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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전국 최고의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비즈니스 대회 우승자 발표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 센트럴 뉴욕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적인 전략  

  

노스다코타(North Dakota)의 Airtonomy, 백만 달러의 대상 수상  

  
기타 결선 진출 기업 4곳은 각각 500,000 달러 수상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노스다코타주(North Dakota) 그랜드포크스(Grand 

Forks)의 Airtonomy가 GENIUS NY 액셀러레이터 대회 5차 라운드 상금 100만 달러를 

거머쥐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은 무인 시스템, 

크로스 커넥티드 플랫폼 및 그 밖의 기술 기반 사업 부문에 중점을 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경연 대회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Airial Robotics, 폴란드 크라쿠프의 

CarScanner, 뉴욕 로체스터의 Circle Optics, 스위스 제네바의 WindShape는 5라운드 

가상 피치 이벤트 이후 각각 50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팀들은 

지속적으로 회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이 

투자금을 이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주는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5번의 

대회에 걸쳐 2,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참여 기업들은 

센트럴 뉴욕에서 최소한 1 년간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대회는 전 세계의 

차세대 혁신 기업가를 이 지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센트럴 뉴욕의 풍경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우리의무인 항공 시스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뉴욕이 이 

중요한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센트럴 뉴욕에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가져다 주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시러큐스의 CenterState CEO의 테크가든(Tech Garden)에서 관리하는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인큐베이터 공간, 기업 자원, 프로그래밍 

및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2017년 이후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참여 기업들은 

7,350만 달러 이상의 후속 자금을 조달하고 이 지역에 6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의 발전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수상 경력이 있는 이 지역의 전략적 계획인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의 진척을 강화합니다.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5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 수상자 Airtonomy는 

자율주행차나 드론을 이용해 누구나 일률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복잡한 비행을 쉽게 하여 풍력 기술자나 경비원, 전력선 보수 요원 등이 

안전하고 일관성 있게 드론을 운용하고 데이터를 균일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즉,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조직을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Airtonomy 설립자이자 CEO인 Joshua R. Riedy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rtonomy는 UAS의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2021 

우승자로 선정된 것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이 상은 Airtonomy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지역 인재 채용과 센트럴 뉴욕을 포함한 UAS 생태계에 대한 직접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 특히 관련된 사람들과 

조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지역 내 다른 스타트업들과 함께 해온 지원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은 스타트업의 성공에 필수적인 

전문성, 네트워킹 및 지원 형태의 예입니다. 우리는 다른 결승 진출자들을 매우 잘 알게 

되었고, 그들 모두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 회사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CenterState의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책임자이자 CEO인 Kara J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치 파이널은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팀들에게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초기 투자를 

제공하며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라고 

CenterState의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책임자이자 CEO인 Kara Jones는 

말했습니다. 팀들은 이 두 번째 경쟁 단계를 시작하며 심사위원의 의견을 활용하여 

시장에 진출하고, 이전 라운드에서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팀과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기술 및 비즈니스 개발, 센트럴 뉴욕에 본사 및 사무실을 

설립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각 팀은 멘토와 조언자로부터 표적 지원을 받게 되며, 

투자자들을 만나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추가 기회가 부여됩니다."  

  

CenterState의 사장 겸 CEO인 Rob Simp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는 자원 및 지원 프로그래밍과 

결합되어 우리 지역의 잠재력이 높은 UAS 기업과 UAS 부문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역에 사업부를 설립함에 따라 그들이 이러한 투자를 

활용하고, 기술과 플랫폼을 발전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센트럴 뉴욕에 구축한 

성장하는 UAS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상 지정된 비즈니스 개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경연 대회 외에도 뉴욕주는 센트럴 뉴욕 및 모호크 밸리의 

무인 항공기 시스템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뉴욕주는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시러큐스(Syracuse)와 롬(Rome) 사이의 50마일 드론 테스트 선형 항로를 

개발했습니다. 2020년 관계자는 오네이다 카운티 로마 그리피스 국제공항(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 in Rome)에 위치한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small unmanned 

aerial system, SUAS) 실험 및 테스트 시설인 스카이돔(Skydome)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시러큐스와 로마 사이의 세계 최초의 50마일 무인 교통 관리 통행로(Unmanned 

Traffic Management Corridor)는 UAS 테스팅 플랫폼 및 혁신 부문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수석 운영 책임자 겸 실무 부 커미셔너인 

Kevin Youn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비즈니스 경연 

대회가 센트럴 뉴욕의 무인 항공 시스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독보적인 UAS 자산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지역에 기업가적 

아이디어를 가져다준 이 모든 기업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Rachel Ma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Airtonomy에 축하하며 그들이 우리 지역과 경제에 투자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이 대표하는 에너지와 혁신은 센트럴 뉴욕에 번창하는 기업 경제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올해의 각 수상자는 지역 경제가 번영하고 지역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인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ohn W. Mannio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은 위대한 혁신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Airtonomy 같은 기업들과 모든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참가자들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일의 일자리와 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 저는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의 기업가와 

UAS산업을 지원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Al Stirp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대회의 

우승자들, 특히 대상을 차지한 Airtonomy(Aertonomy)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회사들은 번창하고 있는 센트럴 뉴욕의 기술 산업에 반가운 추가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사회가 

기능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스타트업을 성장을 지원하는 자원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스타트업이 우리 지역과 세계 기술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William B.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공모전은 센트럴 뉴욕의 무인 시스템과 이와 유사한 첨단 기술을 모색하는 혁신적인 

기업의 허브로서 유일무이한 지위를 유지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테크 

가든과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무인 항공 시스템 산업의 최전선에 전문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Pamela Hunt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인 시스템과 관련된 혁신은 

계속해서 우리의 센트럴 뉴욕 경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Hochul 주지사가 

수여한 상은 우리 지역기업의 기술력과 지속적인 인력개발 잠재력에 대한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결승 진출자와 100만 달러를 수상한 AIrtonomy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Ryan McMahon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유망한 

산업인 UAS 산업의 혁신적인 노력이이 바로 이곳 시러큐스 시내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오논다가 카운티를 대신하여 센트럴 뉴욕에 뿌리를 내릴 

준비가 된 혁신적인 기업들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성공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러큐스 시의 Ben Walsh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rtonomy에 축하드리며, 

시러큐스 시와 센트럴 뉴욕에서 성장하고 있는 무인 항공 시스템 기술의 흥미로운 

생태계를 환영합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대회는 우리의 기업가 문화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신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우리의 전략인 시러큐스 

서지(Syracuse Surge)에 기여했습니다. 뉴욕주가 이 중요한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센트럴 뉴욕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Central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Randy Wolken 공동 회장, 센트럴 뉴욕 제조자 

연합(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entral New York, MACNY)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오스웨고 캠퍼스의 

Deborah Stanley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5차 라운드 

수상자 Airtonomy에 많은 축하를 보냅니다. 이러한 상상력이 풍부한 기업가들이 이 

지역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센트럴 뉴욕에 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 의회의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는 뉴욕이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면서 센트럴 뉴욕에서 성장 중인 UAS 산업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팀의 사업 계획 및 추구는 UPS의 비행 운영 및 안전 담당 

부사장인 Houston Mills 기장, Excell Partners의 CEO인 Teresa Mzullo, TCGplayer의 

설립자이자 CEO인 Chedy Hampson, Cryche의 컨설턴트 겸 퇴역 CEO인 Kelly 

Wypych, 뉴욕주 개발공사 뉴욕 벤처 책임자인 Clayton Besch에 의해 평가되었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6b53412-592e0d09-06b7cd27-0cc47a6d17e0-f92d80b21d4cf07d&q=1&e=a8b07061-04ae-4dd9-a7d7-20b98ef97d54&u=http%3A%2F%2Fwww.geniusny.com%2F


CenterState CEO와 Tech Garden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s://www.centerstateceo.com/about-us/partners-programs/tech-garden을 

방문하십시오.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지역에 맞게 마련된 이 계획은 

세계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고, 기업 활동을 강화하며, 포용적인 경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지역은 이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한 5억 달러 주정부 투자로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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