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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500만 달러 규모의 43NORTH 스타트업 대회 결선진출자 발표 

 

16개 결선진출팀이 10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걸로 버펄로에서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진행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웨스턴 뉴욕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가들이 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경쟁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500만 달러 규모의 

대회인 43North의 결선진출자 16개 팀을 발표했습니다. 결선진출자들은 30개의 국가적 

투자자 및 벤쳐 투자가들을 상대로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 

결선진출자를 10개 팀으로 좁힐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남은 10개 팀의 결선진출자들이 

100만 달러의 현금 상금을 받을 기회를 걸고 전문가 심사위원 패널 앞에서 경쟁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하며, 

혁신적인 기업가들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버펄로로 끌어오고 있으며, 이는 이 도시를 

다시 만들고, 웨스턴 뉴욕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돕고 있으며, 최선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3주년이 되는 이 대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에 

이 대회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흥분과 모멘텀을 고대합니다.”  

 

대회 우승자는 100만 달러의 현금 상금을 받게 되고, 2위 수상자는 600,000만 달러, 

그리고 6명의 3위 수상자들은 500,0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현금 상금에 추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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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공간, 관련 분야 멘토들로부터의 지도, 다른 사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용 기회, 

그리고 2017년에 진행되는 후속 자금지원에서 최고 400,000달러까지의 신청 기회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43North 결선은 10월 26일 수요일과 10월 27일 목요일 사이에 3라운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수상 기념식 동안, 일반 공중 회원들이 초대되어 그들이 좋아하는 

결선진출자를 People's Choice Award 수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로 투표할 

것입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결선진출자는 상금 이외에 추가로 10,000달러를 받게 

됩니다. 모든 라운드가 일반 공중에 개방되어 있고, 티켓은 무료지만,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등록은 현재 43North.org에서 진행 중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선 자격 라운드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The Atrium @ Rich's, Buffalo 

 

http://www.43north.org/%5Ct_blank


16개 팀의 결선진출자들이 43North 결선 수상 라운드에 참가하는 10개 팀 중 하나로 

선택받기 위해서 30명 이상의 벤처 투자가, 엔젤 투자가 및 기업가로 구성된 43North의 

결선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결선 수상 라운드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Shea’s Performing Arts Center, Buffalo 

 

10개 팀의 결선진출자들이 43North의 현금 상금 수상자 8개 팀 중 하나로 선정되기 

위해서 벤처 투자 및 기업 분야의 가장 뛰어난 일부 지성인으로 구성된 43North의 결선 

수상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결선 100만 달러 라운드 및 수상 기념식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Shea’s Performing Arts Center, Buffalo 

 

43North의 상위 3개 결선진출팀이 100만 달러의 우승 상금, 600,000달러의 준우승 상금 

또는 43North의 500,000달러를 받는 3위 6개팀 중 하나로 선정되기 위해서 무대에서 

라이브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43North 위원회 위원장 Bill Maggi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가 2016년 대회를 

개시한 순간부터, 우리 조직은 결선에서 경쟁할 최고 품질의 스타트업 발견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완전히 집중해왔습니다. 저는 10월 26일과 27일에 무대에 서게 될 16개 

회사들의 역량에 대단히 기쁘며, 어느 결전진출자들이 최고에 올라서 43North 수상자가 

되는지 보기를 고대합니다.” 

 

뉴욕 전력청 위원장 John R. Koelm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력청은 Cuomo 

주지사의 Buffalo Billion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43North를 다시 한번 지원하게 되어 

지극히 자랑스럽습니다. 이 대단한 대회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버펄로와 

웨스턴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부흥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 결선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될 16개의 스타트업은 

활성화된 버펄로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비전이 안정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가시적 

증거입니다. 웨스턴 뉴욕은 전 세계로부터 스타트업, 사업체 및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덕분에 새로 발견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 공동위원장 겸 SolEpoxy Inc. 사장 Jeff Bel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에 걸쳐, 43North는 우리 지역의 경제 성장에 활력을 

극대화시켰으며,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웨스턴 뉴욕으로 유치해왔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결선진출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에서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그들이 

버펄로에 가져올 혁신과 진보를 고대합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 공동위원장 겸 버펄로 대학교 총장 Satish K. Tripath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43North는 다시 한번 버펄로를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진보하며, 그들의 아이디어를 진화시키기 위한 목적지로 



만들었습니다. 웨스턴 뉴욕은 기업가들을 지원하고 환영하는 곳이며, 43North는 

지속적으로 버펄로에 발전하는 도시로서 특유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회 결선진출자 16개 팀: 

 

Abcombi Biosciences 

본사: Buffalo, NY 

국내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글로벌한 백신과 치료제의 생산을 

상상해보세요. Abcombi Biosciences는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기술, 팀 및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보건 도전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브랜드의 솔루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Andromium 

본사: San Francisco, CA 

Andromium은 당신이 필요한 유일한 컴퓨터가 당신의 스마트폰이 되는 미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Google 및 Y Combinator 출신자들이 설립한 Andromium의 소프트웨어는 앱을 

다운로드하기만 하면 안드로이드가 친숙한 데스트톱처럼 기능하게 만듭니다. 

 

Arthena 

본사: New York, NY 

Arthena는 엄청나게 상관 관계가 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예술 시장의 가장 유동적인 

부문에 투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진입 장벽이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한 역사적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대안적 자산 종류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자동화되고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결과에 의존합니다.  

 

Asarasi 

본사: Katonah, NY 

Asarasi는 신선한 지하수 소비를 대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수 자원 

출처를 개발했습니다. 우리의 물은 나무들로부터 수확되며, 지하수 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합니다. Asarasi는 이와 같이 

생물학적으로 순수한 물의 확보 및 보틀링 사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Bounce Imaging 

본사: Boston, MA 

Bounce Imaging의 360도 촬영 가능 카메라는 최초 대응자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공간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찰이 총격에 

대응하거나, 구조대원이 지진 더미를 파들어갈 때 등을 불문하고, 사용자는 전방의 

위험사항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즉각적인 360도 가상현실 동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보게됩니다. 

 

CleanCapital 

본사: Washington, D.C. 

CleanCapital은 청정 에너지 투자에 혁신을 일으킵니다. 청정 에너지 금융 투자자는 거대 

은행, 사모투자회사 및 면세 투자자(tax equity investor)로 한정되어 왔습니다. 

CleanCapital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프로젝트 

소유자들에게는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투자 플랫폼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관리합니다. 

 

Formarum 

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Formarum은 파이프에 힘들이지 않고 설치되어, 제어판, 전기 케이블 및 통신 모듈 등 

모든 외부 구성품을 없앨 수 있는 자체 동력 생성 및 자체 장착 기기를 허용하는 터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선행 비용을 대단히 많이 감소시키고, 구매 및 설치 

과정을 현저히 단순화시킵니다. 

 

HigherMe 

본사: Boston, MA 

HigherMe는 소매 및 시간제 고용주들이 보다 신속하게 더 좋은 직원을 채용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산업 특유의 후보자 네트워크에 

더해서 모든 계층이 구비된 소프트웨어 세트를 제공합니다. Dunkin' Donuts 및 Panera 

Bread 등과 같은 회사들이 그들의 사업 운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력 관리를 

우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MobioSense 

본사: 대만 타이페이 

심장마비가 더 적은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MobioSense의 

HERO는 가장 최신의 가장 민감한 트로포닌 바이오칩으로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예측하며, 즉각적이고 적정 가격인 심장병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HERO를 통해서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주 7일, 하루 24시간 내내 당신의 수치를 확인하고, 당신의 질병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NeoReach 

본사: San Francisco, CA 

NeoReach는 선도적인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TV가 

덜 효과적이 되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광고 차단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대형 미디어 

회사들은 그들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Walmart, Fox 및 NBC 등의 고객들이 인플루언서를 검색하고, 

캠페인을 관리하며, 결과를 추적관리하기 위해서 NeoReach를 이용합니다. 

 

Oncolinx 

본사: Boston, MA 

Oncolinx는 국립암센터와 협력해서, 표적치료 암 면역 요법인 항체 약물 

결합체(antibody-drug conjugates, ADC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Oncolinx ADC는 종양에 

직접 Azonafide라 불리는 것으로서 특허 받은 면역 활성화 약물 작용을 수행합니다. 

Oncolinx 플랫폼은 14개의 선도적 제약회사들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2017년 중순에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PathoVax 

본사: Baltimore, MD 

PathoVax는 모든 HPV (Human papillomavirus, HPV) 관련 암을 방지하는 저비용 백신인 

RGVax를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백신들은 성적으로 전염된 유형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결과 불완전한 적용 범위와 사회적 오명으로 인해서 낮은 활용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RGVax의 보호 범위는 모든 발암성 HPV를 포괄하며, 추가된 피부 



HPV 보호 기능은 RGVax를 우수한 활용성이 있는 초기 백신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습니다. 

 

Strawberry Energy 

본사: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우리는 에너지, 연결성, 관련 지역 정보 및 환경 품질 측정에 대한 ‘지속적인’ 액세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매우 실용적인 감각으로 스마트 시티를 만들도록 돕는 조절 

가능한 도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스마트 벤치는 설치와 장착이 대단히 

용이하고, 아름답게 디자인되었으며, 태양력으로 작동하고, Wi-Fi가 가능한 사회적 

허브입니다. 

 

The Wealth Factory 

본사: Washington, D.C. 

금융 지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 계층을 위해서, The Wealth Factory는 개인금융 

공통핵심기준(Personal Finance Common Core Standards)을 초과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을 출생 시점부터 은퇴 시점까지 12개의 쌍방향 모듈로 인도하는 금융 지식 

교육 기술 게임을 설계합니다. 우리의 모바일 게임 Credit Stacker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용보고서를 관리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UltraCell Insulation 

본사: Boston, MA 

UltraCell Insulation은 재활용 골판지로 고성능 건물 단열재를 만듭니다. 셀룰로스 단열재 

시장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경쟁자들은 독자들이 온라인으로 전향함에 따라, 

신문인쇄용지의 공급 하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특유하고 특허받은 

검증된 공정을 통해서 전통적인 셀룰로스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골판지로부터 우수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WeDidIt 

본사: Brooklyn, NY 

WeDidIt은 비영리기관들이 온라인으로 더 많은 돈을 모금하고, 새로운 기부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온라인 자금 모금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기부자 모집을 간단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WeDidIt의 플랫폼은 기부자 데이터를 

통합해서, 비영리기관들이 유력한 기부자 확인을 자동화하고, 고도로 대상자를 정한 

모금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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