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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43NORTH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추가추가추가추가 자금자금자금자금 1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또한또한또한또한 세계세계세계세계 최대의최대의최대의최대의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경쟁을경쟁을경쟁을경쟁을 위해위해위해위해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감독과감독과감독과감독과 비영리비영리비영리비영리 이사회를이사회를이사회를이사회를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증가된 100 만 달러의 자금을 발표하면서, 43North을 감독하는 

비영리 이사회의 생성과 세계 최대의 사업 아이디어 경쟁을 위한 새로운 이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사와 5명의 새로운 비영리 이사회 회원들은 43North의 취임 경쟁의 성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3North는 Buffalo에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오는 것이며, 작년의 경쟁은 성공적으로 2015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추가 자금과 이용을 감독 할 수 

있는 일류 팀과 함께, 43North는 건강, 과학, 소셜 미디어 및 뉴욕 주 서부에 첨단 제조 등의 

산업에서 혁신적인 기업을 유치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을 위한 주의 또 다른 노력의 예이며, 

저는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경쟁의 2회차를 보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혁신적인 개념을 추구하면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은 미래의 기회를 향해 추가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uffalo Billion에서 오늘 주지사가 발표한 추가적인 1백만 달러로, 43North는 2015년에 뉴욕 주에서 

총 7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받게 됩니다 (6백만 달러는 2015년 12월에 뉴욕 서부 전원 수익금 

예산 배정위원회에서 할당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에 의해 주도된 2012 법령에 따라 제공된, 

작년의 43North 수상자에 대한 자금 5백만 달러와, 수상자에 대한 자금은 뉴욕 전력청(NYPA)의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에서 활용되지 않은 수력의 시장 판매에서 얻은 수익에서 옵니다. 

 

43North 이니셔티브는 서부 뉴욕으로 유망한 벤처 기업을 유치하는 독특한 방법과 Buffalo가 

유망한 업체들에 제공해야 하는 독특한 자산을 전시하면서 Buffalo Billion 투자 개발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시행 첫 해 동안, 경쟁은 Buffalo가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에 매력적인 장소임을 

증명하였고, 50개 주와 96개의 카운티에서 2,600개 이상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초기 경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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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North는 2015년 1월에 Buffalo로 이주한 11명의 수상자들에게 5백만 달러를 수여합니다. 

 

43North 인큐베이터 공간은 Thomas R. Beecher Jr. 혁신 센터 Buffalo 나이아가라 의료 캠퍼스에 있는 

Ellicott Street 640에 만들어집니다. 

 

“이 추가 자금은 새로운 경쟁자를 유지하고 Buffalo에서 일을 시작하는 지난 해의 수상자들을 

육성하도록 43North를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사장 겸 CEO인 Kenneth 

Adam가 말했습니다. “유입되는 리더십은 중요한 방향과 신규 사업을 생성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이 흥미진진한 이니셔티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새새새새 전무전무전무전무 이사이사이사이사 및및및및 비영리비영리비영리비영리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Cuomo 주지사는 John T. Gavigan가 43North의 새로운 이사로 지명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Gavigan씨는 비즈니스 개발, 마케팅, 모금 및 팀 빌딩의 20년의 경험을 가진 Amherst 출신입니다. 

Gavigan씨는 가족 소유 기업에서 성장하였으며 Eastern Managed Print Network의 부사장, 

Xerographic Solutions Inc.에서 본부장 및 파트너, 문서 기업인 Xerox에서 영업 관리자를 

역임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2002년 성공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인 Eden Interiors, LLC을 

시작하였고 1999년 그의 동생과 함께 Buffalo 나이아가라 달력을 공동 설립하였습니다. 

Gavigan씨의 사진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임명된 자문위원회 구성원은 비즈니스 분야의 뉴욕 서부 지역에서 잘 나가는 전문가이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 방대한 경험을 도입할 것입니다: 

 

Jordan Levy는 SoftBank Capital NY에서 일반 파트너이며 그가 1999년에 공동 설립한 초기 단계 벤처 

캐피탈 펀드인 Seed Capital Partners의 관리 파트너입니다. Seed Capital Partners를 공동 설립하기 

전에, 그는 ClientLogic의 공동 설립자이며 그 이어진 회사인 SOFTBANK Services Group과 UCA(지금 

SITEL Worldwide)의 공동 CEO, 공동 의장이었습니다. 이전에, Levy씨는 현재 GameStop(NYSE:GME)인 

Software Etc,에서 SVP였으며 그 전에 그는 현재 Ingram Micro(NYSE:IM)으로 알려진 Software 

Distribution Services의 공동 설립자였습니다. Jordan은 현재 여러 기술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Norma Jean Nowak 박사박사박사박사는 유전체학 분야에서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 및 유전 질환과 암을 이해하는 마이크로 어레이 기반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2003년 그녀는 지역의 의료 연구 및 의료 기관에서 기술의 상용화에 전념하는 

Buffalo 나이아가라 의료 캠퍼스에 위치한 1억 5천만 달러의 복합 단지인 뉴욕 주 생물 정보학 및 

생명 과학 우수 센터를 위해 과학 기술 이사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Roswell Park 암 

연구소와 RPCI에 있는 Buffalo 의학 및 생명 과학 대학에서 공동 연구 실험실인 마이크로 어레이 및 

유전체학 시설의 감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질병 유전자를 발견하고 인간 게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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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하는 암 게놈 연구에 14년 동안 헌신하였습니다. 

 

William Maggio는 Amherstdp 기반한 면역 진단 제품 및 서비스 제공사인 Immco Diagnostics의 사장 

겸 CEO입니다. Maggio 씨는 Business Development의 부사장 및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를 

역임하였고 그는 생명 공학 및 생명 과학 산업에 18년 이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Maggio 씨는 Bufflao 

시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Canisius 대학에서 MBA를 취득하였고 현재 대학의 교육 이사회의 

구성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Tyra Johnson은 현재 Blue Sky Design Supply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설계 및 시공 사례에 대한 지식과 함께, Blue Sky 창립으로 이어졌습니다. Blue 

Sky를 위한 Johnson씨의 비전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이며 이는 

Buffalo 지역 사회가 번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원래 Milwaukee, Wisconsin 출신인, Johnson씨의 

배경은 20년간에 환경 연구 및 사회적 책임에 걸쳐있습니다. 그녀는 Wisconsin-Madison 대학에서 

환경 및 토목 공학 학위를 Buffalo 대학에서 MBA를 취득하였습니다. 

 

Allen “Pete” Grum은 1995년부터 Rand Capital Corporation (NASDAQ:RAND)의 사장, CEO,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Rand Capital은 27개의 회사에 3,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지난 

5년 동안 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증가하였고 1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을 증가했습니다. Grum 씨는 

많은 회사들의 이사회에 속해 있으며 현재는 Buffalo 주립 재단 투자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Kaleida 건강 시스템 투자위원회와 Buffalo 재단의 회장입니다. 그는 현재 Horizon 건강 서비스의 

회장입니다. Pete는 Rochester 기술 연구소에서 MBA를 Eisenhower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의 사장 및 CEO이자 경제 개발 위원으로 주지사의 임명을 받은 

Howard Zemsky는 “43North 경쟁은 엄청난 성공을 만들었고 최고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전 

세계에서 끌어 왔습니다. 작년 대회의 우승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의 불기둥이 촉발되면서 이미 

서로 협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Buffalo Billion을 활용하여 뉴욕 북부를 신생 

기업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경제에 활기를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3North의 전무 이사의 위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Performance Management Partners의 사장 및 

CEO인 Sharon Randaccio은 “우리는 43North 전무 이사 자리를 위해 지원한 뛰어난 후보자들의 

능력에 압도 당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그 엄청난 성공의 증거입니다. 

Performance Management Partners는 전무 이사를 찾는 과정에 우리의 서비스를 기부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43North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3North 결승 진출자들은 상금 이외에 1년 동안 Buffalo의 무료 인큐베이터 공간 이용, 관련 분야의 

멘토 지도, Start-Up NY와 같은 기타 비즈니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용 기회도 제공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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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North 소개소개소개소개 

Andrew M. Cuomo 지사의 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는 뉴욕주전력청(NYPA)과 Launch NY의 지원을 

받는 43North를 위한 주요 예산원입니다. 추가 지원은 National Grid, Orange Capital, Buffalo Niagara 

Enterprise, Buffalo Office Interiors, Perfect Sense, Larkin Square, Superior Group, Rich Products 

Corporation, M&T Bank, Delaware North Companies, SoftBank Capital, Buffalo Niagara Partnership, 

Bright Buffalo Niagara, Phillips Lytle LLP 및 기타 기관들로부터 옵니다. 전체 리스트는 

www.43north.org/43north-sponsors에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www.43north.org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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