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배포용 2014년 10월 1일

CUOMO 주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MWBE 주 계약 목표를 30%로
로 설정 – 이는 주 전체에서
처음으로 20%의
의 목표 설정을 초과
Cuomo 주지사는 2013-14년 주 계약에서 소수 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활용이 25%을
달성한 이후 뉴욕은 ‘기준을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록 수치는 Cuomo 주지사가 취임한 2010-11에 10%였던 MWBE의 주 계약 가동률에서 상당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당 행정부가 소수 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주 계약
활용의 목표를 30%로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 주는 주가 처음 발표한 목표인 20%를 초과했습니다. 즉, 30%의 목표는 전국에서 모든 주
정부에서 가장 높은 목표를 나타냅니다.
Cuomo 주지사는 Albany에서 열린 뉴욕 주의 제4회 연례 MWBE 포럼 의 도입에서 2013-14년의
MWBE 주 계약 활용의 새로운 통계가 25%를 발표하였고 이는 총 2억달러 가까이의 계약을
나타냅니다. 이는 Cuomo 주지사가 취임 할 때인 2010-11년의 MWBE 주 계약 활용률 10%에서
극적인 상승입니다.
“차별과 인종주의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불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을 긍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범죄 및 약물 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 시행에 대한 같은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MWBE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무엇을 실제로 달성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 계약에서 MWBE 계약자로의 목표를 20%에서 25%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는 20억
달러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뉴욕은 많은 일을 해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30%의 목표를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러운 이유이고 이 진보와 모멘텀을 지속하여 우리 주에서 MWBE가 완전히 발표되도록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행정 명령을 통해 주 전역의 부서원들이 MWBE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주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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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지시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온라인 보고 시스템
개선,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아웃리치 이니셔티브 증대 등 MWBE 팀이 추진한 여러 핵심
이니셔티브들은 주지사가 시정 방침 연설에서 설정한 20% 목표를 넘는 MWBE 활용도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Cuomo 지사의 발표는 Albany의 Empire State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뉴욕주의 제4회 연례
MWBE 포럼 시작 시에 나왔습니다. 10월 2일에 진행되는 포럼은 MWBE와 작은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에 뉴욕 주의 조달 프로세스, 주 계약 기회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의사 결정자와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증진시키도록 합니다. 이 포럼의 목적은
기업들이 뉴욕 주와의 비즈니스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MWBE 및 소기업을 위한 계약 및
비즈니스 확장 기회를 담은 “원스톱 숍”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MWBE 포럼의 오프닝 세션에서, 시민의 권리를 위한 사무 차장 및 변호사 Alphonso B. David는
1월부터 Cuomo 주지사가 MWBE 참가자들이 뉴욕 주 계약을 위해 기여하도록 설계한 3가지 사업을
강조하였고 진행률은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 Cuomo 주지사는 그의 2014년 시정 연설에서 2,000개의 추가 업체를 통해 MWBE 인증을
증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가 1월 8일에 시정 연설을 하고, 주
정부는 이미 인증된 MWBE의 풀은 700개 이상이나 늘렸습니다.
• Cuomo 주지사는 MWBEs에 대한 단기 브리지 대출에 대한 접근을 확장하기 위해 적어도
2천 만 달러를 투자하는 “성공을 위한 다리” 대출 프로그램을 2014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뉴욕주에서 계약을 따낼 때 최고 10억 달러 규모까지
참여하는 데 필요한 단기 자금을 자격이 되는 MWBE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위한 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은 뉴욕 주의 인증된 MWBE가 주
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이미 23개의 대출로 290만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 Cuomo 주지사는 2014년 5월 주의 비즈니스 멘토 뉴욕(Business Mentor NY)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Business Mentor NY은 그들을 성공을 위한 특정 도전과 장애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MWBE와 소규모 기업에 자원 봉사 비즈니스 전문가를 연결하는 무료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1대1 지도와 상담은 소상공인들과 커뮤니티들이 현재의 경제적
잠재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뉴욕주의 재정 및 기술 지원 제공업체들로
구성된 현행 네트워크를 보완해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거의 1,200명의
멘토와 기업가들이 Business Mentor NY 플랫폼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는 금융, 소매, 통신,
정보 기술, 인적 자원 및 인력, 홍보, 판매 및 마케팅의 분야에서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및 기타 기업과 전문가들로 멘토로 자원 봉사를 하는 약 500명의 무료 비즈니스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주지사의 MWBE 팀은 다음 선출직 공무원, 기업 및 대학 리더 그리고 주지사의 내각 및 행정부
요원들을 포함합니다:
• William C. Thompson, Jr., MWBE 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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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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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honso B. David, 뉴욕 주 주지사 사무실,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무 차장 및 변호사
Mecca Santana, 뉴욕 주 주지사 사무실, 다양성 사무실 최고 책임자,
상원의원 Martin Malav・ Dilan, 제18구
상원의원 Bill Perkins, 제30구
상원의원 Adriano Espaillat, 제3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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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Ruth Hassell-Thompson, 제36구
상원의원 Elizabeth Little, 제45구
상원의원 Patricia Ritchie, 제48구
하원의원 Earlene Hooper, 제18구
제58구 하원의원 Nick Perry
하원의원 Robert Rodriguez, 제68구
하원의원 Keith Wright, 제70구
제141구 하원의원 Crystal Peoples-Stokes
RoAnn M. Destito, 커미셔너, 일반서비스실
Joan McDonald, 커미셔너, 교통부
Robert L. Megna, 예산국장, 예산국
Peter M. Rivera, 커미셔너, 노동부
Darryl C. Towns, 커미셔너 겸 CEO, NYS 가정지역사회갱신부
Paul T. Williams, Jr., 사장 겸 CEO, DASNY
Nancy L. Zimpher, 뉴욕주립대학교 총장
Walter Broadnax, 공공행정 및 국제관계과 특훈교수, Maxwell School Syracuse University
William Castle, 최고 다양성 책임자, Xerox Corporation
James E. Francis, 이사회 의장, 도시전문가협의회(CUP)
Michael J. Garner, 최고 다양성 책임자, 메트로교통청
Sandra Wilkin, 명예사장, Women Builders Council, Inc.
Jacqueline Williams, 코디네이터, MWBE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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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