State Fair(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의 드론 영화제 및 경연 대회(Drone Film Festival and Competition)의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무인 항공기 산업 육성에 대한 주정부의 

막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보완하는 영화제 및 경연 대회를 개최하는 두 번째 해입니다. 이 

경연 대회의 문호는 영화 작품에서 드론의 동영상을 사용하는 모든 아마추어 영화인, 

전문 영화인, 영화 제작 기업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경연 대회의 규정, 카테고리, 

비용 등은 이 행사의 웹 사이트인 FilmFreewa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또한 이 웹사트에서 검토하도록 자신의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 경연 대회는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센트럴 뉴욕과 모호크 

밸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을 위한 최첨단 연구 및 개발에 전념한 50 마일 

크기의 뉴욕주 드론 선형 교통로의 본거지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드론 연구 및 개발 분야의 글로벌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무인 항공기 산업을 밑바닥에서부터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 및 경연 대회는 우리 투자에 대해 홍보하고 드론으로 수행하고 있는 

놀라운 임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센트럴 뉴욕에서 목격하고 있는 

경제 성장이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영화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8 가지 카테고리에 동영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filmfreeway.com/NYSFairDroneFilmFestival


• 뉴욕주 드론(New York State Drones), 뉴욕주 내에서만 제작되는 영화 카테고리,  

• 내러티브(Narrative), 내러티브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드론 동영상 

카테고리,  

• 풍경/건축(Landscape/Architecture), 아름답거나 흥미로운 장면을 강조하는 

동영상 카테고리,  

• 쇼 릴(Showreel), 드론 비디오 작가가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선보이는 카테고리,  

• 스포츠(Sports), 운동 행동에 관한 동영상 카테고리,  

• 학생(Student),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 만든 작품 카테고리,  

• 기업/산업/비즈니스(Corporate/Industrial/Business), 드론 및/또는 드론을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영화 카테고리  

• 뉴스(News), 뉴스 기사 보도에 기여하는 드론으로 찍은 동영상을 위해 올해 

새롭게 만든 카테고리,  

 

또한 올해 경연 대회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가 포함됩니다. 드론 사진(Drone 

Photos), 드론에서 찍은 스틸 사진 카테고리.  

  

각 카테고리마다 금,은, 동메달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금메달 수상자는 또한 250 달러의 

부상을 수여하는 최우수상인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에서도 경쟁하게 됩니다. 수상 

동영상은 8월 26일 일요일 아트 앤 홈 센터(Art & Home Center)의 엠파이어 

시어터(Empire Theater)의 저녁 행사에서 상영됩니다.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의 Troy Waffner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론 연구 및 개발의 주요 중심지로서의 센트럴 뉴욕의 성장은 농업에서 

의약품을 거쳐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연 대회는 예술 분야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젊은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 업계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작년의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 동영상에 나온 아마존(Amazon)의 카고 드론(Cargo 

Drone): 무대 뒤에서는, 아마존 열대 깊은 우림 속에서 뱀에 물린 피해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의약품을 처음으로 전달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는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금메달을 수상한 다른 동영상은 이리 운하(Erie Canal)에 대한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고, 시청자들을 알래스카 탐험으로 이끌었으며, 아이슬란드의 거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연 대회는 시러큐스 국제 영화제(Syracuse International Film Festival)의 Michael 

Massurin 사무총장이 관리합니다. 그는 경험이 풍부한 심사 위원단과 업계의 리더들을 

감독하게 됩니다. 카테고리 대부분의 참가비는 25 달러입니다. 학생 참가비는 5 

달러이고 기업 카테고리의 참가비는 50 달러입니다. 참가는 6월 30일에 

https://www.youtube.com/watch?v=gUEcCLd855A
https://www.youtube.com/watch?v=gUEcCLd855A


마감됩니다. 카테고리 대부분은 드론 또는 기타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적어도 영화의 

50 퍼센트를 촬영해야 합니다.  

  

드론 선형 교통로  

  

뉴욕주는 무인 항공기를 위한 시스템의 연구, 개발, 제조 등을 위한 글로벌 허브를 

만들기위해, 이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항공 및 탐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년 

센트럴 뉴욕과 모호크 밸리 지역에 50 마일에 걸쳐 드론 선형 교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주정부는 이 지역의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교, 숙련된 제조업체, 군대 자산, 무인 항공기 

업계에서 이 지역의 놀라운 성장을 이끌어 내고 있는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승인 시험장 등을 포함한 센트럴 뉴욕 최고의 연구 인력에게 

소프트웨어, 장비, 시스템 등을 만드는 회사들을 연결했습니다.  

  

드론 교통 선형로의 개발은 비즈니스 개발 및 새로운 드론 기술을 뉴욕주로 유치하기 

위해 센트럴 뉴욕을 1조 달러 규모 글로벌 산업의 필수적인 지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의 활용, 기업가 정신의 강화 및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이 지역에 거의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가 운영하는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는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테마에 잘 나타나 있듯, 이 박람회의 사명은 “최고의 발견(FIND YOUR 

GREA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뉴욕주 최고의 농산물을 소개하고 최고 수준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https://esd.ny.gov/central-ny-rising-uri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개최지는 375 에이커의 전시 및 

오락 단지로서 연중 운영됩니다. 연중 행사 일정이 박람회 웹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페이스북(Facebook)에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를 

확인하고, 트위터(Twitter)에서 @NYSFair 를 팔로우하며, 스냅챗(Snapchat)에서는 

nysfair에서 소식을 확인하고, 박람회 사진은 플리커 포토 아카이브(Flickr photo 

archive)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뉴욕 주민들은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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