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2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43노스의 제7회 스타트업 대회의 대상 상금으로 100만 달러 발표  

  

500만 달러 스타트업 대회에서 Top Seedz가 100만 달러 투자 획득  

  

7곳의 회사가 추가로 $500,000의 투자금을 수령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5백만 달러 규모의 제7회 43노스(43North) 스타트업 

대회의 우승자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100만 달러를 투자받는 대상 수상자와 각각 

50만 달러의 투자를 획득한 7개 회사가 포함됩니다. 수상자는 재정적 투자 이외에도 

43노스의 본사가 위치하는 세네카 원(Seneca One)을 무료로 임대하고, 경험이 많은 

멘토의 지도, 잠정적 고객에 대한 지역 네트워크, 43노스의 지역 투자자 및 기타 

비즈니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는 버펄로에 있는 셰아즈 

퍼포밍 아트 센터(Shea's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시상식 중에 발표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43노스 스타트업 대회를 통해 

버팔로(Buffalo)와 웨스턴 뉴욕 지역은 혁신가 기업정신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Top Seedz의 성공을 축하하며 모든 최종 후보들이 오늘 대회에서 보여준 열정과 

창의력을 칭한하고 싶습니다. 43노스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뉴욕주에 모여 더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3노스 대회 수상자 명단:  

  

Top Seedz - 뉴욕주 버팔로 - $1,000,000 수상자  

  

Top Seedz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영양과 맛이 뛰어난 크래커와 견과류를 생산합니다.  

  

BetterMynd, Inc. - 뉴욕주 버팔로 - $500,000 수상자  

  

BetterMynd는 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테라피 플랫폼으로서, 대학교와 직접 제휴하여 

대학생들이 노트북과 모바일 기기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면허를 가진 정신건강 

카운셀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Big Wheelbarrow, Inc. - 텍사스 오스틴(Austin) - $500,000 수상자  

  



 

 

Big Wheelbarrow는 로컬 푸드의 수익성, 효율성, 안전성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식품 유통업체와 식료품 체인점들이 공급망을 분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SaaS 기업입니다.  

  

FLOX - The Healthy Chicken Company - 영국 런던 - $500,000 수상자  

  

FLOX - The Healthy Chicken Company는 양계장의 복지 우선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머신 비전을 사용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이 히사의 제품은 닭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여 농장을 더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으며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더욱 

의식적으로 공급망의 가시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Infiuss Health - 캘리포니아주 산호세(San Jose) - $500,000 수상자  

  

Infiuss Health는 아프리카의 환자와 참여자의 (업계 및 학계) 연구원과 미국과 EU 소재 

제약회사 및 생명공학 회사와 연결하여 아프리카에서 원격 연구/임상시험을 가능하게 

하는 SAAS 플랫폼입니다.  

  

ShearShare, Inc. - 텍사스주 맥키니(McKinney) - $500,000 수상자  

  

ShearShare는 미용 및 이용업계의 작업 공간과 같은 미활용 자산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B2B 모바일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미용사는 일이나 주단위 또는 계약 

없이 미용 시설을 대여하며, 미용실, 스파, 이발소 소유주는 이미 소유하는 빈 공간을 

통해 수익을 올립니다.  

  

Zealot Interactive - 버지니아주 알링턴(Arlington) - $500,000 수상자  

  

Zealot Interactive는 첨단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증강 스트리밍 비디오를 통해 악기 

레슨을 제공하며 "음악의 펠로톤(Peloton)"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획된 컨텐츠 시장은 

음반 라벨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며 제작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라이선싱을 할 수 없는 

비디오를 호스팅할 수 있게 합니다.  

  

Verivend - 뉴욕주 버팔로 - $500,000 수상자  

  

Verivend는 기업의 운영 방식을 현대화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Verivend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지불 또는 지급을 받는 방법, 기업이 모든 고객 및 벤더들과 간편하고 투명하게 

거래하는 간편성, 즉각적인 B2B 및 B2C 결제를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 등을 제공합니다.  

  

43노스(43North)의 우승자는 다음 결승전 심사위원들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 Brian Brackeen, Lightship Capital의 무한 책임 사원  

• Peter Boyce II, Stellation Capital의 설립자 겸 전무이사  



 

 

• Howard Draft, Draftfcb의 회장  

• Scott Omelianuk, Inc. Magazine의 편집장  

• Jackie Reses,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의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Council) 회장  

• Rudina Seseri, Glasswing Ventures의 설립자 겸 전무이사  

  

43노스 이사회 Eric Reich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유능한 인재와 혁신기술이 

43노스 포트폴리오에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오늘 

버팔로에서 수상자가 발표되기를 기대하며, 회사를 성장시키고 버팔로시와 우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3노스 사장 Colleen Heiding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hea의 퍼포밍 아트 

센터(Shea's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웨스턴 뉴욕 커뮤니티가 결승 진출자를 

응원하는 열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버팔로 주민들은 오늘 발표된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에 유입된 새로운 인재와 자본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상을 한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스타트업 환경이 제공하는 모든 장점을 

활용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7년 동안, 43노스는 51개 채널 포트폴리오에 투자했는데 이중에서 31%는 

유색인종이 설립자이고 23%는 여성이 설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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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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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43north.org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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