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MWBE)의 이용률이 27 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수용력, 인증, 이용도 등을 높이기 위해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자문위원회(MWBE Advisory Council) 출범  

  

핵심 기술 지원 프로그램(Key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개시  

  

훌륭한 기업들에 경의를 표하는 제 2회 연례 Carey Gabay 우수 혁신상(Carey Gabay 

Excellence and Innovation Awards)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발주 계약에 참여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의 이용률이 2016-17 

회계연도에 27.2 퍼센트로 늘어났으며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주정부 발주 

계약 수주 금액이 22억 달러가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자문위원회(MWBE Advisory Council)를 출범시키고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범위와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핵심 기술 지원 프로그램(Key 

Technical Assistance Program)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때 우리 경제가 가장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포럼은 그 공약의 힘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이용도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경제를 강화하려는 우리의 활동 속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0 명이 넘는 관련 업계 관계자, 기업가, 정부 공무원들이 뉴욕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례 비즈니스 행사인 이 포럼에 등록했습니다. 포럼의 주제인 “전환 2017: 참여, 



 

 

권한 부여, 도약(Transformation 2017: ENGAGE, EMPOWER, ELEVATE)”은 주정부 

계약 수주 및 해당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전략과 자원을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에게 알리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올해의 포럼도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발주 계약의 수주에 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의사 결정권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이용률  

  

주지사의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 성공의 열쇠는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이 주정부 발주 계약에 참여하는 비율을 늘리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이 수주할 수 있는 주정부 발주 계약의 

최고 목표를 전국에서 가장 높은 30 퍼센트로 정했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이 

비율은 2011년 이후 거의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뉴욕은 모든 단계에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이 경제 부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6-2017 회계 연도에 주정부 발주 계약 수주에 참여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비율은 27.2 퍼센트로 늘어났습니다. 총액으로 환산할 경우 주정부 발주 

계약 수주 금액이 22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이용률을 통해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이 수주한 주정부 발주 계약 비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수주 금액도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자문위원회(MWBE Advisory Council)  

  

Cuomo 주지사는 또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자문위원회(MWBE Advisory 

Council)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주정부가 전체 주정부 발주 

계약의 30 퍼센트를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이 수주하도록 할당하려는 

주지사의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초과할 수 있도록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수용력, 인증,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혁신적인 입법, 규제, 행정 

권고 등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는 Alphonso David 

주지사 법률 보좌관, 주정부 기관 및 당국, 주의회 의원들과 원청계약 문제를 조사하고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뉴욕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자본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협의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 격차 및 인식된 격차를 처리하고 해결할 것이며 다음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을 위한 원청계약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전략 

개발,  



 

 

• 주정부가 후원하는 전통적인 민간 부문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자본 접근성 확대,  

• 주정부가 후원하는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공 및 사모 투자 거래에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참여 촉진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자문위원회(MWBE Advisory Council)의 자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Gerrard Bushell, 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 Terrence Clark, New York & New Jersey Minority Supplier Development 

Council, Inc.;  

• Mylan Denerstein, Gibson, Dunn & Crutcher LLP;  

• Ruth Hassell-Thompson, 주지사 특별 고문;  

• Charlie King, Mercury LLC;  

• Jesus Linares, National Hispanic Business Group/Business Relocation 

Services, Inc.;  

• Marc Morial, National Urban League;  

• Nayan Parikh, Ashnu International Corporation;  

• Hilda Rosario Escher, Ibero-American Action League;  

• Blair Smith, National Action Network;  

• Elinor Tatum, New York Amsterdam News;  

• Sabrina Ty, New York State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및  

• Sandra Wilkin, Women Builders Council /Bradford Construction.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자문위원회(MWBE Advisory Council)는 2011년 Cuomo 

주지사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처음 작성한 뉴욕주 전 지역의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팀의 성공과 권장 사항을 토대로 출범했습니다.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팀은 장벽을 제거하여 주정부 발주 계약 수주에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2014년까지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팀이 추진한 온라인 보고 제도 개선, 

인증 절차 간소화, 홍보 계획 증대, 주정부 후원 채권 프로그램 등의 많은 주요 

프로그램들이 주지사가 2011년에 설정한 20 퍼센트 목표를 상회하는 주정부의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이용도를 구현했습니다. 주지사는 20 퍼센트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목표를 초과 달성한 후 2014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포럼에서 30 퍼센트의 이용률이라는 새로운 뉴욕주 전체 목표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Carey Gabay 우수 혁신상(Carey Gabay Excellence and Innovation Award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ets-highest-mwbe-state-contracting-goal-nation-30-percent-state-exceeds-20


 

 

또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을 위한 Carey Gabay 우수 혁신상(Carey Gabay Excellence and Innovation 

Awards)”을 수여하여 엄선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의 기업가 정신 및 

뉴욕주 발주 계약 수주 실적을 인정했습니다. 이 상은 2015년 9월, 43세의 나이에 총기 

난사 희생자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Carey Gabay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으로 만든 상입니다. 사망하기 전, Carey는 Cuomo 주지사의 보좌관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최초의 대리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뉴욕주에서의 임기 동안 Carey는 주지사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올해는 Carey Gabay가 뉴욕주에서 근무하면서 지켜온 

두 가지 원칙인 혁신 및 지역사회 강화를 공약으로 성공적인 기업을 구축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을 기리는 두 번째 해입니다.  

  

2017년 뉴욕주의 인증을 받은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기업 정신 및 실적 

수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GCOM Software, Inc (올버니);  

• RJ Enterprises (롱아일랜드 시);  

• American Rated Cable and Communications, Inc. (버펄로); 및  

• Accustaff Rafferty Enterprises, Inc. (올버니).  

  

뉴욕주 기업 성장 촉진 프로그램(NYS Business Growth Accelerator Program)  

  

Cuomo 주지사가 2017년 주정부 시정연설에서 처음 발표한 이후, 주지사는 기업 성장 

촉진 프로그램(Business Growth Accelerator Program)의 대상 기업들도 발표했습니다.  

  

• Women's Enterprise Development Center (화이트 플레인스);  

• Syracuse University/South Side Innovation Center (시러큐스); 및  

• Business Outreach Center Network, Inc. (뉴욕시).  

  

기업 성장 촉진 프로그램(Business Growth Accelerator Program)은 참여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에게 해당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현지 공급 

업체를 통해 집중적인 기술 지원 및 비즈니스 개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가 선정한 3 곳의 대상 기업들은 표준적인 비즈니스 

통찰력에 대한 집단적 요구가 있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에 대한 세미나 및 개별 일대일 사업 개발 

지원을 포함하는 18 개월 코스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제를 맡을 것입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각각의 요구에 맞게 



 

 

마케팅, 재무, 계약, 판매 등 다양한 비즈니스 주제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는 해당 

지역의 업계 전문가들과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인증 지원 프로그램(NYS MWBE Certification 

Assistance Program)  

또한 주지사는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인증 지원 프로그램(MWBE Certification 

Assistance Program)의 보조금 수령 기업들을 발표했습니다.  

  

• Towne Ryan & Partners (올버니); 및  

• Hofstra University (롱아일랜드).  

  

이 인증 지원 프로그램(Certification Assistance Program)은 뉴욕주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NYS MWBE) 인증을 요구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인증 신청 기업의 모든 결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일대일 

만남을 통해 수령 기업들과 직접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결함 사항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개발부(Division of Minority and Women's Business Development)의 적시성과 궁극적인 

인증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6년 주정부 시정 연설에서, Cuomo 주지사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인증을 2,000개 업체까지 추가로 늘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2018년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사 리더십에 따라, 2011년부터 5,800 개가 넘는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이 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공인 기업 리스트(New 

York State Directory of Certified Firms)에는 현재 8,300개가 넘는 인증 기업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 중 공공 계약을 수주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기재된 미국에서 가장 방대한 목록 중 

하나입니다. 

  

자본 이용 프로그램(Access to Capital Initiative) 및 지원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포럼 개회식에서 Alphonso B. David 주지사 법률 

보좌관은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정부 프로그램들을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이 대형 계약을 

수주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우리 경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제공합니다.  

  

대출 프로그램 성공으로 가는 다리: 2014년 3월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인증받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들을 대상으로 단기 브리지 대출에 대한 

https://cdn.esd.ny.gov/BusinessPrograms/Data/BridgetoSuccess/Bridge_to_Sucess_program_description.pdf


 

 

확장 신청에 최소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성공으로 가는 다리 (Bridge to 

Success)”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주의 투자 목표는 자격을 갖춘 MWBE에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주 정부 계약 신청을 위한 단기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년 

후, 주정부는 뉴욕주의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수주 계약 1억 3,400만 

달러를 지원하는 106 건의 대출의 대출금 총액이 1,600만 달러를 넘어서 이미 목표치를 

초과하였습니다.  

  

뉴욕주 보증 채권 지원 프로그램 (New York State Surety Bond Assistance 

Program): 2012년 2월, Cuomo 주지사는 MWB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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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개 이상의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과 중소기업들이 이 채권 대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들은 뉴욕주 교육, 신용 편의, 

공탁 담보 지원의 결과로 2,665만 달러의 공탁금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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