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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뉴욕 주 북부지역에 무인 항공 시스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5백만 

달러의 투자를 발표합니다 

 

중요한 뉴욕 주의 공약은 Central New York에서 최근에 생겨난 무인 항공 시스템 산업의 

시동을 걸기 위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Central NY Rising”계획에 대한 투자 보완책 - 경제 성장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지역의 성공적인 북부 지역 활성화 계획 청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에서 최근에 생겨난 무인 항공 시스템 산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5백만 달러의 공약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초기 투자를 

통해서, 뉴욕 주는 특히 미국 항공 우주국(NASA)에 의해 시작된 개념을 지원하면서, 

북부 지역에서 무인 항공 시스템 혁신과 제조를 위해 허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차세대 무인 항공 교통 관리 기반 시설의 계획과 설계, 

국가 무인 항공 시스템의 표준화된 테스트와 등급 시설, Syracuse와 Rome의 도시들 

사이의 항공로 안에 무인 시스템 전용인 혁신 지구를 포함시킬 것입니다. 

 

“혁신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미래의 산업이 경제 발전에 대해 우리가 접근하는 핵심 

구성요소이고, 이것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떠오르는 산업 분야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공약과 Central New York의 지역적 이해관계자들과의 

우리의 협력관계가 뉴욕 주가 첨단 기술의 일자리 창출 산업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할 것입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의 사장, CEO겸 커머셔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투자의 발표로, 뉴욕 주는 이 떠오르는 산업 영역에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급성장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 산업에 관한 한, 우리 뉴욕 주가 자리 매김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과학과 기술 담당 백악관 사무실에 의해서 주도된 드론과 항공의 미래에 

대한 정책 워크숍에 Zemsky 커미셔너가 참여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 5백만 달러의 

투자로 Central NY 부흥 계획안에 개요가 설명된 전략을 통하여 성장하는 무인 항공 

시스템 산업에 대한 뉴욕 주의 유례가 없는 공약이 실행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Saab, Lockheed Martin, SRC와 같은 강한 지역적 항공 우주 기업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FAA 지정 무인 항공 시스템 테스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NUAIR 

Alliance와 같은 지역적 자산입니다. 

 

CenterState의 사장겸 CEO 그리고 Central NY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Robert Simpson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인 항공 시스템 (UAS) 교통 관리 표준, 혁신, 

기술의 미래는 Central New York과 Mohawk Valley에 뿌리를 내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여기에 이 신흥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CNY (Central New 

York) 부흥 계획을 통해 실행되는 뉴욕 주의 수백만 달러의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입니다. 

이것은 민간 부문의 전문 지식, 광범위한 산업 협력, FAA 지정 시험 사이트에 대한 

인증입니다. 우리는 무인 항공 시스템 (UAS)의 세계적인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ryphon Sensors의 사장 Anthony Albanes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의 

선견지명이 있는 리더십은 국가 공역 시스템 (NAS)으로 무인 항공 시스템 (UAS)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속적으로 상용 통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Central New York과 Mohawk Valley 지역의 우리의 사업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Onondaga 카운티 행정관 Joanie Mahoney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 주의 공약은 Central New York의 햇병아리 산업을 우리의 뉴욕 주 북부 지역 

경제의 급성장 부문으로 바꾸어 놓는데 들이는 노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얻어 낸 뉴욕 주 북부 지역 활성화 계획과 CNY 부흥 계획의 주요 초점인 

무인 항공 시스템을 함께 통합한 전체적인 전략 계획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저는 

주지사와 Zemsky 커미셔너가 전략을 지원하고 지역 수준에서 이곳을 개발하는 계획에 

의해 그들이 공약한 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Oneida 카운티 행정관 Anthony Picente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핵심이며, 무인 항공 시스템은 유아단계에 있는 산업이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떠오르는 영역입니다. 이 지원은 무인 항공 시스템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Central New York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든 이 투자를 집행한 Cuomo 주지사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더 나아가 이 산업과 Syracuse 대학교와 Mohawk Valley 커뮤니티 칼리지와 같은 교육 

기관의 성공에 대한 강력한 지역 및 뉴욕 주의 공약이 가리키는 것은 이 산업 분야의 성장 

속도에 발 맞춰 교육 훈련의 커리큘럼과 연구 노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뉴욕 주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가속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 GENIUS NY– 을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인 시스템 및 데이터 의사결정 응용프로그램의 카테고리에서 

사업 제안을 제공하고, Central New York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유망한 

신생 기업들 중 몇 군데의 기업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쟁을 통해 

기타 자원과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우승자에게는 최대 백만 달러에 이르는 

지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http://www.geniusny.com/


11월에 이들 자산과 전략이 뉴욕 주에 현장 능력의 가시적인 경계선을 넘어서 강화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2016 UTM Convention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컨벤션에서는 많은 협력자들이 참가할 올해 10월의 기술 능력 수준 실증 2에서 미국 

항공 우주국 (NASA)의 기조 연설이 특징이 될 것입니다. 컨벤션은 the Air Traffic 

Controls Association, the 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Onondaga County, Oneida County, the 
CenterState Corporation for Economic Opportunity, the NUAIR Alliance, Syracuse 

University의 주최로 열립니다. 컨벤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Central New York 부흥 사업 (Central NY Rising)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는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 주에서는 2012 년부터 이미 글로벌 마켓 

기회의 자본화, 기업가 정신 및 포괄적인 경제에 대한 강화 계획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30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Syracuse, Oswego, 

Auburn 같은 지역들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뉴욕 주 북부지역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서 뉴욕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Central 

NY Ris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에서 제공한 5억 달러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은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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