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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 전체의 MWBE 이용률 25%로 증가 발표

최초의 Carey Gabay 우수 혁신상 수여
소수계 및 여성 사업자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개시
주지사의 주 정부 계약 기회 평등 달성 기록을 토대로 실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정부 계약에 참여한 소수계 및 여성 사업자(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의 이용률이 2015-16 회계연도에
25%에 이르렀으며 주 정부 계약이 확정된 MWBE 계약금이 약 20 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소수계 및 여성 사업자에 첫 번째 연간 Carey Gabay
우수 혁신상(Carey Gabay Excellence and Innovation Awards)을 수여하여 엄선된
MWBE 의 기업가 정신과 주 계약건에서의 업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주지사는 주
전역에 멘토-프로테제(Mentor-Protégé)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MWBE 와 주요 계약업체간
장기 관계를 유지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소수계와 여성 사업자에 대한 기회
성장에서 전국의 선두를 이끌고 있으며 올해의 포럼도 이 성공을 토대로
성사되었습니다. Carey Gabay 는 우리 모두의 모범입니다. 그를 기념하여 명명한 상을
만들어 우리는 강력하고 다양한 우리의 소규모 사업 커뮤니티의 광범한 업적을 확보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힘쓴 Carey 의 정신을 계속 발전하고 이어 나가야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 내를 다니면서 소규모의 여성 및
소수계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벽을 식별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뉴욕주에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 주 정부 계약건을 20 억 달러 달성함으로써
업체들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데 대하여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역대 기록을 깨는 2,200 개의 업체,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뉴욕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간 비즈니스 이벤트 포럼에 등록하였습니다. 포럼의 주제 “변화의
2016(Transformation 2016)”은 주 정부 계약 달성에 필요한 전략과 자원의 MWBE 를
알리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올해의 포럼은 또한 최초로 전역의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개막식을 열고 억대 규모의 주 정부 계약 확보를 위한 MWBE 와 주 단체 및
기관의 의사 결정권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전통적인 기회 제공을 계속할 것입니다.

MWBE 이용률
MWBE 프로그램 성공의 열쇠는 MWBE 가 주 정부 계약에 대한 활용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MWBE 계약의 최고 목표를 전국에서 제일 높은 30%로
정했습니다. 주지사의 인솔하에 이 비율은 2011 년 이후로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회계연도인 2015-2016 년도 MWBE 주 계약 참여율은 25%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20 억 달러의 계약금액 중 50% 가까이는 MWBE 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오고 30%는
전문분야 서비스 계약으로 달성하였습니다.
Carey Gabay 우수 혁신상
2013 년의 MWBE 포럼부터 시작하여 주에서는 뉴욕주와 계약을 맺은 MWBE 중 몇 개
업체를 엄선하여 그들의 기업 정신과 업적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올해부터 이 상은
“Carey Gabay Excellence and Innovation Awards for 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소수계 및 여성 사업자에 대한 Carey Gabay 우수 혁신상”)로
알려지게 됩니다. Carey Gabay 는 2015 년 9 월, 43 세의 나이에 총기 난사 희생자로서
비극적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사망하기 전, Carey 는 Cuomo 주지사의 보좌관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회사(Empire State Development) 최초의 대리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뉴욕주에서의 임기 동안 Carey 는 주지사의 MWBE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2016 년 수상자:
뉴욕주 MWBE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뛰어난 서비스 및 지지상


William M. Clay

뉴욕주가 인정하는 MWBE 기업 정신 및 업적상








E. Smith Contractors, LLC
EJ Construction Group, Inc.
Electrical Construction Consulting, Inc.
Gilbert International Group
Knowledge Builders, Inc.
Metal Sales Company, Inc.
ProjectSpan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올해의 포럼에서, 뉴욕주는 최초로 주 전체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회사의 소수계 및 여성 사업자 개발 부서에
의해서 관리되는 이 프로그램은 MWBE 와 주 계약업체들 사이의 장기적인 관계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MWBE 프로테제들은 MWBE 가 이제까지 인정받지
못하였던 뉴욕주의 계약 발주 영역에서 지속해서 확장하는 역할을 맡게 할 귀중한 기술
훈련과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참여율이 낮은 정부의 계약 발주
영역에서 MWBE 를 위한 의미 있는 기회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Supply &
Demand" (공급과 수요) 기획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급과 수요
공급과 수요 기획(Supply and Demand initiative)은 표적 봉사활동으로 MWBE 에
활용율이 낮은 산업의 가치 있는 기회에 관하여 통보하여 올해의 성장을
향상하였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주는 광고 및 마케팅, 금융 서비스, 법률
서비스, 정보 기술 서비스, 일반 상품 및 의학 용품 같은 분야에서 수백만 달러의 계약
기회를 확인하였습니다.
금융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
MWBE 포럼의 개최 첫날에 Alphonso B. David 는 주지사에게 주의 프로그램으로 하여
MWBE 가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 기술과 금융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MWBE 에 대형 계약을 성사하고 일자리 창출,
새로운 시장에로의 진입 및 우리 경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대출 프로그램 성공으로 가는 다리(Bridge to Success Loan Program): 2014 년 3 월에
Cuomo 주지사는 “성공으로 가는 다리”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뉴욕주에서
인증받은 MWBE 를 대상으로 단기 브리지 대출에 대한 확장 신청에 최소 2 천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주의 투자 목표는 자격을 갖춘 MWBE 에 최대 1 억 달러 규모의 주 정부
계약 신청을 위한 단기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년 반 후, 우리는 뉴욕주의 MWBE
총 계약금 100,611,000 달러를 지원하는 130 만 달러를 넘은 83 개의 대출로 이미
목표치를 초과하였습니다.
MWBE 투자 지원금: 2015 년 5 월, Cuomo 주지사는 주 전역의 혁신, 일자리 창출 및
고성장 창업을 지지하기 위하여 2 백만 달러 규모의 MWBE 투자 지원금 프로그램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계속하여 뉴욕이 MWBE 를 지지하면서 영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돕고 민간 부문의 다양성을 격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MWBE 보조금은 모두 로체스터(Rochester)에 기반을 둔 두 회사에
투자하였습니다.
2016 년 7 월, 보조금은 Viggi Kids 에 41 만 달러의 민간 자본에 맞춘 25 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Viggi Kids 는 창의적인 놀이를 격려하고 배우는 과정에 탐구력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어린이용 제품 라인입니다. Viggi Kids 의 제품은 건전한 행위를
추진하고 모든 사람의 개성을 형성하는 정상적인 독특한 버릇을 지지하여 어린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탐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6 년 2 월, 보조금은 Splyce, Inc.사에 515,000 달러의 민간 자본에 맞춘 40 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Splyce 는 성장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으로서
이용자들이 전문적인 e 스포츠 팀에 대하여 관람, 응원, 참여 및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뉴욕주 보증 채권 지원 프로그램(New York State Surety Bond Assistance Program):
2012 년 2 월, Cuomo 주지사는 MWBE 와 소규모 사업의 보증 채권을 도와 기술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뉴욕주 보증 채권 지원 프로그램(New York State Surety Bond
Assistance Program)을 실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시 이래 445 개 이상의 MWBE 가
채권 대비 교육을 이수하였고 뉴욕주 교육, 신용 편의 및 공탁 담보 지원을 통하여
6,100 만 달러 이상의 공탁금을 받았습니다.
주 인증 MWBE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ny.gov/MWBECertification 를
방문하거나 (212) 803-2414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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