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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세계세계세계세계 최대최대최대최대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사업사업사업사업 아이디어아이디어아이디어아이디어 대회의대회의대회의대회의 결승결승결승결승 진출팀진출팀진출팀진출팀 발표발표발표발표 

 

10월월월월 30일일일일, 1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대상대상대상대상 상금을상금을상금을상금을 위해위해위해위해 결승결승결승결승 진출팀진출팀진출팀진출팀 경쟁경쟁경쟁경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대회인 43North의 11명이 결승 

진출팀을 발표했습니다. 각 팀은 오는 10월 30일 Buffalo의 Shea’s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43North의 100만 달러, 6명의 50만 달러 또는 4명의 25만 달러 상금을 타기 위해 심사위원들 앞에서 

경쟁합니다. 수상팀들은 또한 1년 동안 Buffalo의 무료 인큐베이터 공간 이용, 관련 분야의 멘토 

지도, Start-Up NY와 같은 기타 비즈니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용 기회 등도 제공 받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Buffalo Billion 운동 덕택에 전세계 기업들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과 인센티브 개념은 한창 기지개를 펴고 있는 Buffalo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3North를 통해 결승 진출팀 중 한 팀에게 25만 달러,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의 상금 중 하나를 

부상으로 수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The People’s Choice Award”이라고 하는 Larkin Development 

Group이 후원하는 $10,000의 상금은 해당 회사에 할당된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10월 30일까지 가장 

많은 트윗을 생성한 팀에게 주어집니다. 

 

주지사, 뉴욕주 전력청(NYPA), Launch NY가 주축이 된 Buffalo Billion 운동은 주요 자금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 년 5월에 뉴욕주 전력청(NYPA) 이사회는 43North 글로벌 사업 아이디어 

대회를 위한 자금으로 54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 상금은 대회의 개념에 대하여 미활용 

수력발전 매각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적용하기 위해 WNYPPAB(WNY Power Proceeds Allocation 

Board)가 권고한 것입니다. 이 기금은 이후 대회 관리 및 자금의 최종 분배를 위해 비영리기관인 

Launch NY에 맡겼습니다. 

 

43North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Jordan Levy 회장은 “43North를 통해 96개 국가와 50개 

주에서 약 7,000 팀이 참가했습니다. 2차례의 심사를 거쳐 11개의 결승 진출팀이 선정되었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각 팀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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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전력청의 회장 겸 Erie 카운티 주민인 John R. Koelmel씨는 “43North의 11개 결승 진출팀은 

각각 25만 달러,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상금을 받게 되는데 10월 30일에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뉴욕주 전력청은 540만 달러의 보조금을 통해 43North 사업 아이디어 대회를 

후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결승 진출팀이 우리 지역사회에 합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 회장 겸 Larkin Development Group의 경영 파트너인 Howard Zemsky씨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택에 43North 사업 아이디어 대회는 전세계의 발명가 및 기부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Buffalo의 기업 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승 진출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며 Buffalo Niagara 지역에서 이들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 회장 겸 University at Buffalo의 총장인 Satish K. Tripathi씨는 “이 대회 덕분에 미국과 전세계 

기업은 Buffalo 지역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과 기업 설립 

여건을 포함하여 Buffalo가 가진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Buffalo Billion 

운동의 일환인 43North는 뉴욕주 서부 지역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Buffalo는 결승 진출팀을 환영하며 이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aunch NY의 CEO인 Marnie LaVigne씨는 “몇 년 동안 Buffalo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43North는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 아이디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려고 합니다. 

10월 30일 대회에서 43North의 11개 결승 진출팀이 모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uffalo의 Byron Brown 시장은 “Cuomo 주지사가 ‘43North’라는 독창적인 사업 계획 대회를 만들어 

Buffalo 지역에 전세계의 기업 아이디어를 집결하게 해 준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대회는 

Buffalo의 경제 원동력을 더해주고 있으며, Cuomo 주지사와 Buffalo Billion 운동이 Buffalo시의 

지속적인 경제적 변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Buffalo는 주민 및 상업 

재산세가 낮고 숙련되고 헌신적인 인력을 갖추어 살고 일하고 투자하기에 훌륭한 곳입니다. 재능 

있는 결승 진출팀이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향후에도 Buffalo시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rie 카운티 행정 담당자인 Mark Poloncarz씨는 “‘새로운’ Erie 카운티는 첨단 아이디어, 기술, 사업 

운영 방식을 갖춘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43North 대회는 Buffalo 지역의 부활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Erie 카운티가 신규 기업과 아이디어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현실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협력적이며 창의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Buffalo를 

위한 Andrew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헌신에 감사 드립니다. 11개 결승 진출팀을 축하하며 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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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에서 향후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씨는 “43North는 Cuomo 

주지사의 Buffalo Billion 운동 중 하나로서 전세계 기업 설립을 성공적으로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뉴욕주 서부 지역의 독특한 사업 환경을 널리 긍정적으로 알린 역할을 한 운동입니다. 결승 

진출팀은 거액의 상금을 사용하여 Buffalo-Niagara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이들의 

장기적 성공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멘토링 서비스와 지역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1개 결승 진출팀 목록: 

 

Adiabatic Solutions LLC 

본사: 뉴욕주 Tonawanda 

People's Choice 상 투표 해시태그: #43North1 

Adiabatic Solutions의 신속 금속 성형 시스템은 비용이 저렴하고 기능성이 뛰어난 부품을 제공하여 

제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회사의 공정 덕택에 더 

가볍고 수명은 긴 부품을 만들어 엔진, 임플란트용 의료 장비 등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Adiabatic Solutions는 또한 해외 가격 경쟁력을 높여 사업을 미국에 복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sana Medical, Inc. 

본사: 플로리다주 Miami Lakes  

People's Choice 상 투표 해시태그: #43North2 

Asana Medical은 인체의 자가 치유를 자극하는 특허 출원 중인 의료장비를 통해 의료 품질을 

개선하고 소화계 질병을 치료할 획기적 치료법을 제공하여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sana Medical은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으로 약물과 수술을 사용하지 않으며 90억 달러 

규모의 궤양성 대장염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coBreeze 

본사: 대만 타이페이 

People's Choice 상 투표 해시태그: #43North3 

EcoBreeze는 혁신적으로 팬이 없는 냉각 솔루션으로서 여러 진동 팬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소용돌이를 생성합니다. 이 제품의 탁월한 신뢰성, 야외 사용 가능성, 융통성 있는 설계, 저렴한 

가격 등의 장점으로 ICT와 LED 조명 냉각에 자주 사용됩니다.  

 

Energy Intelligence 

본사: 메사추세츠주 Somerville 

People's Choice 상 투표 해시태그: #43North4 

Energy Intelligence는 낭비된 운동 에너지를 제동 차량에서 재활용 가능한 전기로 전환시키는 

초소형 도로 장착 기술을 개발하는 신흥 친환경 기술업체입니다. 이 특허를 획득한 기술은 주차장 

입구, 통행료 징수 부스, 차량 하중 측정소 등과 같이 저속 통과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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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절감을 위해 장비를 현장에서 동력 공급할 수 있습니다. 

 

Eulysis UK Limited 

본사: 스코틀랜드, Edinburgh  

People's Choice 상 투표 해시태그: #43North5 

Eulysis UK는 전세계 제약회사를 위해 집중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첨단 개발업체입니다. Eulysis 

UK는 세계 보건 기구(WHO), Gates Foundation 및 기타 주요 기관들과 협력하여 생명을 구하는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해 SVS 기술을 전세계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Genetesis LLC 

본사: 오하이오주 Mason 

People's Choice 상 투표 해시태그: #43North6 

Genetesis는 실시간으로 심장 전기생리학을 분석하는 혁신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심장 율동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최적화된 약품 설계에 집중하고 있는 생명공학 업체입니다. Genetesis는 

비침습성 센서 어레이와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특허 출원 중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약품을 

투약하기 전에 약품에 대한 반응성을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HemoGenyx, LLC. 

본사: 뉴욕주 뉴욕 

People's Choice 상 투표 해시태그: #43North7 

HemoGenyx는 백혈병과 림프종과 같은 혈액 질환의 혁신적 치료법을 개발하는 생명공학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암에 걸리지 않는 혈액 줄기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특별 세포군을 

활용합니다. HemoGenyx의 치료법은 골수 이식의 효능을 극적으로 높이고 장기 기증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KeepUp 

본사: 노스캐롤라이나주 Raleigh 

People's Choice 상 투표 해시태그: #43North8 

KeepUp은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소셜 미디어에서 일상 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생산성 

앱입니다. KeepUp은 6개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12가지 주요 생활 이벤트를 추적하여 자신이 

팔로우하는 대상, 관심 있는 이벤트, 업데이트 시기 등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Medical Conservation Devices, LLC 

본사: 뉴욕주 Batavia 

People's Choice 상 투표 해시태그: #43North9 

University of Buffalo에서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획득한 특허를 바탕으로 Medical Conservation 

Devices는 비용이 저렴한 마취 장비를 개발하여 상태가 심각한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약하고 한 

번에 8명의 환자에게 마취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후 승인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마취제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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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and Therapeutics, Inc. 

본사: 뉴욕주 Fairport 

People's Choice 상 투표 해시태그: #43North10 

Raland Therapeutics는 이식 가능한 바이오센서에 주력하고 있는 개발 단계의 생체 소자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CytoComm™ 바이오센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환자의 

화학요법에 대한 생리학적 반응을 “판독”하기 위해 살아 있는 세포를 활용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독성을 줄이기 위해 투약 전략을 개별화할 수도 있습니다. 

 

triMirror 

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Markham 

People's Choice 상 투표 해시태그: #43North11 

triMirror는 실제 옷을 정교한 아바타에 입힐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실시간 피팅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로 소비자는 압박 지도를 통해 의류에서 조이거나 느슨한 부분을 파악하고, 

움직일 때 의류의 상태를 보며, 각 의류를 다른 것과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손가락으로 옷감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43North는 또한 Attend LLC of Cazenovia와 Programmable Equipment Company LLC of Amherst라는 두 

개의 대기 업체도 발표했습니다. 43North의 11개 결승 진출팀 중에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팀이 

있을 경우, 이들 대기 업체 중 한 곳 또는 두 곳이 결승 진출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10월 30일에 11개의 결승 진출팀은 Buffalo의 Shea’s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최종 선발 세션과 수상식 참석 등록은 무료이며 43north.org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43North 소개소개소개소개 

2월 5일에서 5월 31일까지 총 6,932건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43North 대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전문 분야의 노련한 269명 심사원들이 1개월간의 정식 검토 기간을 통해 2603건의 적격 제출물 

중에서 113건의 준결승 진출팀이 발표되었습니다. 11개 결승 진출팀은 3차 및 최종 라운드로 

진출하며 100만 달러, 6개의 40만 달러, 4개의 25만 달러 상금을 포함한 다양한 수상 기회를 놓고 

경쟁합니다. 모든 수상 업체들은 대회 약관에 따라 1년 동안 뉴욕주 Buffalo에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43north.org을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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