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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43NORTH 100 만 달러 대상 수상자 발표
SomaDetect, 총상금 500 만 달러의 스타트업 경쟁대회서 100 만 달러 대상 수상
2 등상 65 만 달러는 Squire 가 수상

경쟁에 참여한 총 502 개 스타트업 가운데 8 개 입상자 확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 4 차 연례 43North 경쟁대회에서 SomaDe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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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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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웨스턴 뉴욕의 풍부한 사업 기회와
자원을 선보이고 전 세계의 최우량 창업가와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버펄로의 부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물들의 뉴욕
입성을 환영하며 2017 년 43North 수상자들 모두가 버펄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 는 지난 6 년간 Cuomo 주지사와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의 후원에 힘입어 이루어진 변화의 참된 상징 중
하나입니다. 한때 쇠락한 공업지대로 분류되었던 지역이 이제는 혁신의 축으로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젊고 진취적인 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곳으로 급속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밤의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이들의 성공담, 그리고 버펄로의 성공담이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고대합니다.”
2017 년 43North 대회 수상자 명단:

100 만 달러 수상팀: SomaDetect
본사: 프레더릭턴, 뉴브런스윅, 캐나다
SomaDetect 는 낙농가에게 핵심 우유 품질 지표를 제공하는 농업 기술 기업입니다.
SomaDetect 를 통해, 문제를 일찍 파악하여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최상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농민들은 우유를 생산하는 모든 젖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www.somadetect.com
65 만 달러 수상팀: Squire
본사: 뉴욕 주, 뉴욕 시
Squire 는 이발소를 위한 오픈테이블(OpenTable)입니다. www.getsquire.com

55 만 달러 수상팀: Qidni Labs
본사: San Francisco, CA
Qidni Labs Inc.는 신부전 환자 수백만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바닥에 딱 들어맞는
신장 대체 요법(인공 신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http://qidni.com
50 만 달러 수상팀:
Femi Secrets
본사: 애틀랜타, 조지아
Femi Secrets 는 매달 월경 주기 중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최고의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Femi Secrets 는 여성을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하고 상식적인 옵션을
전문으로 하며 주요 제품인 프리티 팬티(Pretty Panty)는 새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기업은 여성들이 아름답고 편안하며 자신감이 넘치게 지내도록 해 줍니다.
www.femisecrets.com
Kangarootime
본사: 롱비치, 캘리포니아
Kangarootime 은 최초로 보육 센터, 학교, 캠프 등을 위한 현대적인 모바일 및 웹 운영
체제입니다. 이 기업은 종이가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완벽한 문서 관리 전략을
제공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관리부서 등이 항상 최신 상태인지 보장하기 위한
워크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www.kangarootime.com
Burner Fitness
본사: 버펄로
Burner 는 정신과 신체 훈련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피트니스 전문가 및
웰빙 코치와 함께 누구나 훈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www.burnerfitness.com

TARA AI
본사: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TARA 는 자동화된 프로젝트 범위 지정, 검토가 된 계약자 지정, 성과 관리 등을 통해
제품의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지능형 제품 제작
업체입니다. https://tara.ai
Suncayr
본사: 키치너, 온타리오, 캐나다
Suncayr 의 제품인 SPOT 는 모든 사람들이 태양 아래서 더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돕기
위해 자외선 지수를 보여주는 스마트 지표입니다. SPOT 는 선스크린이 더 이상
선스크린 사용자들을 보호하지 못할 때 간단한 색상 변경을 사용하여 선스크린
사용자를 보여줍니다. http://suncayr.com
일반인 선정상: SomaDetect
본사: 프레더릭턴, 뉴브런스윅, 캐나다
SomaDetect 는 낙농가에게 핵심 우유 품질 지표를 제공하는 농업 기술 기업입니다.
SomaDetect 를 통해, 문제를 일찍 파악하여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최상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농민들은 우유를 생산하는 모든 젖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www.somadetect.com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축하하는 장으로서 버펄로에서 9 월 28 일부터 10 월 5 일까지
8 일 동안 펼쳐진 제 4 차 연례 43North 주간은 이날 저녁 최종 결선 발표회에서 그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 주간에 다양한 행사와 교류 기회 및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16 개 결선 진출팀 가운데 10 개 기업이 추려져 전문가 7 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발표를 진행했으며,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7 년 43North
수상자들이 결정되었습니다.
43North 전문 심사위원 명단:









Bonin Bough - @boughb | 호스트 | Cleveland Hustles
Melissa Bradley - @bradleyml 및 @Project500DC | 디렉터 | Project 500
Toby Corey - @tobycorey | 스탠포드 대학교 강사, 기업가 겸 전직 Tesla
임원
Virginia Giddings - 첨단 기술/혁신 사업 담당 시니어 디렉터 | Stryker
Neurovascular
Eric Hippeau - @erichippeau | 매니징 디렉터 | Lerer Hippeau Ventures
David Jakubowski - 출판솔루션 사업부(Publisher Solutions) 디렉터 |
Facebook
Jill Thompson - @theJoLTGroup | 사장 | The JoLT Group

Bill Maggio, 43North 이사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회가 참가자들의 수준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오늘밤에도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놀라운 8 개 수상팀에게 축하드리고 싶고, 특히 대상을 수상한 SomaDetect 에
축하드립니다. 이들의 버팔로 입성을 환영합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수장이자 버펄로 지역 실업계의 지도적
인사인 John R. Koelmel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0 여 참가팀 사이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선발된 오늘밤의 수상팀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며, 이들을 버펄로 기업계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환영합니다. NYPA 는 이 비범한 대회를 올해에도 다시 후원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들의 참신한 기업가 정신이 버펄로와 웨스턴
뉴욕에 더욱 강한 활력을 불어넣기를 고대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도력에 힘입어, 웨스턴 뉴욕에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이 기록되었습니다. 43North
대회는 활발히 성장하는 이 지역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세계적 수준의 인재들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는 바, 오늘밤에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 8 개 업체가
급성장하는 버펄로의 창업 커뮤니티에 합류했습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위원장 겸 솔에폭시 주식회사(SolEpoxy Inc.)의 Jeff
Belt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로 4 년째 이 대회는 버펄로 지역이 기업에
개방적인 곳임을,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에
힘입어, 43North 는 이 도시를 수많은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사업의 성장을 위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 수상자들의 버펄로 입성을 환영하며, 협력을
통해 이들의 사업적 장래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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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North 는 웨스턴 뉴욕의 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상자들이 이 지역의 지속적 성장에 가일층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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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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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