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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센트럴 뉴욕에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의 운영 센터 설립 발표  

  

이스라엘 회사는 시러큐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센터스테이트 CEO 테크 가든에 자율주행 

항공 및 차량 관리 센터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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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계획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율주행 차량 제조사인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Blue 

White Robotics)가 시러큐스 다운타운의 테크 가든(Tech Garden)에 명령 및 

제어(Command and Control) 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지원 및 민간 

투자를 통해 이 회사는 "서비스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리슨 스트리트에 

운영, 마케팅 및 영업 팀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최대 

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봄 이 회사는 주정부의 농업, 운송 및 

응급대응 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기업과 제휴를 통해 뉴욕주에서 입지 확대에 

대한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은 엑셀시어 일자리 창출(Excelsior Job Cre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00,000 

달러를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에 지원했으며 센터스테이트 CEO(CenterState CEO)는 

100만 달러 규모의 무인항공 시스템 일자리 기금(Unmanned Aircraft System Jobs 

Funds, UAS Jobs Funds)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스테이트의 무인항공 시스템 산업에 대한 

뉴욕주의 집중 투자가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는 미국 본부 

부지로 센트럴 뉴욕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주정부 노력을 통해 뉴욕이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이테크 산업을 성장시키고 

비즈니스를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센트럴 뉴욕 중부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는 다운타운 시러큐스에서 새로운 운영 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이는 기술 혁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가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의 일환으로 더 나은 방식의 재건을 

추진하고 뉴욕주의 미래를 재구상하는 가운데 이번 파트너십은 지역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400만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는 미국 운영 확대에 사용할 자금인 1,0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최근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본사가 있는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는 농업, 대중 교통, 에너지 및 

광업, 응급대응 등을 위한 자율 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이 혁신 기업의 고객은 

세계 최고의 민간 기업, 전세계 정부 기관 및 연구 기관 등입니다. 또한 이 기업은 

자율주행 드론과 지상 제어 시스템을 설계 및 제조하는 회사인 브루클린의 이지 

애리얼(Easy Aerial),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공중 수분 공정을 개발하는 시라큐스의 

드롭콥터(Dropcopter) 등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의 Ben Alfi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지원과 비전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는 협력, 토지와 혁신에 대한 헌신이라는 우리의 가치를 나눌 것입니다!"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의 직원들은 2019년 7월 이스라엘로 파견한 주지사의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 UAS) 산업 대표단에 참여한 바 있습습니다. 양국 

최고의 기업, 학술 단체, 기술 스타트업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드론, 건강, 인프라 기술 

부문에서 뉴욕과 이스라엘의 거래 및 협력 촉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뉴욕주는 자율주행 시스템 산업 개발과 시행에서 세계 수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6년 Cuomo 주지사는 센트럴 뉴욕 성장 업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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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마일 규모의 드론 테스트 선형 항로 개발에 3,000만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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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ment Corridor)는 UAS 테스팅 플랫폼 및 혁신 부문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미국 

운영 확대를 위해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는 누에어(NUAIR)가 운영하는 검사장에서 고급 

명령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및 라이센스 과정 등을 실시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Eric Gertler 커미셔너 대행, 사장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와 같은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를 

지원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기업을 UAS 혁신 허브인 센트럴 뉴욕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는 이 진화하는 업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재와 

최첨단 인프라가 있습니다."  

  

Rachel Ma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크 가든에서 새로운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보는 일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시러큐스는 혁신적인 기술이 발전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며, 우리 지역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가 이곳에서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f1586dbd-ad7c9bdc-f15a9488-0cc47a6d17e0-f58069c036031ed5&q=1&e=dc6269ca-7aa4-4a87-b5f2-957c6ed304b1&u=https%3A%2F%2Fwww.bluewhiterobotics.com%2F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departs-israel-solidarity-and-trade-mission


 

 

  

William Magnarell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의 테크놀로지 

가든(Technology Garden)에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가 참여하는 것은 테크놀로지 가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시러큐스는 

업계 혁신을 주도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자원, 연결 가능성 및 기회가 갖추어 진 

곳입니다."  

  

Ryan McMahon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와 같은 무인항공 시스템 산업 리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센트럴 뉴욕을 이 

최첨단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논다가 

카운티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시러큐스 시의 Ben Walsh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를 

시러큐스 시로 유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은 부지를 찾는 기술 기업에게 시러큐스와 

센트럴 뉴욕이 매우 매력적인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뉴 

이코노미(New Economy)의 종합 성장을 위한 우리의 전략인 시러큐스 서지(Syracuse 

Surge)를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기울여 주신 Cuomo 주지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센터스테이트에 

감사드립니다."  

  

센터스테이트 CEO의 Rob Simpson 사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블루 화이트 

로보틱스를 테크 가든로 유치하여 이곳 센트럴 뉴욕에서 사업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를 고대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지역은 무인 시스템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최첨단 회사의 유치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성과는 물론 성장하고 

있는 분야에서 센트럴 뉴욕을 첨단 연구 및 사업 개발 선두주자로 만들기 위한 뉴욕주의 

투자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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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 계획을 가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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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esd.ny.gov/central-ny-rising-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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