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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년 지역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온라인 기회 엑스포 시리즈 

발표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이 주 계약을 위한 경쟁을 돕는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엑스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2021 지역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온라인 

기회 엑스포 시리즈(2021 Regional 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Online Opportunities Expo Series)의 일환으로 다섯 개의 행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MWBE)와 뉴욕주 기관, 전문가 지원, 주 프로젝트 정보 및 도구를 

연결해 6월부터 8월까지 주 정부 수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더욱 나은 방식의 재건을 계속하는 가운데 해당 엑스포 시리즈는 뉴욕주 

전역의 각 지역에서 가용한 기회와 자원을 특히 강조할 것입니다. 2021년 지역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온라인 기회 엑스포 시리즈는 회계연도 2019~2020년 뉴욕주 전역의 

소수계 및 여성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이용률이 29.51%에 달했다는 

Cuomo주지사의 1개월 전 발표에 이어 시행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기업가들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계속 

회복하면서 경제를 다시 구축할 방법을 모색하 있으며, 모든 뉴욕 주민이 성공에 대한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여성과 유색 

인종 뉴욕 주민들이 소유한 기업들이 주정부 계약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MWBE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소수민족 및 여성 

사업 개발부(Division of Minority and Women's Business Development)의 지원을 받는 

2021 지역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온라인 기회 엑스포 시리즈는 패널 토론, 지역 

프로젝트 정보, 특수 과제 워크샵, 기타 사업 개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엑스포는 또한 뉴욕 포워드 대출 기금(New York Forward Loan Fund), 

성공으로 가는 다리 대출 프로그램(Bridge to Success Loan Program), 뉴욕주 보증 채권 

지원 프로그램(New York State Surety Bond Assistance Program) 등 주정부가 

후원하는 금융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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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여성 소유 기업 설립을 

지원하였기에, 자본 마련의 어려움과 기타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미래를 바라보는 가운데,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들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시스템 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여성 및 소수자에 속하는 기업가들이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모두를 위한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커미셔너 대행, 대표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MWBE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성과 소수자 소유 기업이 주정부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주정부 기관은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MWBE 

프로그램은 이러한 계약에 입찰하는 회사들이 우리의 위대한 뉴욕주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Julissa Gutierrez 다양성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일 년을 보낸 후, 이제 우리가 뉴욕의 경제를 더욱 강하고 나은 방식으로 

재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에게 비즈니스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뉴욕의 가장 큰 원동력인 

다양성 강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회 시리즈는 MWBE를 지역 프로젝트와 

연결하는 데 큰 자산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 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의 다양성은 롱아일랜드의 해변에서 웨스턴 뉴욕의 폭포까지 곳곳에서 눈부신 

빛을 발할 것입니다."  

  

주 계약 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뉴욕의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프로그램 성공의 열쇠입니다. 2014년 Cuomo 주지사는 MWBE 활용도 

30%라는 목표를 설정했고 해당 수치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회계연도 

2019~2020년 기준 MWBE 활용도는 29.51퍼센트 증가하였고 주 정부 계약에서 31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에는 10퍼센트 미만 및 1억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휘 아래, 2011년부터 약 8,000개 이상의 MWBE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공인 기업 리스트(New York State Directory of Certified Firms)에는 

현재 약 9,000개가 넘는 인증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전국에서 공공부문 계약을 

수주할 준비, 계획 및 능력을 갖춘 MWBE의 가장 방대한 목록의 하나입니다.  

  

2021 지역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온라인 기회 엑스포 시리즈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 웨스턴 뉴욕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센트럴 뉴욕 - 모호크 밸리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미드 허드슨 - 서던 티어  

2021년 7월 22일 수요일  

  

뉴욕시 - 롱아일랜드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주도 지구 - 노스 컨트리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자세한 내용은 ESD.NY.gov/MWBE.html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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