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4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경연 대회 중 하나인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의 100만 달러 대상 수상 기업 발표  

 

포토카이트(Fotokite), 제2회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 대상 수상, 앞으로 

센트럴 뉴욕에서 기업을 운영할 나머지 5 팀의 결선 진출 기업들도 6개의 혁신 기업들에게 

수여하는 약 300만 달러 중 일부를 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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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CNY Rising)” 계획을 지속하는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경연 대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2회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기업 성장 촉진 

프로그램의 대상 100만 달러를 수상한 팀이 스위스의 포토카이트(Fotokite) 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무인 시스템, 크로스 커넥티드 플랫폼 및 그 밖의 기술 기반 

사업부문에 중점을 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경진대회 중 하나입니다. 1년 동안 

지속된 기업 성장 촉진 행사인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은 오늘 밤의 마지막 

행사에서 결선에 진출한 6 개 팀에 총액 약 300만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각 등수별로 

수여된 상에 대한 투자금은 100만 달러, 60만 달러, 40만 달러 그리고 나머지 3 팀에 각각 

25만 달러씩입니다. 참여 기업들은 센트럴 뉴욕에서 최소한 1 년간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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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회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은 이 

획기적인 경연 대회의 제1회 프로그램의 성공을 토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에서 혁신적인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 UAS) 회사들을 위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는 센트럴 뉴욕을 이 지역의 

경제를 오랜 기간 성장시키기 위한 혁신의 중심 허브로 계속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메리어트 시러큐스 다운타운(Marriott Syracuse Downtown) 호텔에서 개최된 이 행사 

기간 동안, 6 개 팀은 자신들의 사업 계획을 심사위원단과 현장의 청중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에 6개의 경쟁팀 모두에게 투자금이 하나씩 수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팀들은 지속적으로 회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이 투자금을 이용할 것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포토카이트(Fotokite)는 24 시간 동안 완전히 자율적으로 날아다니도록 

제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연 형태로 제어하는 드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항공 

로봇 및 지상 기반의 로봇 기술과 특허받은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결합합니다.  

 

포토카이트(Fotokite)의 Chris McCall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포토카이트(Fotokite)가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과 센터스테이트 씨이오(CenterState CEO)의 엄청난 

후원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저희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서 사업을 확장하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축한 초기 추진력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른 팀들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서 그 팀들과 협력할 수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퀀티플라이(Quantifly)는 2 위로 60만 달러를 수상했습니다. 트루웨더(TruWeather)는 3 

위를 차지하여 4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결선 진출 3 개 팀 UsPLM, 

드롭콥터(Dropcopter), 프리시전 비전(Precision Vision) 모두 25만 달러씩 

수상했습니다. 트루웨더(TruWeather)는 행사 중에 진행된 현장 투표에서 관중 

인기팀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 기업 경연 대회에 지원한 

저희 투자금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무인 항공 시스템(UAS) 기업들이 무인 항공 

시스템(UAS)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성공하도록 이 지역을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 

센트럴 뉴욕에 오고 있습니다.”  

 

센터스테이트 씨이오(CenterState CEO)의 Rob Simpson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은 제2회 프로그램에 참가한 팀들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커다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이 무인 항공 시스템(UAS)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투자금을 지급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팀들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이 투자금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기술과 

플랫폼을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이 무인 항공 시스템(UAS)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센터스테이트 씨이오(CenterState CEO)의 Rick Clonan 혁신 및 기업가 정신 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승전이 벌어진 밤에 우리 6 개 지니어스(GENIUS) 팀이 

수상한 약 300만 달러의 투자금으로 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팀들은 심사 위원들의 피드백을 가지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수정하면서 다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팀들이 업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체 기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개월 동안 더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회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알아낸 것 처럼, 앞으로 몇 개월에 걸쳐 이 팀들의 생산성은 엄청나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자원들이 더 많은 성공과 발전을 이끄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무인 항공 시스템(UAS)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적인 

작업을 지켜보는 것은 대단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회사들이 센트럴 뉴욕에 

자리를 잡고, 우리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네이다 카운티의 Anthony J. Picente, J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경연 대회는 센트럴 뉴욕과 모호크 밸리에서 무인 항공 

시스템(UAS) 혁신을 조성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승 기업들은 그리피스 국제공항(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오네이다 카운티의 무인 항공 시스템(UAS) 테스트 사이트와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 50 

마일 규모의 무인 교통 관리 선형 항로(Unmanned Traffic Management Corridor)의 

안정을 돕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시러큐스 시의 Ben Walsh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시는 무인 항공 

시스템(UAS)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기업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장기간 성공할 수 있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 산업의 성장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센트럴 뉴욕이 미국과 세계의 드론 기술 개발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센트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Central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의장인 뉴욕 주립 대학교 업스테이트 의과 대학(SUNY 

Upstate Medical University) 총장인 Danielle Laraque-Arena 박사와 센트럴 뉴욕 

제조업체 협회(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entral New York, MACNY)의 회장인 

Randy Wolken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비즈니스 성장 촉진 대회는 성장하고 있는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가들에게 전례 없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심할 

여지없이 새로운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지방에서 설계한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에 명시된 대로 지역 경제를 지원할 우수한 품질의 기업을 끌어모았습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은 웨스턴 뉴욕의 성공적인 43노스(43North) 

프로그램, 서던 티어의 76웨스트(76West) 프로그램,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광학, 



 

 

포토닉스, 이미징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 기업 성장 촉진 프로그램 등과 유사한 모델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러큐스의 테크가든(The Tech 

Garden) 및 센터스테이트 씨이오(CenterState CEO)가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또한 

회사 임금, 주택, 자원, 프로그래밍,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지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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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 참가 팀들이 발표한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했습니다. (1) 누에어 얼라이언스(NUAIR Alliance)의 운영 담당 

부사장인 Anthony Basile 대령, (2) 아모리 스퀘어 벤처스(Armory Square Ventures)의 

Somak Chattopadhyay 투자자 겸 매니징 파트너, (3)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의 Jim Fayle 지역 디렉터, (4) 

에스알씨/그리폰 센서스(SRC/Gryphon Sensors)의 Craig Marcinkowski 전략 및 기업 

개발 담당 부사장, (5) 스트레티직 어다바이저리 어소시에이츠(Strategic Advisory 

Associates)의 사장인 David M. Montanaro 창립자, (6) 업스테이트 캐피털 어소시에이션 

어브 뉴욕(Upstate Capital Association of NY)의 Noa Simons 상임 이사, (7) 

나이스오파크 유한책임회사(Niteopark LLC)의 사장인 Marc Viggiano 최고 경영자.  

 

지난해의 제1회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프로그램의 우승 기업인 

오토모덜리티(Automodality)는 소형 드론을 고정밀 자동 검사 에이전트로 전환하는 

퍼셉티브 네비게이션(Perceptive Navigation)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오토모덜리티(Automodality)의 드론 창고 검사 자동화 솔루션(Automated Drone 

Warehouse Inspection Solution, ADWIS)은 재고 검사를 수작업으로 검사하는 것보다 50 

퍼센트 더 빠르게 수행하는 방법이며, 작업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셀 

타워(Cell tower)와 포도원 소유주들도 이 자동화 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 경연 대회 외에도 뉴욕주는 센트럴 뉴욕의 무인 항공기 

시스템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URI) 보조금을 통해 시러큐스와 롬 시 

사이의 50 마일 규모의 드론 테스트 선형 항로에 3,0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지난 9월 

Cuomo 주지사는 센트럴 뉴욕과 모호크 밸리 드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와 노스이스트 

무인항공시스템 영공 통합 연구 연합(Northeast UAS Airspace Integration Research 

Alliance, NUAIR) 간에 체결한 획기적인 협약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주정부의 무인 항공 시스템 전략의 두 가지 요소인, 세계 최초의 50 마일 규모의 무인기 

교통 관리 선형 항로(Unmanned Traffic Management Corridor) 출범과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무인 항공 시스템(UAS) 시험 시설인 누스타(NUSTAR)의 설립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이 공식화되었습니다.  

http://www.geniusny.com/


 

 

 

뉴욕주는 또한 센트럴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리폰 센서스(Gryphon Sensors)에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RI) 지원금 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모바일 

스카이라이트(Mobile Skylight)라고 불리는 최첨단 이동 무인 트래픽 관리 시스템(mobile 

Unmanned Traffic Management system)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10킬로미터 밖에서도 

저공으로 비행하는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UAS)을 3차원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상업용 운전 면허증 없이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4x4 오프로드 기능을 갖춘 

완벽한 이동 관리 본부이며, 인프라 및 시설 점검뿐 아니라 경기장, 특별 행사 경비, 

긴급상황 대처자 및 수색 구조 작업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제4회 통합 기금 신청(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CFA)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이 지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무인 항공 시스템(UAS)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피스 공항(Griffiss Airport)의 최첨단 감시 장비 및 공항 지표 레이더 장비 설치에 

4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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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 활용, 기업가 정신 강화,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이 지역에 약 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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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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