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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총총총총 상금상금상금상금 $5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창업창업창업창업 공모전인공모전인공모전인공모전인 제제제제3회회회회 43NORTHON 개막개막개막개막 

 

총총총총 상금상금상금상금 5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2016년년년년 5월월월월 31일까지일까지일까지일까지 신청신청신청신청 접수접수접수접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3회 연례 43North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상금 500만 달러의 이 공모전은 세계 각국의 기업가에게 상금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며 이는 서부 뉴욕 지역의 투자된 기업들에게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창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지난 2년간 43North 공모전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Buffalo로 끌어왔으며, 제3회인 이번 공모전에서도 이 여세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서부 뉴욕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의 무대가 되어감에 따라 가장 

혁신적인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맞춤형 투자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공모전에서는 대상 100만 달러, 이등상 60만 달러, 50만 달러 상 6개가 

수여됩니다. 또한 수상자들에게 40만 달러의 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이 공모전은 뉴욕 전력청의 600만 달러 및 Empire State 

Development의 100만 달러 보조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상금 이외의 자금은 운영비와 

새로운 경쟁자 유치 자금 및 Buffalo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지난 해 수상자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부지사는부지사는부지사는 "43North 공모전은 Buffalo와 서부 뉴욕 경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검증된 투자입니다. 각 수상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돕는 사업 번창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Buffalo 시민으로서 

저는 이 곳에서 경제 르네상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이끄는 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43North와 같은 선구적인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3North 전무전무전무전무 이사인이사인이사인이사인 John T. Gavigan은은은은 "창업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꿈을 43North의 

공모전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43North 팀은 Cuomo 

주지사의 기회의 메시지를 북미와 전세계에 전파하게 되어 기쁘며 다시 한번 모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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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산업과 삶의 길에서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여러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 있고 

흥미로운 기업인들과 함께 많은 멋진 Buffalo의 창업 문화를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뉴욕뉴욕뉴욕 전력청전력청전력청전력청 회장인회장인회장인회장인 John R. Koemel은은은은 "우리는 Cuomo 주지사의 43 North 

이니셔티브가 서부 뉴욕과 미국의 사업 전망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NYP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서부 뉴욕과 미국이 더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다양화된 경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적 흐름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데 우리의 자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욕뉴욕뉴욕뉴욕 전력청전력청전력청전력청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Gil Quiniones는는는는 "Cuomo 주지사가 가장 중시하는 사항 중 

두 가지인 필수적인 생산직 유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NYPA는 Tulip Manufacturing에 

저렴하고 깨끗한 재생 수력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수력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Tulip은 앞으로 수십 년간 지역 사회, 즉 서부 뉴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43North 공모전은 3 라운드로 나뉩니다:  

• 1라운드(2016년 3월 4일 – 5월 31일): 공모전 웹 사이트인 43north.org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1 라운드의 목적은 지원자들에게 자사의 비즈니스 컨셉, 목표 

고객, 기업 개요, 경쟁 구도 및 수익 잠재력 등 자사의 투자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신청료는 100달러입니다. 단, 3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회사에는 50달러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2라운드(2016년 여름): 준결승 진출자가 발표됩니다. 

• 3라운드(2016년 10월): 최대 20개의 결승 진출 팀이 Buffalo 심사위원단에게 

직접 자신의 사업을 제시합니다. 8명의 수상자를 위한 축하 행사로 공모전이 

끝납니다. 

 

43North 신청 연령은 18세 이상이면 업종에 상관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프라인 소매 및 숙박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43north.org를 통해 2016년 5월 31일까지 

공모전 신청을 받습니다. 43North 2016 신청 규정 및 세부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nergy Intelligence 설립자이자설립자이자설립자이자설립자이자 CEO인인인인 Daniel Shani는는는는 "제1회 43North 공모전에서 

받은 자금 덕분에 당사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Buffalo는 당사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43North의 리소스 덕분에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1회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제3회 공모전의 수상 기업들을 어서 보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lum Caitlin의의의의 공동공동공동공동 설립자이자설립자이자설립자이자설립자이자 CEO인인인인 MacGregor는는는는 "제2회 43North 공모전에서 받은 

상은 저희 회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우리 

산업에 대변혁을 일으킬 새롭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43Nort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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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하는 리소스, 지원 및 협업 환경 덕분에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및 2015년 수상자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3North 소개소개소개소개 

43North는 전세계 우수 기업가와 창업자에게 500만 달러의 현금 상을 수여하는 창업 

공모전입니다. 43North 수상팀들은 또한 1년 동안 Buffalo의 무료 인큐베이터 공간 이용, 

관련 분야의 멘토 지도 기타 START-UP NY과 같은 비즈니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용 

기회 등도 제공 받게 됩니다. 43North는 Andrew Cuomo 지사의 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의 지원과 뉴욕전력청의 600만 달러 및 Empire State Development의 100만 

달러 보조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National Grid, EY, 뉴욕주립대학교 Buffalo 및 기타 여러 

스폰서로부터 추가 지원이 옵니다. 스폰서 리스트 및 43North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www.43north.org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