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비나 시리즈 

줌(Zoom)을 통해 개최 

2021년 3월 23일 – 오전 11:00 – 오후 12:30 

신용 (크레딧) 및 자본 (Capital) 을 (팬데믹 동안에도) 준비하는 방법 

사업체들이 위기중에도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관행을 소수집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곳. 

2021년 4월 22일 – 오전 11:00 AM – 오후 2:30 

M/WBE(소수자/ 여성 소유 기업) 및 젊은 전문가를 위해: 이사회들에 다양성의 요구를 촉진:  

사업 소유주 및 젊은 전문가가 공개상장회사에서 이사진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 

2021년 5월 12일 – 오전 11:00 – 오후 12:30 

최고 다양성 담당자(Chief Diversity Officer)를 신설하는 방법 

기업, 대학/ 종합대학 및 뉴욕 기관들이 사업을 하는 방법의 핵심에 다양성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 – 그리고 대학생이 그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 

2021년 6월 9일 – 오전 11:00 – 오후 12:30 

뉴욕시 기관을 위해서 M/WBE(소수자/ 여성 소유 기업) 구매 방법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법 

뉴욕시 기관 계정 계약 사무관들, M/WBE(소수자/ 여성 소유 기업) 사무관들 및 최고 다양성 책임자들(Chief Diversity Officers)이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구매조달 계획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 

2021년 7월 14일 – 오전 10:00 – 오전 11:30  

COVID 이후 연금(Pension) 컨설턴트와 투자 관계 

M/WBE(소수자/ 여성 소유 기업) 투자 관리자가 뉴욕시의 연금 컨설턴트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곳. 

2021년 8월 4일 – 오전 9:30 – 오후 2:00 

감사원장 사무국(Comptroller’s Office)과 사업하기 

전문 서비스, 법적 서비스, 표준 서비스, 물품 계약 및 구매조달 최고관행에 대해서 M/WBE(소수자/ 여성 소유 기업)들의 산업 

선구자들에게서 직접 설명을 들으세요. 

날짜를 기억하세요: 2021년 12월 

떠오르는 M/WBE (소수자/여성 소유 기업) 매니저 연례회의 

회장(CEO), 선임 파트너 및 공개지분(Public Equity) 포트폴리오 관리자, 공공 고정 수입, 사모투자(Private 

Equity), 부동산, 인프라(Infrastructure), 헤지 펀드, 대안적 개인신용(Alternative Credit) 및 경제적으로 

겨냥하는 투자 기업(Economically Targeted Investment Firms) 및 증권 중개인(Broker/Dealers)의 참여를 강하게 권장합니다. 

참여 신청을 위해 http://Comptrollerdiversity.eventbrite.com 을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diversity@comptroller.nyc.gov 로 

연락해주십시오. 수화, 아랍어, 벵골어(Bengali), 광둥어(Cantonese), 

프랑스어, 하이티 크리올어, 한국어, 만다린어 (표준 중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우르드어로 

통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각 세션 날짜로부터 최소 2 일 전까지 참여 신청과 

함께 통역 서비스를 요청해 주십시오.  

각 세션에서 제공되는 긴급 법률, 자원, 기타 요소들에 대한 정보는 COVID-19 팬데믹의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변동 사항을 현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최신 정보는 미국, 뉴욕 주, 뉴욕시 COVID-19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시를 알아보기 위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도시 조달 기회 및 자원을 알아보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업주들은 diversity@comptroller.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어 감사원장 사무국에 예약하세요. 

유권자로서 정부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나 질문이 있으신 경우, 감사원장의 지역사회 행동 센터(Comptroller’s Community Action 

Center)에 action@comptroller.nyc.gov로 이메일 하세요. 

http://comptrollerdiversity.eventbrite.com/
mailto:diversity@comptroller.nyc.gov
https://nyccomptroller.sharepoint.com/sites/SpecialEvents/Shared%20Documents/MWBE/2020/COVID%2019%20Webinars/diversity%40comptroller.nyc.gov
https://nyccomptroller.sharepoint.com/sites/SpecialEvents/Shared%20Documents/MWBE/2020/COVID%2019%20Webinars/action%40comptroller.ny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