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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43NORTH 경쟁대회 결선 심사위원단 발표 

 

전직 NBC News 의회 전담 기자 Luke Russert, 최종 결선 100만 달러 라운드 및 시상식 

사회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0월 27일 시어즈 공연예술센터(Shea’s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열리는 43North 경쟁대회 결선에 오른 10개 기업을 심사할 결선 

심사위원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심사위원단은 어떤 스타트업이 43North의 100만 달러 

우승팀, 60만 달러 준우승팀, 또는 50만 달러 준준우승 6개 팀 중 하나가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전직 NBC News 의회 전담 기자 Luke Russert가 10월 27일 43North의 최종 

결선 100만 달러 라운드 및 시상식 사회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3North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와 그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동시에 웨스턴 뉴욕을 전 세계 첨단 기술 기업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경쟁대회에 각자의 소중한 시간과 전문역량을 

할애하고 버펄로가 생동하는 도시로서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주시는 심사위원단 

여러분과, 퀸시티가 총애하는 젊은이 중 한 사람인 Luke Russert 씨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두 라운드 모두 43North의 최종 심사위원단이 채점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티켓은 

무료이며 43north.org에서 일반에 공개됩니다. 

 

결선 라운드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1시 

버펄로 시어즈 공연예술센터 

 

결선에 진출한 10개 업체가 43North의 현금 포상 8개 중 하나를 놓고 발표를 

진행합니다. 

 

최종 100만 달러 결승 라운드 및 시상식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버펄로 시어즈 공연예술센터 

 

43North의 결선진출팀 가운데 상위 3개 팀이 우승 상금 100만 달러, 준우승 상금 60만 

달러, 또는 3위 6개 팀 상금 50만 달러를 놓고 무대 위에서 실황으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http://43north.org/


 

또한, 43North에서는 전직 NBC News 의회 전담 기자 Luke Russert 씨가 이날 저녁 

진행되는 최종 100만 달러 결승 라운드 및 시상식 사회를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Russert 씨는 에미상 수상 경력을 가진 저널리스트로서 NBC Nightly News, Today, 

NBCNews.com, MSNBC 등 다수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미연방의회 동정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John Koelmel 뉴욕전력청 이사회 의장이 이날 저녁의 호스트를 맡을 

예정입니다. 

 

Bill Maggio 43North 이사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3North 결선진출팀의 놀라운 

자질을 생각하면, 세계적 수준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엄밀한 통찰과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또한, 10월 27일 밤 행사를 흥미진진하고 흥겹게 

진행할 올해의 사회자 Luke Russert 씨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43North 결선 심사위원단 및 사회자: 

 
Soraya Darabi  

@sorayadarabi | 공동설립자 | Zady 

Soraya Darabi 씨는 온라인 태생 브랜드 및 차세대 미디어 기업 분야의 초기 투자자 겸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 자본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심 패션 브랜드 

Zady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합니다. The New York Times에서 디지털 제휴관계 및 

소셜미디어 담당 매니저로 직장 경력을 시작하여 소셜네트워크의 글로벌 뉴스 리더로 

자리잡고 널리 인정받은 여러 캠페인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The Times에서 

근무한 후, 온라인 협업 서비스 기업인 drop.io(Facebook에서 인수)의 프로덕트 

리드(Product Lead)로 근무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설립자로 개발에 참여한 

Foodspotting 앱은 Apple과 Wired Magazine으로부터 “올해의 앱”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Darabi 씨는 세계경제포럼 회원이자 “차세대 글로벌 리더”이며, Techstars 

New York의 멘토입니다. 

 
Thomas Lynch 

전무이사 | Goldman Sachs 

Thomas Lynch 씨는 Goldman Sachs의 글로벌 프라임 서비스 소속 투자유치팀 

공동책임자로 9년간 근무한 후 뉴욕 프라임 서비스(New York Prime Services) 

세일즈팀의 공동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Goldman Sachs에는 1995년 증권사업부의 

재무분석사로 입사했으며 2003년에 전무이사로 선입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TFA(Teach 

for America)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교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John M. MacMahon 

설립자 겸 CEO | V2K Medical 

엔지니어에서 기업가로 변신한 John M. MacMahon 씨는 투자회수 가치 4억 달러가 

넘는 여러 기업의 CEO와 COO로 일하면서 성공적인 경영과 혁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기업에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V2K Medical은 카테터 방식의 

AMI와 혈전절제 기기 제조사이며, Moyarta 2, LLC는 정형외과 기술을 도입한 물리 치료 



기업입니다. 

 
Ambarish Mitra 

@rishmitra | 설립자 겸 CEO | Blippar 

Ambarish Mitra 씨는 증강현실과 컴퓨터 비전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Mitra 씨는 1997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인도에서 여권신장이라는 숭고한 주제를 바탕으로 회사를 

창업하면서 기술 분야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선도적인 시각 정보 검색(visual 

discovery) 브라우저이자 오늘날 가장 급성장하는 증강현실 앱 제작사인 Blippar에 

CEO이자 공동창업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했던 Blippar는 

Mitra 씨의 리더십 하에 직원 수 300명 이상에 지사 13곳, 사용자 수 6천만 명이 넘는 

업계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Blippar는 CNBC에서 엄선한 가장 파괴력 있는 기업 가운데 

9위에 올랐으며, 2016년에는 Bloomberg로부터 최고 혁신기업(Business 

Innovator)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rik Moore 

@basevc | 설립자 겸 전무이사 | Base Ventures 

Erik Moore 씨는 Base Ventures의 설립자이자 전무이사입니다. 15년 동안 Moore 씨는 

낮에는 Merrill Lynch 채권 중개인으로 밤에는 엔젤 투자자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자신이 젊은 기업가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독려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Moore 씨는 Base Ventures에 사업적 

경험과 뛰어난 투자 경력, 훌륭한 아이디어가 빛을 보게 만들고자 하는 열정, 꿈을 실현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인맥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Business Insider로부터 기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25인 가운데 10위로 인정받았습니다. 

 
Matthew Ryan 

글로벌 최고 전략 책임자 | Starbucks 

Matthew Ryan 씨는 Starbucks의 글로벌 최고 전략 책임자(CSO)로서 장기적 전략 계획 

수립, 새로운 성장 경로 확인, 회사의 데이터 분석 향상, 급속히 증가하는 CRM의 강화 

등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Ryan 씨는 회사 운영 지도부(Operations Leadership 

Team)의 일원으로서, 회사 전략을 운영 계획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Walt Disney Company의 글로벌 브랜드, 프랜차이즈 및 고객관계 담당 시니어 

VP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 빈곤 구제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적 비영리 

기관인 Single Stop의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Tracy Valorie 

시니어 VP, 제너럴 매니저 | Bausch + Lomb Rx, Valeant Women’s Health 

Tracy Valorie 씨는 2013년 8월부터 Bausch +Lomb의 미국 제약 사업 담당 제너럴 

매니저/시니어 VP로 재직했으며, 2015년 12월에 Valeant의 여성건강 사업부 책임을 

맡았습니다. B+L 입사 전에는 Pfizer의 안과 부문 커머셜 리드(Commercial Lead)로 

일하면서 안과 브랜드에 대한 총책임과 중간 단계 포트폴리오의 상업 개발 및 장기 전략 

계획 수립 책임을 맡았습니다. Valorie 씨는 제약산업 분야에서 25년 넘게 일하면서 발견 

과학, 임상 개발, 초기 상업성 평가,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Luke Russert, 사회자 

전직 의회 전담 기자 | NBC News 

2008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Luke Russert 씨는 NBC News의 워싱턴 주재 

통신원으로 일했습니다. Russert 씨는 에미상 수상 경력을 가진 저널리스트로서 NBC 

Nightly News, Today, NBCNews.com, MSNBC 등 여러 대중적 시상 방송에 출연하면서 

미연방의회 동정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NBC News 기자직 외에도, Russert 씨는 The Daily Rundown with Chuck Todd, Way 

Too Early, Andrea Mitchell Reports, NOW with Alex Wagner, The Cycle 등과 같은 

다양한 MSNBC 프로그램에 게스트 호스트로 출연했습니다. 또한 NBC의 “Meet the 

Press”에 토론자로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Russert 씨는 또한 구스타프, 아이크, 아이린 

등의 허리케인과, 2011년 대서양 연안 지진, 보스턴 폭탄 사건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참사도 보도했습니다. 

 

2009년 5월, Russert 씨는 프랭클린 피어스 대학교(Franklin Pierce University)로부터 

공공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부문 말린 피츠워터 상(Marlin Fitzwater Award)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공공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강화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보스턴 칼리지를 졸업한 Russert 씨는 작고한 Tim Russert와 Vanity Fair 작가 Maureen 

Orth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는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43North 결선은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뉴욕 버펄로에서 열리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축하하는 행사인 43North 주간의 일부입니다. 현재 43North.org에서 43North 

주간의 모든 행사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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