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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제6회 연례 43노스 대회(43NORTH COMPETITION) 결선 진출 기업 

발표  

  

전 세계 16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백만 달러의 대상을 포함한 500만 달러 규모의 상금을 

받기 위해 자사 홍보에 임해  

  

첫 "스타트업 매드니스 브래킷 챌린지(Startup Madness Bracket Challenge)"로 10월 

30일에 43노스(43North)의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팀을 골라 결선에 진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43노스(43North) 대회의 최종 결승 진출 기업 16곳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회는 이번 달 말에 버펄로에서 열려 백만 달러 대상의 최고 상금을 

포함하여 총 5백만 달러에 달하는 8가지 투자 중 하나를 위해 자사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미국, 캐나다, 폴란드에 기반을 두었으며 소프트웨어 플랫폼부터 

의료 기기, 소비자 제품 및 인공 지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을 포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3노스(43 North)는 세계 최상급의 스타트업 

기업을 이 지역에 초청함으로써 다시 한번 웨스턴 뉴욕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일자리 성장에 대한 버펄로의 명성은 이 지역에 새로운 자극을 

가져왔고, 우리는 이 재치 있는 혁신가들이 대회에 가져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진출자 목록은 전문 버펄로 빌즈(Buffalo Bills) 방송인 John Murphy가 (716) 푸드 앤 

스포츠(Food & Sport)에서 43노스(43North) 동문, 멘토, 심사 위원과 지역사회 파트너들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43노스(43North)는 최초의 스타트업 

매드니스 브래킷 챌린지(Startup Madness Bracket Challenge)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 챌린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대에서 자사를 홍보할 

1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고, 투자를 받을 8개 기업을 선택하고, 백만 달러의 

투자를 받을 곳 또한 선택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43노스(43North) 대회를 통해 혁신의 추진력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으며, 모든 결선 

진출자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나고 유망한 기업가들을 

버펄로에 유치하여 웨스턴 뉴욕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 참석자들은 새로운 세트, 새로운 심사 위원 및 예상 밖의 전개로 개편된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만 달러의 대상 상금 및 7명의 

50만 달러 상금과 더불어, 수상자들은 세네카 원 타워(Seneca One tower)에 있는 

43노스(43North)의 새로운 인큐베이터에 공간을 얻고, 해당 분야의 숙련된 멘토들의 

지도 및 기타 비즈니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3노스(43North) 대회의 Alex Gres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6차 

43노스(43North) 대회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5백만 달러 상금을 위해 버펄로에서 

자사를 홍보하는 결승 진출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흥미를 유발하고 싶었습니다. 

버펄로는 열성적인 스포츠 팬들로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타트업 매드니스 

브래킷 챌린지(Startup Madness Bracket Challenge)의 결선 진출 발표를 새롭게 

해석하여 팬들이 참여하게 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이자 

최고경영자, 대표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3노스(43North) 대회의 

여섯 번째 라운드는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고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웨스턴 뉴욕의 경제적인 부흥을 촉진할 것입니다."  

  

43노스(43North) 결승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지만, 등록이 필요하며 선착순으로 좌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셰아즈 퍼포밍 아트 센터(Shea's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오후 6시에 열리는 43노스(43North) 결승전의 무료입장권은 

43North.org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매드니스 브래킷 챌린지(Startup 

Madness Bracket Challenge)에 참여하려면 43North.org를 방문해 10월 28일까지 

양식을 작성하여 버펄로 세이버스(Buffalo Sabres) 게임 및 페굴라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Pegula Sports & Entertainment)의 다른 VIP 특전 풀 세트에 도전하세요.  

  

2019년 43노스(43North) 대회 결선 진출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리지케어(BridgeCare) - 시애틀, 워싱턴  

설립자: Jamee Herbert  

웹사이트: https://www.getbridgecare.com/  

  

브리지케어(BridgeCare)는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구동 부모로, 직장에 

나가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직장 혜택입니다. 브리지케어(BridgeC)는 활용도가 낮은 

세금 혜택을 활용하여are 모든 고용주가 밀레니얼 세대의 50%가 직장을 떠나도록 한 큰 

보육 문제를 쉽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테크 랩스(캡티)(Charmtech Labs (Capti)) - 스토니브룩, 뉴욕(43노스(43North) 신청 

이후 버펄로로 이주)  

https://protect2.fireeye.com/url?k=799f59b8-25b96d0c-799da08d-000babd9fe9f-b87b31257b20ee30&q=1&u=https%3A%2F%2Fwww.43north.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69389325-351ea791-693a6a10-000babd9fe9f-7291894c616eb1a2&q=1&u=https%3A%2F%2Fwww.43north.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00f0ab47-5cd69ff3-00f25272-000babd9fe9f-01423fba362e2211&q=1&u=https%3A%2F%2Fwww.getbridgecare.com%2F


 

 

설립자: Yevgen Borodin  

웹사이트: https://www.captivoice.com/capti-site//  

  

캡티(Capti)의 사명은 사람들이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학습 장애와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보다 상호작용적이고 접근하기 쉽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의 제품인 캡티 보이스(Capti Voice)는 교사가 학생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학습을 개인화하고 학생들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해력 지원 

도구입니다.  

  

서킷 클리니컬(트라이얼스카우트)(Circuit Clinical (TrialScout)) - 버펄로, 뉴욕  

설립자: Irfan Khan  

웹사이트: http://www.circuitclinical.com/  

  

서킷 클리니컬(Circuit Clinical)은 미국에서 가장 큰 통합 연구 기관 중 하나이며 임상 

서비스 팀(Clinical Services Team)과 환자 플랫폼 트라이얼스카우트(TrialScout)를 통해 

환자들이 임상 연구를 치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쿠리아토(Curiato) - 키치너, 온타리오, 캐나다  

공동 창립자: Moazam Khan과 Zied Etleb  

웹사이트: https://www.curiato.com/  

  

쿠리아토(Curiato)는 욕창, 낙상, 요실금 등과 같이 병원에서 발생한 위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최초의 피부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한 임상 단계 데이터 과학 회사입니다.  

  

엑시트 7C(Exit 7C) - 밀워키, 위스콘신  

설립자: Blessing Egbon  

웹사이트: https://exit7c.com/  

  

엑시트 7C(Exit 7C)는 기술을 활용하여 운송 차량에 연료, 유지보수 및 규정 준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독점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물류, 계획, 재고 관리 

및 청구의 간소화로 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세차 등의 현장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34개 이상의 도시 사업장에 있는 차량에 제공합니다.  

  

글레이즈 프로스테틱스(Glaze Prosthetics) - 크라쿠프, 폴란드  

설립자: Piotr Sajdak  

웹사이트: https://glazeprosthetics.com/  

  

글레이즈 프로스테틱스(Glaze Prosthetics)의 사명은 착용자의 스타일, 시각 및 개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철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글레이즈(Glaze)는 현재 절단 환자가 인공 

https://protect2.fireeye.com/url?k=d622b2e0-8a048654-d6204bd5-000babd9fe9f-da3b03340b730f94&q=1&u=https%3A%2F%2Fwww.captivoice.com%2Fcapti-site%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0d9f8296-51b9b622-0d9d7ba3-000babd9fe9f-ea0b39b522b65421&q=1&u=http%3A%2F%2Fwww.circuitclinical.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0952853e-5574b18a-09507c0b-000babd9fe9f-b6ab23598fdc3672&q=1&u=https%3A%2F%2Fwww.curiato.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2cd83c68-70fe08dc-2cdac55d-000babd9fe9f-13899a9488dba1cb&q=1&u=https%3A%2F%2Fexit7c.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2b4550a3-77636417-2b47a996-000babd9fe9f-0cbf75a08fb72be5&q=1&u=https%3A%2F%2Fglazeprosthetics.com%2F


 

 

팔의 모델, 색상 및 마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제조된 인공 팔다리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 줍니다.  

  

그룹레이즈(GroupRaise) - 휴스턴, 텍사스  

설립자: Devin Baptiste  

웹사이트: https://www.groupraise.com/  

  

그룹레이즈(GroupRaise)는 20~200명의 그룹이 판매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자선 단체에 

기부할 의향이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호텔즈바이데이(HotelsByDay) - 뉴욕시, 뉴욕  

설립자: Yannis Moati  

웹사이트: https://www.hotelsbyday.com/  

  

호텔즈바이데이(HotelsByDay)는 호텔 객실 재고 및 예약 유연성을 위한 기술과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4년간 99,000 건 이상의 예약을 실현한 

호텔즈바이데이(HotelsByDay)는 매출 증대, 객실 운영 중지 시간 수익 창출, 호텔 고객 

확보 비용 절감, 고객 경험 개선 등을 위해 입증된 솔루션입니다.  

  

피넛 버터(Peanut Butter) - 시카고, 일리노이  

설립자: David Aronson  

웹사이트: https://www.getpeanutbutter.com/  

  

피넛 버터(Peanut Butter)는 기업이 학생 대출 지원을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더 빨리 고용하고, 인재를 더 오래 

유지하며, 다양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직원의 재정적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미국의 1조 5천억 달러 규모 학생 부채 위기에 대한 해결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포켓스위트(PocketSuite) -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설립자: Chinwe Onyeagoro  

웹사이트: https://pocketsuite.io/  

  

포켓스위트(PocketSuite)는 독립사업자가 고객이 정기적으로 예약하고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폰에서 모든 클라이언트 정보에 

접근하고 일정을 예약하고, 약속을 잡거나, 대금을 받고, 사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굿즈(Public Goods) - 뉴욕시, 뉴욕  

설립자: Morgan Hirsh  

웹사이트: https://www.publicgoods.com/  

  

https://protect2.fireeye.com/url?k=aa23e7d0-f605d364-aa211ee5-000babd9fe9f-218f4511f03b117d&q=1&u=https%3A%2F%2Fwww.groupraise.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96e201a6-cac43512-96e0f893-000babd9fe9f-c0914c8e46e382cb&q=1&u=https%3A%2F%2Fwww.hotelsbyday.com%2Fen
https://protect2.fireeye.com/url?k=29379118-7511a5ac-2935682d-000babd9fe9f-e8d5cf2a89950261&q=1&u=https%3A%2F%2Fwww.getpeanutbutter.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d89e1c03-84b828b7-d89ce536-000babd9fe9f-11802515a59bfd5d&q=1&u=https%3A%2F%2Fpocketsuite.io%2F
https://www.publicgoods.com/


 

 

퍼블릭 굿즈(Public Goods)는 개인용품에서 가정용 제품, 비타민 및 식품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서 필수적인 모든 필수 제품의 한 버전입니다. 우리의 제품은 건강하고, 품질이 

좋으며, 지속 가능하고 매우 저렴합니다.  

  

랠리(Rally) - 뉴욕시, 뉴욕  

설립자: Numaan Akram  

웹사이트: https://rally.co/  

  

랠리(Rally)는 수십만 명의 라이더가 이용한 기술 플랫폼입니다. 개인이 필요에 따라 버스 

여행을 직접 종합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랠리(Rally)는 개인 버스 산업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팝업 대중교통 솔루션을 만듭니다. 랠리(Rally)의 다각적인 

마켓플레이스의 주요 수혜자는 라이더, 버스 기사 및 행사입니다.  

  

랭크사이언스(RankScience) -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설립자: Ryan Bednar  

웹사이트: https://www.rankscience.com/  

  

랭크사이언스(RankScience)는 검색엔진 최적화(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 

자동화 및 분할 테스트 플랫폼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구글의 자연적 검색 

트래픽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형 웹사이트를 최적화합니다.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기업은 에어비앤비(Airbnb), 핀터레스트(Pinterest), 쿼라(Quora) 등 

처럼 자체 검색엔진 최적화(SEO) A/B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엔지니어링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로보덥(Robodub) - 시애틀, 워싱턴  

설립자: Parminder Devsi  

웹사이트: https://www.robodub.com/  

  

로보덥(Robodub)은 특허 출원 중인 드론 기술로 최종 단계의 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드론은 여러 탑재량, 동적/변속 탑재량을 운반할 수 있으며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군, 육군, 특수 부대 및 공군도 우리의 

고객입니다.  

  

스트레이우스(Strayos) -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설립자: Ravi Sahu  

웹사이트: https://www.strayos.com/  

  

스트레이우스(Strayos)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화된 드릴/블래스트 및 사전 굴착 

표면 하위 객체 감지를 위해 광산 작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향상하는 시각적 

인공 지능(AI) 플랫폼입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url?k=5eeeb129-02c8859d-5eec481c-000babd9fe9f-c2fdfae47a75c368&q=1&u=https%3A%2F%2Frally.co%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d2bef675-8e98c2c1-d2bc0f40-000babd9fe9f-fc32c8d41fe2bfee&q=1&u=https%3A%2F%2Fwww.rankscience.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33e35df9-6fc5694d-33e1a4cc-000babd9fe9f-71239e90afa2603d&q=1&u=https%3A%2F%2Fwww.robodub.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6f4f30f8-3369044c-6f4dc9cd-000babd9fe9f-669662b0e98e10f7&q=1&u=https%3A%2F%2Fwww.strayos.com%2F


 

 

  

후즈 유어 랜드로드(Whose Your Landlord) - 뉴욕시, 뉴욕  

설립자: Ofo Ezeugwu  

웹사이트: https://www.whoseyourlandlord.com/  

  

후즈 유어 랜드로드(Whose Your Landlord)는 집주인 리뷰 및 주택 지식 콘텐츠를 통해 

임대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알리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플랫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된 리뷰 및 

온라인 감정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임차인과 주택 제공자 간의 의사소통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43노스(43North)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43north.org를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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