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9월 1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제제제제4회회회회 MWBE 포럼을포럼을포럼을포럼을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9월월월월 20일은일은일은일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소수인종소수인종소수인종소수인종 및및및및 여성여성여성여성 운영운영운영운영 기업기업기업기업(MWBE)을을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최대최대최대최대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행사의행사의행사의행사의 조기조기조기조기 등록등록등록등록 

마감일마감일마감일마감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기업인들에게 2014년 10월 1-2일에 뉴욕 Albany에 자리한 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릴 예정인 뉴욕주의 제4회 연례 MWBE 포럼의 조기 등록을 

장려하였습니다. 뉴욕주가 소수인종 및 여성 운영 기업들을 위해 마련하는 최대 연례 행사인 이 

포럼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들이 주 계약 기회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9월 20일 조기 등록 마감일을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기업들은 

http://nysmwbeforum.org/register/를 방문하여 등록하십시오. 

 

“경제 활성화는 이 행정부의 최우선과제입니다. 우리의 기업 풍토를 개선시키기 위한 핵심 사항은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소수인종 및 여성 운영 기업들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관련 기업인들은 제4회 연례 MWBE 회의에 참석하여 뉴욕주가 제공하는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2014 MWBE 포럼은 과거의 아웃리치 활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활동들은 2012-2013 회계연도에 

MWBE에게 지원된 14억8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 중 21%를 차지하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매년 뉴욕주가 사용하는 서비스와 용품에 드는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게 보다 잘 연결시켜주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 행사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알려주고 이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등록된 각 참석자들은 각 주정부 기관과 당국의 사진을 담고 있고 계약 기회를 담은 전자 

형태의 계약기회편람(Contract Opportunities Book)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 포럼은 비즈니스 경영자들에게 뉴욕주의 조달 프로세스, 비즈니스 발전 방법, 새로운 

시장 분야로 성공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교육시켜줄 것입니다. 올해의 테마인 “Build Your 

Business”은 뉴욕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MWBE와 소기업들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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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리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Civil Rights 사무차장인 Alphonso B. Dav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의 공공기관과 관계 당국들은 뉴욕주 계약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파악하고 MWBE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큰 발검음을 내디뎠습니다. 2013년, 우리는 뉴욕주 계약에서 주 단위로 MWBE 

활용율을 21%로 끌어올리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우리 목표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MWBE 참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MWBE와 소기업들을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 부문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뉴욕주의 현재와 향후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워크숍과 프리젠테이션이 

수십 개이고 50여개의 정부기관과 관계당국 및 100여개의 민간기업 및 비영리단체와의 만남 및 

네트워킹 기회가 있는만큼 연례 MWBE 포럼은 MWBE와 소기업들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맞는 

기회를 찾고 그러한 기회를 잡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MWBE 포럼은 MWBE 기업, 주요 하청업체, 선출직 공무원 및 주지사 내각의 각료들을 한 자리에 

모아 주정부 계약 기회를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포럼의 목적은 기업들이 

뉴욕주와의 비즈니스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MWBE 및 소기업을 위한 계약 및 비즈니스 

확장 기회를 담은 “원스톱 숍”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013년, MWBE 포럼은 1,800여명의 

참석자들을 불러모았고 10억 달러에 이르는 주정부 계약 기회를 알린 바 있습니다.  

 

2014 MWBE 포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http://nysmwbeforum.org/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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