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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2016 어젠다의어젠다의어젠다의어젠다의 열열열열 네번째네번째네번째네번째 제안제안제안제안: 소수자소수자소수자소수자 및및및및 여성여성여성여성 소유소유소유소유 기업을기업을기업을기업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기회기회기회기회 

증대증대증대증대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기관과기관과기관과기관과 청이청이청이청이 발급하는발급하는발급하는발급하는 계약뿐만계약뿐만계약뿐만계약뿐만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모든모든모든모든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예산예산예산예산 계약에계약에계약에계약에 30% MWBE 
목표를목표를목표를목표를 적용하도록적용하도록적용하도록적용하도록 추진하여추진하여추진하여추진하여 추가추가추가추가 650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주주주주 예산이예산이예산이예산이 전국전국전국전국 최고의최고의최고의최고의 MWBE 목표목표목표목표 하에하에하에하에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함함함함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그의 2016 어젠다의 14번째 고유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을 위한 기회 증대.  

 

2014년에 Cuomo 지사는 뉴욕주의 MWBE 주 계약 활용을 위한 30% 목표를 

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모든 주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주 

법률에 의거 그 목표는 주 기관과 청이 발급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그것은 시, 

카운티, 타운, 빌리지 및 교육구 같은 지자체에 제공되는 년 약 650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년에 주지사는 MWBE 목표 설정을 이러한 

지자체들과 하위 계약하는 지자체 및 주체들에게 확대함으로써 이 단절을 해결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MWBE 참여를 위한 

새 기회들을 만들기 위해 역사상 최대의 주 예산 풀을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기회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MWBE 프로그램을 모든 주 

예산으로 확대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이 주 계약에서 추가 650억 달러를 위해 경쟁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경제 

정의에서 전국적 리더로서의 뉴욕주의 전통을 지속하는 것이며 본인은 금년에도 그 

투쟁을 리드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2011년에 취임한 이래 Cuomo 지사는 주의 MWBE 프로그램을 개혁하여 가치있는 계약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그의 첫 번째 주 시정 연설에서 Cuomo 

지사는 전주 MWBE 목표를 10에서 20%로 인상하였으며 장벽을 없애어 이러한 

기업들의 주 계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적 MWBE 팀을 

설립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MWBE 팀이 추진한 온라인 보고 제도 개선, 인증 절차 간소화, 아웃리치 

이니셔티브 증대 및 주 후원 채권 프로그램 등의 많은 주요 이니셔티브들이 주지사가 

2011년에 설정한 20% 목표를 상회하는 MWBE 활용도를 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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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전 20% MWBE 목표를 뛰어넘은 후에 주지사는 다시 한 번 그 기준을 올려 30% 

활용도라는 새 전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4,300여 MWBE들이 인증 받고, 3,600여명이 재인증 받았으며, 주 

계약에서 63억 달러 이상을 여성 또는 소수자 소유 기업이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 

계약에서 MWBE 인증 및 활용도가 단 5년만에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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