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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43NORTH 기업들이 뉴욕 서부에 400개 이상 일자리 창출했다고 발표  

 

지역 스타트업 및 소기업이 200명 이상을 채용한 이그나이트 버펄로 잡케이드 

행사(Ignite Buffalo JobCade Event) 개회식에서 발표된 중요 성과  

  

  

Andrew Cuomo 주지사는 오늘 43North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들이 뉴욕 서부에 

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3North는 스타트업 기업을 뉴욕 

서부로 끌어들이고 지역에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스타트업 공모입니다. 2014년 공모가 시작된 이래, 43North는 44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는 뉴욕 서부가 스타트업을 위한 

번창하는 허브가 되고 지역에서 번영하는 노동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버펄로에 

혁신적인 기업을 유치할 이 중요한 공모를 지속적으로 지지하여, 이를 통해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세를 이어갈 지역 경제를 지원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적인 43North 공모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하이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선도자로서 

버펄로의 명성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저는 43North가 이룩한 성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과는 이 이니셔티브가 지속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많은 기업들이 뉴욕 서부에서 이 여정을 시작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3North 공모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및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등 뉴욕주로부터 총 5,50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500만 달러의 현금 투자와 더불어 공모 우승자는 버펄로로 이전해 일 

년간 무료 인큐베이터 공간을 사용하고 같은 분야의 멘토로부터 조언을 받게 되며, 

10년간 뉴욕주로부터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뉴욕(START-UP 

NY) 등 흥미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3North 기업들은 현재 

수십 개의 오픈 포지션을 채용 중입니다.  

  

일자리 성과는 오늘 이그나이트 버펄로 잡케이드(Ignite Buffalo JobCade) 행사 

개최식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잡케이드(JobCade)에는 뉴욕 서부 전역의 36여 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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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및 소기업이 참가해 버펄로의 500 세네카 빌딩에서 200개 이상의 직원 및 

인턴을 모집했습니다. 대중 공개 및 무료 행사로 개최되는 일자리 박람회는 이그나이트 

버펄로(Ignite Buffalo)가 주최했으며, 43North ACV 옥션(ACV Auctions) 및 버펄로 

나이아가라 메디컬 캠퍼스(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직자들은 버펄로 나이아가라 메디컬 캠퍼스(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의 

지원으로 직접 유망한 고용주를 만나고, 이력서 및 인터뷰 기술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해피 아워나 ACV 옥션이 주최한 네크워킹 이벤트에 참가하고, 

링크드인(LinkedIn)용 이력서용 사진을 무료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 덕분에 버펄로는 우리나라의 

혁신 센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버펄로는 기업 스타트업이 모여 번영하고 미래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입니다.”  

  

43North 이사회(Board)의 Eric Reich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의 스타트업 

시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43North의 포트폴리오에 속한 기업들은 이 원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유망한 스타트업은 

43North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래로 2억 달러 이상의 벤처 캐피털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기쁩니다.”  

  

43North 대회의 Alex Gres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는 세계적 수준의 

스타트업을 버펄로로 유치하고 이 기업을 도와 우리 지역사회에서 성장 및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용 지원을 제공하여 최대로 버펄로의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력 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43North 기업이 이미 뉴욕 서부에서 만들어 낸 

400개의 일자리를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기업들이 버펄로에 향후 몇 달, 몇 

년에 걸쳐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는 획기적인 이익에 대한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John R. Koelmel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 공모의 눈에 보이는 성과에 힘입어, 수십 개의 기업들은 뉴욕 

서부로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은 투자와 

혁신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신규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및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매년 43North가 부상하는 업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ACV 옥션(ACV Auctions)의 George Chamou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CV 옥션(ACV Auctions)은 버펄로에 자리 잡고 지역사회의 일원 260명 이상을 저희 

팀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희는 뉴욕 서부에서 수십 개의 



일자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성장하며 도매 자동차 경매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구직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마디텍트(SomaDetect)의 Nicholas Clermont 디자인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마디텍트(SomaDetect)는 뉴욕 서부의 재능 있는 인재를 채용하며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버펄로로 이전한 이래, 저희는 이 지역에서 전일 근무자 11명, 단시간 

근무자 2명, 계약 근무자 2명을 고용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버펄로 지역에서 상품 개발, 

비즈니스, 및 운영 부문에서 12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분은 

지원해주십시오!”  

  

클린파이버(CleanFiber)의 Ryan Carroll 인사 및 인재 모집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린파이버(CleanFiber)는 버펄로의 재능 있는 인력 풀에서 조직의 전 

레벨에서 활약할 직원을 채용하여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팀 일원들은 미션 수행을 위하여 열정과 열의를 다했습니다. 또한 

클린파이버(CleanFiber)의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환경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버펄로의 훌륭한 인재들 덕분에 저희는 예정보다 빨리 다양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하이오퍼레이터(HiOperator)의 Liz Tsai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오퍼레이터(HiOperator) 팀은 버펄로에 자리 잡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희는 

뉴욕 서부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능력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지난 2개월간 버펄로에서 15명이 넘는 신규 직원을 채용했으며, 거의 모든 

직군에서 채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 기업들이 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성과는 버펄로의 놀라운 재탄생을 알리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활기차고 즐거운 스타트업 문화라는 43North의 비전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발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43North의 팀과 버펄로시의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선택한 기업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Crystal D.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뉴욕 서부에서 40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대한 성과를 이룬 43North에 

축하를 보냅니다. 500만 달러 공모는 그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이상이며, 또한 

지역 전체를 위한 미래의 장기 투자입니다.”  

  

버펄로 시의 Byron W.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는 버펄로 

르네상스을 추진하는 일에서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으며, 2014년 시작 이래로 시의 

기업 생태환경을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곳 버펄로시로 사업체를 이전하고 

우리 거주자를 위한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대해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43North는 Cuomo 주지사의 버펄로 및 뉴욕 서부를 위한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투자 계획의 성공한 부문입니다.”  

  

43North 소개  

43North는 버펄로에 고성장 스타트업을 유치 및 조성하기 위해 매년 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스타트업 공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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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받게 

됩니다. 43North는 Andrew Cuomo 주지사의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기타 스폰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43North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https://protect2.fireeye.com/url?k=c1e9dc41-9dd17b23-c1eb2574-

000babd9f75c-e458d56e79525696&u=http://www.43north.org/.  

  

이그나이트 버펄로(Ignite Buffalo) 소개  

이그나이트 버펄로(Ignite Buffalo)는 소기업 보조금 및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43North, 

페이스북(Facebook), M&T 은행, 그리고 기타 파트너들이 뉴욕주 버펄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래밍 및 자원을 통해 산업 전문가와의 연결을 제공하고,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27개 소기업에 지원합니다. 

이그나이트 버펄로(Ignite Buffalo)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ignitebuffalo.org를 

참조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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