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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23번째 제안 

발표: 그리피스 국제공항(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 무인 항공 시스템 

실험 및 시험 시설에 9백만 달러 투자  

  

스카이 돔(Skydome), 뉴욕주의 비할 데 없는 드론 테스트 능력을 보완하는 최신의 

진보를 보일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네이다 카운티 로마의 그리피스 국제공항(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에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small unmanned aerial system) 또는 

sUAS 실험 및 시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9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23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스카이 

돔(skydome)"은 안전한 명령 및 제어, 차량 대 차량 통신, 자율성, 감지 및 회피 기술, 

비상사태 관리 서비스, 피해 평가, 복구 검색 및 구조 등의 응용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할 

기타 기술을 포함한 드론 기술 및 기법의 안전한 실험을 지원하는 연중 실내 sUAS 연구 

시설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론 기술에 대한 뉴욕의 미래 지향적 투자를 통해 

모호크 밸리는 점점 성장하는 산업의 세계적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젝트는 혁신의 국가적 허브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비상 대응 능력을 지원하며, 

지역별로 북부 경제 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뉴욕주의 투자금은 그리피스 국제공항의 빈 공간을 독특한 연구 및 시험 시설로 

바꾸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실내 시설은 공군 연구소 정보 이사회(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Information Directorate)와 뉴욕 UAS 테스트 사이트(NY UAS Test Site) 간의 

공동 노력을 지원하며, 이 지역의 첨단 상업 및 학술 생태계를 활용하고 sUAS가 국립 

항공 우주(National Air Space)에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Cuomo 주지사는 가시선 초월(Beyond Visual Line of Sight, BVLOS) 

기술을 갖춘 무인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회랑 일부에 대한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승인뿐만 아니라 미국 최초 완성, 센트럴 뉴욕에서 모호크 

밸리까지 50마일 무인 교통 관리 회랑 등 몇 가지 발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방 

항공국 지정 테스트 사이트에 부여된 최초의 "진정한" 가시선 초월 인가로, 지상 관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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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도 무인 항공기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행을 위해 승인된 영공의 

8X4마일 구간은 그리피스 국제공항(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과 오리스카니의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 사이에 있습니다. 

회랑 내에서 이 영공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향후 발전과 지속적인 공공-민간 협력 및 

협조를 위한 문이 열립니다.  

  

2016년 11월 센트럴 뉴욕에서 급성장하는 무인 항공 시스템(UAS)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Cuomo 주지사는 3,000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투자를 통해 시러큐스와 

모호크 밸리 사이에 50마일 길이의 항공 교통 통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RC, C&S 컴퍼니스(C&S Companies), AX 엔터프라이즈(AX Enterprizes), 

유니플라이(Unifly), 탈레스(Thales), 원스카이(OneSky), 안라(ANRA), 에어맵(Airmap)을 

포함한 다수의 국내외 기업이 이 시스템의 개발 및 배포를 위해 혁신적인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연방 항공국 지정 이후 로마 그리피스 국제공항에서 2,000개 이상의 

시험 항공기가 비행되었습니다.  

  

지난 7월, 주지사는 모호크 밸리에서 무인 항공 시스템 산업 내에서의 협력에 초점을 둘 

뉴욕-이스라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AIS, AX 엔터프라이즈, SRC, Booz Allen 

Hamilton, NYSTEC과 같은 모호크 밸리 사이버 방위 및 기술 회사는 가시선 초월 기술의 

다음 물결과 미국의 현대 드론 산업을 촉진할 보안 통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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