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43노스(43NORTH) 100만 달러 대상 수상자 발표  

  

스트레이우스(Strayos), 총상금 500만 달러의 스타트업 경쟁대회에서 100만 달러 투자 

수상  

  

이 외 7개의 회사가 각각 5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6번째 연간 5백만 달러 규모 43노스(43North) 

스타트업 대회의 우승자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100만 달러를 투자받는 대상 

수상자와 각각 50만 달러의 투자를 획득한 7개 회사가 포함됩니다. 작년부터 후속 

자금으로 50만 달러가 추가로 수여되었습니다. 현금 투자 외에도 수상자는 세네카 

원(Seneca One) 빌딩에 있는 43노스(43North)의 새로운 본사에서 1년간 여유 공간 사용, 

멘토의 안내, 잠재 고객과의 연결, 43노스(43North)의 500명 이상의 투자자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및 마케팅과 고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수상자는 버펄로에 있는 셰아즈 퍼포밍 

아트 센터(Shea's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시상식 중에 발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종합적이고 지역적인 경제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웨스턴 뉴욕 지역의 궤도를 바꾸었고 43노스(43North) 경쟁은 

이곳의 부흥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에서 경험한 전례 없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43노스(43North) 대회의 우승자들을 축하하고, 모두를 위한 더 번영한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수천만의 벤처 

자금이 모금된 43노스(43North) 경쟁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전반적인 경제 개발 

전략의 핵심 부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오늘의 수상자들을 통해 43노스(43North)의 

포트폴리오에는 50개 이상의 회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버펄로에 고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합니다. 43노스(43North)는 스타트업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및 주 전체의 경제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실질적인 진전을 도모하는 우리 

사명의 핵심입니다."  

  

2019년 43노스(43North) 대회 수상자 명단  

  

스트레이우스(Strayos) -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 1백만 달러 우승  

https://protect2.fireeye.com/url?k=99c376c7-c5fbd1a5-99c18ff2-000babd9f75c-068824198fe83e8d&q=1&u=http%3A%2F%2Fwww.strayos.com%2F


 

 

  

스트레이우스(Strayos)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화된 드릴/블래스트 및 사전 굴착 

표면 하위 객체 감지를 위해 광산 작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향상하는 시각적 

인공 지능(AI) 플랫폼입니다.  

  

서킷 클리니컬(트라이얼스카우트)(Circuit Clinical (TrialScout)) - 버펄로, 뉴욕 - 50만 

달러 우승  

  

서킷 클리니컬(Circuit Clinical)은 미국에서 가장 큰 통합 연구 기관 중 하나이며 임상 

서비스 팀(Clinical Services Team)과 환자 플랫폼 트라이얼스카우트(TrialScout)를 통해 

환자들이 임상 연구를 치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룹레이즈(GroupRaise) - 휴스턴, 텍사스 - 50만 달러 우승  

  

그룹레이즈(GroupRaise)는 20~200명의 그룹이 판매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자선 단체에 

기부할 의향이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피넛 버터(Peanut Butter) - 시카고, 일리노이 - 50만 달러 우승  

  

피넛 버터(Peanut Butter)는 기업이 학생 대출 지원을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더 빨리 고용하고, 인재를 더 오래 

유지하며, 다양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직원의 재정적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미국의 1조 5천억 달러 규모 학생 부채 위기에 대한 해결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포켓스위트(PocketSuite) -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 50만 달러 우승  

  

포켓스위트(PocketSuite)는 독립사업자가 고객이 정기적으로 예약하고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폰에서 모든 클라이언트 정보에 

접근하고 일정을 예약하고, 약속을 잡거나, 대금을 받고, 사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랠리(Rally) - 뉴욕, 뉴욕주 - 50만 달러 우승  

  

랠리(Rally)는 수십만 명의 라이더가 이용한 기술 플랫폼입니다. 개인이 필요에 따라 버스 

여행을 직접 종합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랠리(Rally)는 개인 버스 산업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팝업 대중교통 솔루션을 만듭니다. 랠리(Rally)의 다각적인 

마켓플레이스의 주요 수혜자는 라이더, 버스 기사 및 행사입니다.  

  

로보덥(Robodub) - 시애틀, 워싱턴 - 50만 달러 우승  

  

https://protect2.fireeye.com/url?k=a430ecd3-f8084bb1-a43215e6-000babd9f75c-a75f21fb17926cf9&q=1&u=http%3A%2F%2Fwww.circuitclinical.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932eb838-cf161f5a-932c410d-000babd9f75c-cb6f38adfa955301&q=1&u=http%3A%2F%2Fwww.groupraise.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e9595f47-b561f825-e95ba672-000babd9f75c-71134cf9cebed1d3&q=1&u=http%3A%2F%2Fwww.getpeanutbutter.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b812147e-e42ab31c-b810ed4b-000babd9f75c-54b8671186eb6e2b&q=1&u=http%3A%2F%2Fwww.pocketsuite.io%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b7c6cf3b-ebfe6859-b7c4360e-000babd9f75c-9b51d23d1620c01c&q=1&u=http%3A%2F%2Fwww.rally.co%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dd8488b9-81bc2fdb-dd86718c-000babd9f75c-05d85cd614f5fc14&q=1&u=http%3A%2F%2Fwww.robodub.com%2F


 

 

로보덥(Robodub)은 특허 출원 중인 드론 기술로 최종 단계의 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드론은 여러 탑재량, 동적/변속 탑재량을 운반할 수 있으며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군, 육군, 특수 부대 및 공군도 우리의 

고객입니다.  

  

후즈유어랜드로드(WhoseYourLandlord) - 뉴욕, 뉴욕주 - 50만 달러 우승  

  

후즈유어랜드로드(WhoseYourLandlord)는 집주인 리뷰 및 주택 지식 콘텐츠를 통해 

임대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알리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플랫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된 리뷰 및 

온라인 감정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임차인과 주택 제공자 간의 의사소통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43노스(43North)의 우승자는 다음 결승전 심사위원들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 David Brown, 테크스타스(Techstars) 공동 창립자 겸 공동 최고경영자  

• Marissa Campise, 러커 파크(Rucker Park) 설립자  

• Heidi Diamond, 헬스네이션(HealthiNation) 콘텐츠, 배포, 신디케이션, 파트너십, 

라이센싱  

• Oren Frank, 토크스페이스(TalkSpace) 공동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  

• Denmark West, 커넥티비티 벤처스(Connectivity Ventures)의 창립 파트너 및 최고 

투자 책임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3노스(43North) 대회 

6라운드는 버펄로의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그룹의 혁신가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는 강력한 기술력을 키워 외부 투자를 

끌어들이고 웨스턴 뉴욕의 경제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43노스 이사회(43North Board)의 Eric Reich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의 

43노스(43North) 수상자들은 강력한 팀들로 견인력이 있고 버펄로의 성장에 적합한 

혁신적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의 우승자 8명, 특히 100만 달러를 수상한 

스트레이우스(Strayos)에 축하를 보냅니다."  

  

43노스(43North)의 Alex Gres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웨스턴 뉴욕 

지역사회가 셰아즈 퍼포밍 아트 센터(Shea's Performing Arts Center) 43노스 

결승전(43North Finals)의 선발을 위해 대거 모였습니다. 우리 새로운 43노스(43North) 

우승자들이 버펄로에서 받을 지원 유형을 보여주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이고 우리 지역사회의 신흥 스타트업 

생태계의 모멘텀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url?k=24f79594-78cf32f6-24f56ca1-000babd9f75c-c9e4ea7ea7092fb1&q=1&u=http%3A%2F%2Fwww.whoseyourlandlord.com%2F


 

 

  

43노스(43North) 소개  

43노스(43North)는 버펄로에 고성장 스타트업을 유치 및 조성하기 위해 매년 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스타트업 공모입니다. 43노스(43North) 포트폴리오의 기업들은 또한 

1년 동안 버펄로의 무료 인큐베이터 공간 이용, 관련 분야의 멘토 지도 기타 스타트업 

뉴욕(START-UP NY)과 같은 비즈니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용 기회 등도 제공받게 

됩니다. 43노스(43North)는 Andrew Cuomo 주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기타 스폰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43노스(43North)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www.43north.org를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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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protect2.fireeye.com/url?k=40294619-1c11e17b-402bbf2c-000babd9f75c-5472b3bd491d696e&q=1&u=https%3A%2F%2Fwww.google.com%2Furl%3Fq%3Dhttps%3A%2F%2Fwww.google.com%2Furl%3Fq%253Dhttp%3A%2F%2Fwww.43north.org%2526amp%3Bsa%253DD%2526amp%3Bust%253D1572399404666000%26sa%3DD%26ust%3D1572399404673000%26usg%3DAFQjCNFktPfN2X6x62msDNZg99kJPdqfqw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url?k=cb73a60b-974b0169-cb715f3e-000babd9f75c-840e26992aeb0128&q=1&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DE862DDC97EE0D08852584A40004C83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