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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정부와주정부와주정부와주정부와 사업하기사업하기사업하기사업하기 원하는원하는원하는원하는 기업들을기업들을기업들을기업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10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계약계약계약계약 기회기회기회기회 발표발표발표발표 

 

MWBE 포럼에서포럼에서포럼에서포럼에서 공개된공개된공개된공개된 기업과기업과기업과기업과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기관기관기관기관 및및및및 청과의청과의청과의청과의 연결을연결을연결을연결을 돕는돕는돕는돕는 전자책전자책전자책전자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기업들, 특히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이 뉴욕주 정부와 

사업하기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10억 달러 이상의 계약 기회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지사는 기업들이 많은 주 기관 및 청의 계약 기회를 살펴볼 수 있는 전자 자원 

책 “Opportunities Start Here(기회는 여기서 시작)!”가 제공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달 제3차 

연례 MWBE 포럼에서 최초 공개된 이 122 페이지짜리 가이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nysmwbeforum.org/opportunities. 

 

“주정부 계약에서 MWBE 참여도를 20%로 늘리려는 우리의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지만 우리는 모든 

시장 부문에 걸쳐 기업들을 우리의 공공 기관 및 청과의 기회에 연결시키는 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주정부 계약 기회를 위한 전자 

원스톱 숍 제공은 MWBE와 기타 소기업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본인은 기업들이 오늘 한부씩 다운로드하여 뉴욕주 정부와 어떻게 사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Opportunities Start Here!” 정보 가이드는 100개 이상 정부 기관 및 청의 스냅샷 종합, 직원 연락처 

정보, 뉴욕주에서 기업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등 기업을 위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업가들을 참여시키고 기회를 이 가이드처럼 쉽고 간략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으로 뉴욕주 MWBE의 계약 활용율이 21.06%로 상승하였습니다. 지사의 MWBE 팀이 개발한 

기타 이니셔티브로는 온라인 보고 시스템 개선,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아웃리치 이니셔티브 증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MWBE 활용도는 주지사가 그의 최초 시정 방침 연설에서 정한 20% 목표를 넘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당시 MWBE에 의한 주정부 활용율은 9%에 머물렀었습니다. 

 

“MWBE의 인증 및 MWBE 포럼 참여는 저의 비즈니스를 정의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자원들을 저에게 제공한 중요한 장이었습니다”라고 이 연례 MWBE 포럼에서 “성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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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을 받은 네 기업 중 하나인 Conservation Connects의 Sheila Hess가 말했습니다. “적합한 계약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저의 벤더 프로필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 [e-북]은 계속 업데이트하기 위한 우수 자원입니다!” 

 

10월 3-4일에 개최된 이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최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부동산 개발 회사인 

Peebles Corporation과 인프라, 고속철도, 공공-민간 제휴 등과 같은 성장 시장에서 신기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Specialty EXPO Track의 소유주인 기업가 R. Donahue Peebles의 기조 

연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기회로 기업들은 뉴욕주의 주요 민간 및 공공 

의사결정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는 주 전역의 MWBE 기업들을 위해 실제적이고 실속 있는 기회를 위한 문을 열기 위해 계속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라고 40년된 2세대 건설회사 Velez Organization의 사장 Elizabeth 

Velez가 말했습니다. “이 연례 MWBE 컨퍼런스는 기관 및 주요 의사결정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며, e-기회 책은 뉴욕주 정부 조달에서 MWBE 기업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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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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