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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43노스 2021 스타트업 공모전 결선 진출자 발표  

  

전 세계 19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100만 달러의 대상을 포함한 500만 달러 규모의 상금을 

받기 위해 프리젠테이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제7회 43노스(43North) 연례 스타트업 공모전 결선 

진출기업 19개를 발표했습니다. 결선 진출자들은 이 대회는 이번 달 말에 버펄로에서 

열려 100만 달러 대상의 최고 상금을 포함하여 총 5백만 달러에 달하는 8가지 투자 중 

하나를 위해 자사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은 미국 전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참가했으며, 임상 시험에서 핀테크 서비스, 지속가능 농업, 인공지능, 소비자 도구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는 혁신의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노스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스타트업을 지역으로 유치하여 이러한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기술과 재능의 조합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우리는 올해 결선 

진출 기업이 이러한 변화의 일환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결선 진출 기업은 Kevin Siskar 43노스의 포트폴리오 선정 담당자가 라이브로 

발표했습니다. 담당자는 60명의 선발관과 함께 신청서를 검토하고 창립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선정 추전서를 검토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Colleen E. Heidinger 43노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 참가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가 창립자 및 기타 수많은 손님들은 지난 달 버펄로로 

초청하여 셰어 극장(Shea's Theatre)에서 역사적인 대면 행사의 귀환을 알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43노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43노스 결선 참가자들은 새로운 판정단 앞에서 43노스 포트폴리오 선정을 위해 

새로운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100만 달러의 대상 상금 및 7명의 500,000달러 상금과 

더불어, 수상자들은 세네카 원 타워(Seneca One tower)에 있는 43노스의 새로운 

인큐베이터에 공간을 얻고, 해당 분야의 숙련된 멘토들의 지도 및 기타 비즈니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7년간, 43노스는 51개의 다양한 기업에 투자해왔으며, 그중 31%의 창립자가 

유색인종이고 23%는 여성입니다. 약 절반의 기업은 퀸 시티에 남아 있으며, 지역에 



8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테크 유니콘인 ACV 옥션스(ACV Auction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2021년 3월 24일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이후 최초로 공개 트레이드된 포트폴리오 기업이며, 43노스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Eric Reich 43노스 위원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모전의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43노스 포트폴리오 기업은 10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종합 가치는 약 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최신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으로 인재와 일자리를 

유치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웨스턴 뉴욕의 경제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43노스 결선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지만, 등록이 필요하며 선착순으로 좌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월 28일 셰아즈 퍼포밍 아트 센터(Shea's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오후 

6시에 열리는 43노스 결선의 무료입장권은 43North.org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3노스 결선 진출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칼라(Akala)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  

아칼라는 대학 입학 플랫폼으로, 대학 입학을 최적화하기 위해 8학년부터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베터마인드(BetterMynd) - 뉴욕 버펄로  

베터마인드는 온라인 테라피 플랫폼으로 대학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학생들이 

개인정보가 보호된 환경에서 노트북과 모바일 장치 등을 이용해 다양한 인증 정신 건강 

카운슬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빅 윌바로우(Big Wheelbarrow) - 텍사스 오스틴  

빅 윌바로우는 식품 제공업자 및 식료품 업자가 공급 체인을 관리해 지역 식품의 소비자 

수요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봇팩토리(BotFactory) - 뉴욕 뉴욕  

봇팩토리는 컨듀시브 잉크를 활용하여 누구든 프로토타입 프린트 서킷 보드를 수 분만에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제품을 만듭니다.  

  

칠케어(Cheelcare) - 캐나다 리치몬드힐  

칠케어의 모빌리티 장치 3라인은 휠체어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깨 

통증을 예방하면서 사용자 독립성을 확대할 수 있는 수동 휠체어를 제작합니다.  

  

플록스(FLOX) - 영국 런던  

플록스의 머신 비전 기술을 통해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농업이 가능해지며, 양계장 

주인들은 닭의 건강과 웰빙을 챙기는 한편, 보다 윤리적이고 수익이 높으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8d103dd-e74a3acc-b8d3fae8-000babd9fe9f-8e1767cc19e1bfc5&q=1&e=3f37fb90-215f-4978-8285-9565a122f7f1&u=https%3A%2F%2Fwww.43north.org%2F


  

인피우스 헬스(Infiuss Health) - 캘리포니아 산호세  

인피우스 헬스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미국 및 유럽의 임상 

연구자와 아프리카의 환자를 연결하는 등 원격 연구/임상시험을 지원합니다.  

  

카피탈와이즈(Kapitalwise) - 뉴욕 뉴욕  

카피탈와이즈의 마이크로투자 플랫폼은 금융 제도 파일럿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고객에게 계산기, 컨텐츠, 템플릿 등 금융 웰니스 도구를 제공합니다.  

  

킬터(Kilter) - 위스콘신 매디슨  

킬터는 매일의 활동을 선호하는 부분의 기부에 활용하는 한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와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런드리스(Laundris) - 텍사스 매너  

런드리스는 서비스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플랫폼으로 호텔 최적화, 

리넨 관리 간소화를 지원하여 비용 및 운영 비용을 최대 40% 절감합니다.  

  

메타밥 주식회사(Metabob, Inc.) -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메타밥은 인공지능 지원 도구로 파이톤(Python) 코드 리뷰를 통해 숨겨진 에러와 시행 

싱크를 찾아내어 디버깅 작업을 반으로 줄여줍니다.  

  

오그노미(Ognomy) - 뉴욕 윌리엄스빌  

오그노미의 건강 보험 호환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에 따른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자택에서 편안하게 수면 무호흡증 검사, 진단,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온토피칼 주식회사(Ontopical Inc.) - 캐나다 캘거리  

온토피칼은 머신러닝 및 자연 언어 프로세싱을 통해 지역 정부를 모니터링하여 고객들이 

향후 계약 기회 및 정책 관련 사업 리스크에 대한 귀중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셰어쉐어 주식회사(ShearShare, Inc.) - 텍사스 맥키니  

셰어쉐어는 기업간(business-to-business, B2B) 모바일 플랫폼으로 살롱(Salon) 

소유주들이 살롱/바버샵 소유주와 면허를 가진 미용 전문가를 매칭시켜 필요한 곳에 

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테퀴티 유한회사(Tequity, LLC) - 마이애미 칼라마주  

테퀴티의 플랫폼은 고객에게 노코드 솔루션을 제공하여 빠르게 모바일 앱을 개발 및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탑 시즈(Top Seedz) - 뉴욕 버펄로  



탑 시즈는 고급 수제 크래커와 구운 씨앗 등을 자연 그대로 가장 단순하게 영양 및 향을 

가공하여 제조합니다.  

  

베리티엑스 기업(VeriTX Corp) - 뉴욕 이스트 오로라  

베리티엑스는 항공 부문, 의학, 산업 부문 공급 체인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도식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베리벤드(Verivend) - 뉴욕 버펄로  

베리벤드는 기업이 모든 고객 및 벤더와 지불 또는 지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식이며, 

즉각적인 B2B 및 기업-소비자(business to consumer, B2C) 지급을 지원하는 디지털 

월렛입니다.  

  

질럿 인터랙티브(Zealot Interactive) - 텍사스 알링턴  

질럿의 앱은 기타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최신식 하드웨어와 함꼐 실시간 

악기를 연주하는 실시간 동영상 수업을 제공합니다.  

  

43노스 소개  

43노스는 뉴욕주 버펄로에 고성장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 및 조성하기 위해 연례 스타트업 

공모전을 열어 매년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기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43노스(43North) 

포트폴리오의 기업들은 또한 1년 동안 버펄로의 무료 인큐베이터 공간 이용, 관련 분야의 멘토 

지도 기타 스타트업 뉴욕(START-UP NY)과 같은 비즈니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용 기회 등도 

제공받게 됩니다. 43노스는 Kathy Hochul 주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Ralph C. Wilson, Jr. 기금(Ralph C. Wilson, Jr. Foundation), 기타 스폰서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43노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www.43north.org를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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