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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성공적인 43NORTH 대회를 계속하기 위한 500만 달러 지원 발표 

 

자금 지원은 웨스턴 뉴욕의 부흥하는 기업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43North 대회의 2016년 수상자들은 내일 발표 예정 

 

총 542명의 경쟁자 중 10명의 결선 진출자들이 상을 받게 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7년에 웨스턴 뉴욕에서 성공적인 43North 

스타트업 대회를 지속하기 위한 500만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43North는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아이디어를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회를 두고 

경쟁하도록 전 세계로부터 초기 단계의 회사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웨스턴 

뉴욕의 자원과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게 만듭니다. 오늘 주지사의 발표를 통해서, 

내년에도 자금이 지원됨으로써 수십 명이 넘는 경쟁자들이 버펄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는 이점을 모색하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지난 6년에 걸쳐, 웨스턴 뉴욕은 수십 년 

내에 가장 강력한 사업 성장을 경험했으며, 실업률은 2010년 9월의 8.1%에서 2016년 

9월에는 5.0%로 하락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 대회는 이 

지역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전문가의 지도와 혁신을 촉진할 지역사회를 찾고 있는 모든 

열정적 기업가들을 위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행사입니다. 43North는 전 세계로부터 

가장 촉망받는 기업 인재들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4년차에 

이러한 모멘텀을 더욱 확산시키고, 이 지역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게 된 점을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은 이 지역을 

위해서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였으며, 오늘 우리는 심어진 초기 씨앗의 과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43North는 우리 주 전역에서 기업가들을 버펄로로 유치할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일하고,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즐기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웨스턴 뉴욕이 다시 부활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아지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2016년도 43North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오늘의 발표를 했습니다. 대회 시작 

시에 총 542명의 경쟁자들 중에서, 15명의 결선 진출자들이 저명한 심사위원단 앞에서 

경쟁할 것이며, 심사위원 중에는 Zady 및 Foodspotting의 공동 설립자 Soraya Darabi, 



그리고 Starbucks의 상임부사장 겸 글로벌 전략 책임자 Matthew Ryan 등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10위까지의 결선 진출자들이 상금 100만 달러가 걸린 43North 1등상, 

60만 달러가 걸린 2등상, 또는 6개의 50만 달러 상들 중 하나를 두고 경쟁하기 위해서 

10월 27일 목요일에 또 다른 심사위원단 앞에서 43North 백만 달러 라운드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해당 수상자들은 버펄로에 있는 Shea's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Luke Russert가 진행하는 43North 결선 시상식 동안 발표될 것입니다. 

수상자들은 1년 동안 버펄로 나이아가라 메디컬 캠퍼스에 있는 43North 인큐베이터에 

무료 공간을 제공받고, 관련 분야 멘토들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후속 자금 지원으로 최대 

40만 달러까지 신청하고 그 밖의 사업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게 됩니다. 

 

Cuomo 주지사가 성공적인 버펄로 빌리언과 결합해서 2014년에 43North 대회를 

출범시킨 이래, 이 대회는 웨스턴 뉴욕 경제가 오늘과 같이 일자리를 증대하도록 

도와왔으며,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1개 회사가 대회에 참가했으며, 그들이 프로그램에서 활동했던 22개월 동안 

종합적으로 1,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21개의 회사들 중 16개가 

버펄로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Energy Intelligence와 같은 회사도 

있으며, 이 회사는 트럭 운행으로부터 청정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점을 이유로 

Forbes 30 Under 30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커미셔너 겸 CEO인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는 버펄로의 변혁을 위한 기업가적 엔진입니다. 해가 갈수록 웨스턴 

뉴욕이 미래의 촉망받는 혁신가들을 위한 최고의 장소가 됨에 따라, 스타트업의 

핫스팟으로서 이 지역의 명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 사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는 더욱 더 

흥미로운 장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 경제 개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로부터 나오는 전기 판매 수익이 이 대회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Byron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는 새로이 떠오르는 혁신가들이 

그들의 비할 데 없는 재능을 가지고 버펄로에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은 최첨단 기업가 정신의 리더로서 스스로에 대한 명성을 얻어왔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43North는 이 지역에서 이와 같이 지속되는 성장과 

모멘텀에 대한 주된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카운티 행정책임자 Mark Poloncar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의 기업 생태계 성장은 

발전하는 도시의 핵심적 표시입니다. 43North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촉망받는 기업가 중 일부를 확인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오도록 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는 버펄로의 부흥하는 기업 지형으로 새로운 혁신 세대가 오는 것을 환영하기를 



고대합니다.” 

 

주 하원의원 Sean Ry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의 부활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석 구석에 이르기까지 변혁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43North는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혁신과 성장의 

중심지로서 버펄로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가 여태까지 성취한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며, 의문의 여지 없이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43North 운영위원회 위원장 Bill Maggi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와 버펄로의 

스타트업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역동적인 대회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버펄로의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전념을 유지하고 있으며, 4년차 대회에서도 전 세계 

기업가들을 유치해서 그들이 또 다른 500만 달러를 두고 경쟁하고, 이 곳에서 사업하기 

위해 경쟁하기를 고대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43North는 총 500만 달러의 현금 상금을 수여했으며, 1년 동안 버펄로에 

있는 무료 인큐베이터 공간, 멘토의 지도, 그리고 그 밖의 사업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용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내년에 수여될 500만 달러의 상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가 제공할 것입니다. 웨스턴 뉴욕 전력 수익 배정 위원회(Power 

Proceeds Allocation Board)가 추가로 200만 달러를 이 대회에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력청이 올해 대회에 6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추가 지원금은 

National Grid와 그 밖의 다수의 후원자들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43north.org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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