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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43NORTH 100 만 달러 대상 수상자 발표
SparkCharge, 총상금 500 만 달러의 스타트업 경쟁대회서 100 만 달러 대상 수상

경쟁에 참여한 총 485 개 스타트업 가운데 8 개 입상자 확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 5 차 연례 43North 경쟁대회에서 SparkCharge 가
100 만 달러 상금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총상금 규모 500 만
달러의 스타트업 경쟁대회의 최종 입상자 8 개 업체가 오늘 저녁 버펄로에서 열린 시상식
자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로 연속 5 년째, 43North 는 전 세계에서 8 개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총 500 만 달러의 현금 포상과, 버펄로 소재 인큐베이터 공간의 1 년 무료 제공,
멘토 지도 및 기타 여러 비즈니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용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 경쟁대회는 버펄로를 세계 최고의
기업가들이 원하는 최고의 목적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혁신적인 2018 43North
수상자들을 자랑스럽게 환영하며, 웨스턴 뉴욕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오늘 발표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5 차 시상식과
함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43North 경쟁대회를 통해 혁신의 추진력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으며, 저는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43North 사업 계획 경쟁대회는 전
세계에서 버펄로에 이르는 가장 뛰어나고 유망한 기업가들을 유치하여 웨스턴 뉴욕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2018 년 43North 대회 수상자 명단:
SparkCharge - 본사: 시러큐스, 뉴욕 - 1,000,000 달러 수상자
SparkCharge 는 소형, 초고속 및 모듈식 휴대용 전기 자동차 충전 장치를 제공합니다.
SparkCharge 의 충전기는 소형이기 때문에 Uber, Lyft 또는 AAA 를 통해 주문에 따라 EV

소유자에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모바일 주문형 충전 인프라가 생성되어 전기
자동차 소유자는 어디에서든 신속하게 자신의 자동차를 충전 할 수 있습니다.
Forsake - 본사: 보스턴, 매사추세츠 - 500,000 달러 수상자
Forsake 는 여행과 모험을위한 전천후 신발을 디자인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고객의 발에
높은 수준의 다기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며,이 제품은 아웃도어 기술, 견고한 구조 및
유용한 스타일을 융합합니다. Forsake 의 신발은 산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모든 여행에
적합합니다.
HiOperator - 본사: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 500,000 달러 수상자
HiOperator 는 고객 서비스를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그들은 자동화, 기술 및 놀라운
인재의 결합을 통해 기업이 고객 서비스의 고전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mmersed Games - 본사: 게인즈빌, 플로리다 - 500,000 달러 수상자
Immersed Games 는 교사들이 동영상 게임을 통해 직접 해 보는 차세대 과학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yto Online 게임은 침입종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며 용을 키우는 것과 같은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과학 및 공학 기술을 쌓습니다.
교사들은 표준에 맞는 콘텐츠를 할당하고 게임 플레이에 기초하여 학생 평가를
받습니다.
Kickfurther - 본사: 볼더, 콜로라도 - 500,000 달러 수상자
Kickfurther 는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재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LegWorks - 본사: 버펄로, 뉴욕 - 500,000 달러 수상자
LegWorks 는 사지 절단 환자용 고품질 보철물에 대한 액세스를 혁명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지 절단 환자들은 거주하는 곳에 상관없이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혁신적이고 특허 받은 보철
기술을 설계, 제조 및 유통하고 계층화된 가격책정 모델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agnusmode - 본사: 워털루, 온타리오 - 500,000 달러 수상자
Magnusmode 는 자폐증과 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다 포괄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MagnusCards 는 전
세계 사람들이 Colgate, CIBC, A&W 및 Toronto Pearson Airport 등 콘텐츠 제작
고객사와 제휴하여 생활 기술(예: 요리, 여행, 퍼스널 케어)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NaturAll Club - 본사: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 500,000 달러 수상자
NaturAll Club 은 식품 기술을 통해 아보카도 펄프, 바나나, 코코넛 크림 등 신선한 재료로
만든 최초의 모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합니다. NaturAll Club 은 다음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알고리즘 퀴즈를 통해 고객과 올바른 모발 성분을
연결합니다: NaturAllClub.com.
오늘 저녁, 피칭 최종 라운드는 3 월에 시작된 신청 및 심사 과정인 제 5 회 연례 43North
경쟁대회의 절정이었습니다. 18 개 결선 진출팀 가운데 10 개 기업이 추려져 전문가
7 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발표를 진행했으며,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8 년 43North 수상자들이 결정되었습니다.
43North 전문 심사위원 명단:
• Aashish Tripathi, Amazon Launchpad 공동 창업자 겸 사업 책임자
• Arturo Nuñez, AIE Creative 설립자
• Chris Heivly, MapQuest 공동 설립자
• Deborah Quazzo, GSV AcceleraTE 관리 파트너
• Mahala Burn, 박사, bioMérieux
• Rochelle Stewart, Morgan Stanley 다문화 혁신 연구소 고문
• Woody Benson, 기술 전문가 겸 투자자
43North 이사회(Board)의 Eric Reich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회가 참가자들의
수준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오늘밤에도 경이롭게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놀라운 8 개 수상팀에게 축하드리고 싶고, 특히 대상을 수상한 SparkCharge 에
축하드립니다. 이들의 버팔로 입성을 환영합니다.”
43North 대회의 Alex Gres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8 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밤 나선 지역사회는 강력합니다. 오늘 밤
대회 결선을 주최하게 되어 기쁘며, 이 놀라운 행사의 모든 수상자와 결선 진출자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은 버펄로가 기업 성공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세계에 소개하고 있는 이 경쟁대회의 수상 스타트업들의 성장하는
그룹에 대해 흥미롭고 혁신적인 공적을 인정한 올해의 주목할 만한 43North 수상자들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수장이자 버펄로 지역 실업계의 지도적
인사인 John R. Koelmel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YPA 는 매년 이 뛰어난 대회를
후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는 다음 번 코호트로 이곳 버펄로에서
성장하는 기업가 정신에 기여할 2018 년도 우승자를 축하합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위원장 겸 솔에폭시 주식회사(SolEpoxy Inc.)의 Jeff Belt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43North 덕분에, 웨스턴 뉴욕은 진지한
사업가들에게 흥미 진진하고 저렴한 핫스팟으로서의 명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둔 다양한 그룹의 전도 유망한 스타트업의
일원이 될 올해의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 의장 겸 뉴욕 주립 대학교 프레도니아 캠퍼스(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Fredonia)의 총장인 Virginia Horvath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43North 대회의 뛰어난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스타트업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부가 될 웨스턴 뉴욕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3North 소개
43North 는 전세계의 일부 최고 기업들과 스타스업들에게 500 만 달러 규모의 상금을
수여하는 스타트업 대회입니다. 43North 수상팀들은 또한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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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North 는 Andrew
Cuomo 주지사의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기획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와 뉴욕전력청의 보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기타
후원자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3North 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www.43nor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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