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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2월 3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상습적상습적상습적상습적 범행을범행을범행을범행을 줄이기줄이기줄이기줄이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사업으로사업으로사업으로사업으로 PAY FOR SUCCESS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시행하는시행하는시행하는시행하는 미국미국미국미국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주가주가주가주가 되었다고되었다고되었다고되었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민간부문에서민간부문에서민간부문에서민간부문에서 전과자전과자전과자전과자 고용고용고용고용 사업사업사업사업 투자에투자에투자에투자에 1,35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늘리다늘리다늘리다늘리다 

 

민관민관민관민관 파트너십으로파트너십으로파트너십으로파트너십으로 수수수수 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납세자납세자납세자납세자 세금세금세금세금 절약과절약과절약과절약과 혜혜혜혜택을택을택을택을 창출하다창출하다창출하다창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이 미국 최초로 주정부 주도의 전과자들을 훈련하고 

고용하기 위한 Pay for Success 프로젝트를 발족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민간부문과 재단 

투자자들은 이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불과 6주 만에 1,350만 달러를 모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 납세자 돈을 절약하면서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주지사의 2013년도 시정 방침 공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 전과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Pay for Success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족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용 기회를 늘리고 재범률을 줄여 전과자들의 사회 재진입 과정을 촉진하되 이러한 

목표가 충족될 때라야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도록 하는 윈윈 정책입니다. 사회에서 생산적인 

일군이 될 수 있도록 재범할 위험이 있는 전과자들을 지원한다면 뉴욕 사회는 앞으로 더 안전하고 

더 번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혁신 채권(Social Impact Bond)이라고도 하는 Pay for Success 프로젝트는 정부와 중개 조직 

간에 맺은 계약입니다. 본 계약에 따라, 목표는 주정부가 정하고 중개 조직은 민간과 자선 

투자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운영 자금을 모금합니다. 뉴욕주는 고용을 증대하고 재범률을 감소하는 

프로그램 활동을 기본으로 투자자들에게 보답합니다. 가장 큰 수준의 성공을 거둘 경우 뉴욕의 

절약분은 뉴욕주가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초과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달에 시작하여 출소 후 재범 확률이 매우 높은 2,000명의 전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가 집중적인 고용 훈련과 일자리 배치 서비스에 이들을 즉시 

연결해준다면 이들이 커뮤니티에 재통합하고 고용을 활성하하며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향후 몇 년간 비영리 CEO (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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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hester와 뉴욕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재범(감옥 수감 여부)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투자금을 받아야 하는 투자자를 위해 이 프로젝트는 최소 8%까지 재범률을 줄이고 최소 5%까지 

고용율을 늘려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이러한 목표 이상의 결과를 보일 경우 투자자들은 공공부문이 거둔 절약과 혜택에 

비례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세자의 돈이 

의미있는 결과를 얻는 데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투자 이익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로 모든 이행 요건이 완수되면 공공부문이 780만 달러의 절약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9월, 뉴욕주는 1,200만 달러의 프로젝트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 노동부가 Pay for Success 

전미 대회로 수여한 최대 보조금입니다. 추가 보조금은 2013-14년도 주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뉴욕주는 독립된 유효성 검증기관인 Chesapeake Research Associates 및 중개 기관인 Social Finance 

Inc.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 방식을 마련하고 자본 

조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투자자들로부터 1,320억 달러를 

모집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30만 달러는 Rockefeller Foundation에서 지원을 받았고 Robin Hood 

Foundation이 300,000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CEO New York City의 Marta Nelson 실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EO는 전과자들의 고용을 

통해서 사회적 성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이 혁신적인 파트너십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공공/민간부문의 접근이 CEO에게 올바른 프로그램을 제 때에 

올바른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유연하고 장기적인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뉴욕주에게 감사 드리며 이처럼 획기적인 활동이 결실을 맺는 데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민관부문과 비영리 부문이 공동의 비전을 위해 힘을 모은 뜻깊은 

동맹입니다”라고 Social Finance의 CEO 겸 공동 창업자인 Tracy Palandjian가 말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전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이 CEO와 같이 뛰어난 활동을 벌이는 단체에게 흘러들어가고 투자자의 수익은 생활 개선으로 

곧장 연결되며 뉴욕주는 성공에 대한 대가만을 지불합니다.” 

 

“뉴욕이 미국 최초로 사회 혁신 채권을 시행한 주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는 중요한 사회 

서비스를 위해 지속 가능한 자금을 제공하는 민관 파트너십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선 활동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위험 자본(risk capital)을 자랑스럽게 사용합니다”라고 The 

Rockefeller Foundation의 Judith Rodin 박사가 말했습니다. “The Rockefeller Foundation은 영국에서 

초기 시절부터 사회 혁신 채권을 지원하였고 이곳 미국에서는 사회 혁신 채권의 생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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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데 수 백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S. 오늘 발표로 정부, 민간투자자, 비영리기관이 사회 

혁신 채권의 잠재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 혁신 채권은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해 검증된 솔루션을 확대하는 잠재적으로 반복 가능한 

모델을 제시합니다”라고 Robin Hood의 Suzi Epstein 전무이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Robin Hood는 

사회 혁신 채권에 투자한 다른 기관들과 합류함으로써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NYC-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그램에 뉴욕주, 사회투자기금(Social Finance) 및 기타 기관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우선권으로 어느덧 

혁신적인 사회투자기금이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라고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의 Global 

Wealth and Retirement Solutions 담당인 Andy Sieg가 말했습니다. “우리 클라이언트 가운데 가장 

확실한 트렌드 중 하나는 그들의 투자가 수익을 얻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와 사회에서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을 주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투자 잠재성을 

열어놓았고, 클라이언트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검증된 프로그램과 기관에 자본을 

직접 제공하고 확장 가능한 새로운 시장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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