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에서 뉴욕주 최초의 드론 동영상 경연대회 

우승자 발표  

  

‘아마존의 카고 드론: 장면 뒤에서(Cargo Drones in Amazon: Behind the Scenes)’가 

드론 카메라로 제작된 동영상 경연대회인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 대상 수상  

  

이번 경연대회 및 축제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이 지역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인 “센트럴 뉴욕 부흥(Central NY Rising)”을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최초의 드론 카메라로 제작된 짧은 동영상 

경진대회 수상자를 발표하였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아마존의 카고 드론: 장면 뒤에서(Cargo Drones in Amazon: 

Behind the Scenes)’가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 우승자로 발표되었으며, 기타 

동영상 수상작은 아트 & 홈 센터 (Art & Home Center) 엠파이어 극장(Empire 

Theatre)에서 열린 저녁 축하연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드론 기술에 집중한 ‘센트럴 뉴욕 부흥(Central NY 

Rising)’ 경제 개발 계획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테크 제조 및 관광산업에 집중함으로써, 이번 

경진대회는 센트럴 뉴욕 부흥(Central NY Rising) 주요 우선순위를 지원하여 지역 전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최초의 드론 동영상 경쟁 부문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부흥하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이 지역을 신흥 기술 분야 혁신으로 

유명하게 만들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 및 전 세계 83개 작품이 경진대회에 출품되었습니다. 뉴욕주를 주제로 한 영화 

특별 카테고리를 비롯하여 8가지 부문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 우승작 및 각 부문의 금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 우승작: 

  



 

 

아마존의 카고 드론: 장면 뒤에서(Cargo Drones in Amazon: Behind the Scenes), 워싱턴 

D.C. 및 브루클린 뉴욕시 출품. 우승 동영상은 온라인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드론 부문:  

여전히 이곳에: 이리 운하 200년 역사(Still Here: 200 Years on the Erie Canal), 리버풀 

뉴욕 출품. 

우승 동영상은 온라인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부문:  

알래스카 탐험 여행(The Making of Expedition Alaska), 오하이오 신시내티 출품.  

우승 동영상은 온라인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 & 건축 부문:  

깨어난 아이슬란드(Awaken Iceland), 로스앤젤레스 CA 출품.  

우승 동영상은 온라인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 부문:  

호수(The Lake), 모리슨빌 뉴욕 출품.  

우승 동영상은 온라인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쇼 릴(Show Reel) 부문:  

내려다 보기(Looking Down), 제임스빌 뉴욕 출품.  

우승 동영상은 온라인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부문:  

여름(Summer), 모리슨빌 뉴욕 출품.  

우승 동영상은 온라인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문:  

아마존의 카고 드론: 장면 뒤에서(Cargo Drones in Amazon: Behind the Scenes), 

브루클린 뉴욕시 출품. 

우승 동영상은 온라인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산업/비즈니스 부문:  

AT&T, 치크토와가 뉴욕 출품.  

  

선외 가작 부문:  

뉴욕주 농업(New York Agriculture), 칼레도니아 뉴욕 출품.  

우승 동영상은 온라인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UEcCLd855A
https://www.youtube.com/watch?v=UlR-boRnnts
https://www.youtube.com/watch?v=t90DlSLsnCY
https://vimeo.com/198046068
https://www.youtube.com/watch?v=andU68mxQNc
http://www.bobgatesphoto.com/Drone/Drone-Videos/i-KnRQtSn/A
https://vimeo.com/139161255
https://www.youtube.com/watch?v=gUEcCLd855A
https://www.youtube.com/watch?v=JicTFD1D2VU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최초의 드론 동영상 경진대회 우승자들께 축하를 전합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와 센트럴 

뉴욕은 드론 기술 및 제조 허브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유능한 팀을 알리기 

위한 최고의 플랫폼으로써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이용하신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 산업이 뉴욕주에서 계속 번창하고 있기에, 

수상자들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대합니다.”  

  

주립 박람회의 Troy Waffner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동영상 

경진대회 및 축제를 박람회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드론은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새로운 주요 산업을 창출하는 매우 흥미롭고 전도유망한 

기술입니다. 특히 센트럴 뉴욕에서 주지사님의 드론 기술 투자를 강조하고, 뉴욕주가 

드론 기술의 주요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을 업계에 보여 주고 있습니다.”  

  

Michael Massurin 시러큐스 국제 필름 페스티벌(Syracus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상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 드론 영화제(NYS Fair Drone Film 

Festival)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뉴욕주 드론 업계에서 선구자적 업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 업적을 알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영화 제작자들에게 그들의 작품과 영화를 전 세계에 전시 및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Bob Gates 제임스빌 주민 겸 쇼 릴 부문 금상 수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 드론 영화제(NYS Fair Drone Film Festival)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가 드론 사진 및 동영상과 같은 새로운 시각 매체 및 예술을 인정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람회를 대신하여 경진대회를 관장했던 시러큐스 국제 필름 페스티벌(Syracuse 

International Film Festival)의 영화 및 기술 전문가 심사위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Lisa Ford: 영화 제작자 겸 톰킨스 코트랜드 커뮤니티 칼리지(Tompkins Cortland 

Community College) 교수.  

• Gary Ford: 영화 제작자 겸 톰킨스 코트랜드 커뮤니티 칼리지(Tompkins Cortland 

Community College) 교수.  

• Becky Lane: 수상 경력에 빛나는 영화 제작자, 드론 애호가, 360도 동영상 

제작자, VisionLab360 창립자.  

• Tim Skinner: SUNY 브룸 커뮤니티 칼리지(SUNY Broome Community College)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아트 학과 조교수.  

• Ed Evans: 저널리스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작가, SUNY 브룸 커뮤니티 

칼리지(SUNY Broome Community College) 미디어 선임 강사.  

• Geoffrey Guerrero: 뉴욕시 Katra Film Series 창립자 겸 상무이사.  

http://www.filminsyracuse.com/
http://www.filminsyracuse.com/


 

 

• Rob Englert: Sphere Optics 창립자.  

• Will Landry: NetworKings 대표.  

• Timothy A. Bennett: FunFlicks 소유주/회장  

• Jason Detrani: SUNY 브룸 커뮤니티 칼리지(SUNY Broome Community College)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학과 교수 겸 이사장.  

 

제출된 동영상은 10분 이내의 기업/산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5분을 넘지 않는 

분량이었습니다. 각 동영상의 최소 50%는 드론 및 기타 무인 항공기로 촬영해야만 

합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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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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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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