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10/22/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세계세계세계세계 최대의최대의최대의최대의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아이디어아이디어아이디어아이디어 대회인대회인대회인대회인 43NORTH의의의의 결승결승결승결승 진출자진출자진출자진출자 발표발표발표발표  
 

43North 결승결승결승결승 진출자들은진출자들은진출자들은진출자들은 10월월월월 29일에일에일에일에 1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대상을대상을대상을대상을 놓고놓고놓고놓고 경쟁할경쟁할경쟁할경쟁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대회인 43North의 결승 

진출자 11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결승 진출자들은 이제 10월 29일에 Buffalo의 Shea's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43North의 대상 현금 100만 달러, $500,000 상 6개 또는 

$250,000 상 4개 중 하나를 따기 위해 전문가 심사단 앞에서 경쟁할 것입니다. 승자들은 

또한 1년 동안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의 43North 인큐베이터의 무료 공간, 

관련 분야 멘토로부터의 지도 및 기타 START-UP NY 같은 비즈니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 스타트업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하는 도시로서의 Buffalo의 인정 

확산과 함께 본인은 또 다른 여러 유망 젊은 기업들이 이 지역의 기업가 혁명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혁신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는 

지역 경제 활동을 자극하고 세 세대의 기업가 및 일자리 창출자들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10월 29일 Buffalo의 Shea's Performing Arts Center에서의 43North 결승 

진출자 발표 및 시상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티켓은 무료이지만 

www.43north.org에서 등록이 요구됩니다. 당일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발표 세션: 오전 9시 ~ 12시 

• 오후 발표 세션: 오후 1시 ~ 4시 

• 시상식: 오후 6시 ~ 7시 
 

일반인들은 금년의 주민선택상을 어느 결승 진출자가 탈지를 결정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에도 초대됩니다. 10월 29일에 http://vote.43north.org를 통해 가장 많이 득표한 결승 

진출자는  자신의 $250,000, $500,000 또는 100만 달러 상금 이외에 추가로 $10,000를 

받을 것입니다. 43North의 주민선택상은 Larkin Development Group이 후원합니다. 
 

43North 단장단장단장단장 Jordan Lev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금년에 43North는 117개 국가, 

미국의 모든 50개 주 및 캐나다 10개 주 중 9개 주로부터 11,000여명의 등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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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았습니다. 이제 이 11명의 유능한 결승 진출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심사단 앞에서 이 

대회의 대상 100만 달러를 따기 위해 발표할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력청장전력청장전력청장전력청장 John R. Koelmel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43North의 11명 결승 

진출자들은 이미 이겼지만 저는 10월 29일의 시상식에 참석하여 누가 100만 달러의 

대상을 받는지의 발표를 기다릴 것입니다. 뉴욕주 전력청은 다시 한번 43North 비즈니스 

아이디어 대회의 선도적 지원자가 되어 뉴욕주 서부 지역 경제 소생에 더욱 기여하여 

극히 자랑스럽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총재총재총재총재, CEO &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Howard Zemsk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소생된 Buffalo를 위한 Cuomo 지사의 비전은 뉴욕주 서부 지역 내에 새로 

발견된 자신감을 촉발하고 전세계 스타트업 및 혁신가들의 관심을 이끄는 기업가 

생태계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43North는 지역의 기업가 

정신을 촉매한 진정 전지구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개경제개경제개경제개발협의회의발협의회의발협의회의발협의회의 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 겸겸겸겸 SolEpoxy Inc.의의의의 사장인사장인사장인사장인 Jeff Belt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43North는 밝고 유망한 스타트업을 뉴욕주 서부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매해 왔는 데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Cuomo 

지사와 이 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는 우리 지역을 투자 기회가 풍부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이 번영하는 곳으로 계속 자리매김시킵니다. 저는 모든 결승 진출자들에게 

최고의 행운을 빕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개발협의회의경제개발협의회의경제개발협의회의경제개발협의회의 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 겸겸겸겸 University at Buffalo의의의의 학장인학장인학장인학장인 Satish 

K. Tripathi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대회는 Buffalo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여기 

미국과 전세계의 기업가들로부터 모았습니다. Cuomo 지사의 비전에 따라 43North는 

뉴욕주 서부 지역을 기업가들과 그들의 신생 기업을 위한 환영적이고 지지적인 곳으로 

계속 자리매김시킵니다. 우리는 결승 진출자들이 Buffalo의 생태계에 속하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그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도록 

돕기 원합니다.”  
 

2015년도 결승 진출자 11명: 
 
ACV Auctions  

본사: Buffalo, NY, USA 
ACV Auctions는 딜러 전용 자동차 경매를 위한 라이브 도매시장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되는 ACV Auctions는 도매 재고를 위한 유동성(보상 판매 및 중고 차량)을 하루 

24시간 생성합니다. 사진 촬영 및 차량 설명 초안 작성의 직관적 5분 프로세스가 수 

백명의 등록 바이어들에게 경매를 개시시킵니다. 
 
CoachMePlus 

본사: Buffalo, NY, USA 
CoachMePlus는 코치 및 선수들이 운동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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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합니다. 모든 수준의 스포츠팀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선수의 건강을 추적하고, 

운동을 관리하며, 경기일 준비를 개선합니다. NFL, NHL, MLB, NBA 및 NCAA 고객들이 

선수, 코치 및 프론트 요원들을 뒷받침하는 능력을 예시합니다. 
 
Cytocybernetics 

본사: North Tonawanda, NY, USA 
Cytocybernetics는 약물 안전 심사를 개선하는 신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신기술은 

출시되는 신약이 부작용으로 심부정맥을 야기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기술은 제약 

회사가 모든 신약을 위한 FDA 승인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속도와 신뢰성을 높일 

것입니다. 
 
Uma Bioseed  

본사: Ithaca, NY, USA 
Uma Bioseed는 특허된 효소 기반의 유기종자 처리액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처리액은 

농업 종자를 중요한 발아 단계에서 종자에 붙은 또는 주변의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및 

진균)로부터 보호하여 상당한 작황 향상과 식량 안보 증대 가능성을 키웁니다. 
 
CleanSlate 

본사: Toronto, ON, Canada 
“CleanSlate” Ultra Violet(UV) 시스템은 감염 통제 개선을 위한 탁상 신속 기기 살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외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글루코미터, 체온계 및 

기타 다양한 휴대 전자기기를 소독합니다. RFID 태그를 사용하는 “CleanSlate”는 감염 

통제 요원에게 기기 소독 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준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Disease Diagnostic Group (DDG) 

본사: Boston, MA, USA 
DDG는 아주 낮은 비용과 신속한 조기 진단으로 감염력이 높은 질병을 선별, 추적 및 

진단하는 데 집중하여 수 백만 명을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 기술은 혈액 한 

방울로 1분만에 초저렴하게 질병을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휴대용의 재사용 가능 

기기를 산출하였습니다. 
 
GetGems 

본사 – Tel Aviv, Israel 
GetGems는 블록체인의 모바일 결제를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과 연계한 최초의 디지털 

통화 스타트업입니다.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메시지 앱과 달리 GetGems는 현재의 

은행 계정을 넘어 은행 계정이나 직불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도달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 가치 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Painless1099 

본사: Richmond, VA, USA 
Painless1099는 프리랜스 전문가들이 주 및 연방 세금의 원천징수, 절약 및 납부를 

자동화하는 “스마트 뱅크 계좌”를 개설합니다. 
 



Korean 

Plum.io 

본사: Waterloo, ON, Canada 
Plum은 첨단 행동과학 및 예측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성공과 적응을 위한 잠재력이 높은 

구직자를 즉석 식별하는 턴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그 결과는 각 역할에 

대해 과학적으로 고용주의 니즈에 일치되어 소중한 선별 목록을 생성합니다.  
 
Qoints  

본사: Toronto, ON, Canada 
Qoints는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브랜드 마케터들의 25% 미만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Qoints는 브랜드와 기관이 그들의 디지털 

캠페인 성과를 업계 표준과 비교함으로써 평가하도록 돕습니다. 
 
Voiceitt 

본사: Jerusalem, Israel 
Voiceitt의 제품인 Talkitt은 다양한 운동, 스피치 및 언어 장애로 인해 말하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혁명화하여 그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수단인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3North 소개소개소개소개 

43North는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대회로서 전세계 최우수 기업가 및 

스타트업에게 500만 달러의 현금 상을 수여합니다. 43North 수상자들은 또한 1년 동안 

Buffalo의 무료 인큐베이터 공간 이용, 관련 분야의 멘토 지도 기타 START-UP NY과 

같은 비즈니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용 기회 등도 제공 받게 됩니다. 43North는 Andrew 

Cuomo 지사의 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의 지원과 뉴욕전력청의 600만 달러 및 Empire 

State Development의 100만 달러 보조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National Grid, EY, 

뉴욕주립대학교 Buffalo 및 기타 여러 스폰서로부터 추가 지원이 옵니다. 스폰서 리스트 

및 43North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www.43north.org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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