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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취약한취약한취약한취약한 뉴요커들을뉴요커들을뉴요커들을뉴요커들을 섬길섬길섬길섬길 “PAY FOR SUCCESS” 이니셔티브를이니셔티브를이니셔티브를이니셔티브를 위해위해위해위해 선정된선정된선정된선정된 최종최종최종최종 후보후보후보후보 

발표발표발표발표  

 

유아유아유아유아 & 아동아동아동아동 복지복지복지복지, 보건보건보건보건 및및및및 공공안전공공안전공공안전공공안전 사업에사업에사업에사업에 전념하게전념하게전념하게전념하게 될될될될 “사회사회사회사회 임팩트임팩트임팩트임팩트 채권채권채권채권(Social Impact Bond)”은은은은 

혁신혁신혁신혁신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예산을예산을예산을예산을 지지지지원하고원하고원하고원하고, 납세자납세자납세자납세자 돈을돈을돈을돈을 절약할절약할절약할절약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불우 뉴요커들을 섬기고 혁신적 복지 프로그램 을 위한 추가 자원을 

제공하면서 정부가 사업을 하는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 임팩트 채권”으로도 알려진 

“Pay for Success” 프로그램을 위한 네 명의 최종 후보들이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Pay for Success에서 뉴욕주의 리더십은 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혁신과 

수행에 맞춘 우리 초점의 또 다른 예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공공-민간 제휴 

모델은 우리가 그 효과를 거듭 보고 있는 모델이고 납세자 돈을 절약하며 우리가 여기 뉴욕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모델입니다.”  

 

Pay for Success 프로젝트는 주정부가 수행 목표를 정하고 민간 및 자선 투자자들이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주정부는 프로그램의 성과에 근거하여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데, 엄격한 독립적 평가 후에 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효과적 

프로그램은 가장 큰 수준의 성공에서도 불필요한 입원 또는 실업 같은 값비싼 부정적 결과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 절약금은 주정부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항상 

능가할 것입니다. 

 

선정된 최종 후보들은 아동 복지 및 유아기, 보건, 공공안전 부문에서 기금을 모으고 불우 

뉴요커들을 위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주정부는 

지사의 집행 예산 승인 후에 네 후보 모두와 함께 Pay for Success 프로젝트를 출범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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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최종 후보들은 제안 요청서에 대응하여 제출된 10개 지원서에서 선정되었습니다: 

• Nurse-Family Partnership: Nurse-Family Partnership 프로그램은 임신 결과, 아동 건강, 발달 

및 자족을 개선하기 위해 최초 임신부, 저소득 모친에게 가정 방문 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제안은 Monroe 및 Onondaga 카운티와 NYC의 약 2200 가구를 섬길 

계획입니다. 

 

• Primary Care Development Corporation(PCDC) / The Institute for Family Health / Open Door 

Family Medical Centers, Inc. / HRHCare Community Health(HRHCare) / Hudson Information 

Technology for Community Health(HITCH): 전국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은 위험 인구를 위한 

당뇨병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안은 Westchester, Putnam, Rockland, Ulster, Dutchess, 

Sullivan 및 Greene 카운티와 NYC의 전당뇨병 환자 약 3,570명을 섬길 계획입니다. 

 

• Montefiore Medical Center / Children’s Aid Society: 개선된 학교 기반 보건 센터는 천식 

케어 및 임신 예방 서비스로 고위험 학생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 제안은 Bronx 및 Staten 

Island의 North Shore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약 8,500명 학생들을 섬길 계획입니다. 

 

• Hillside Children’s Center: Intensive Community Asset Program(I-CAP)은 보호감찰관과 

가정법원 판사들에게 고위험 청소년의 배치 및 구류의 전환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 제안은 

Onondaga, Monroe 및 추가로 최대 세 카운티의 청소년 약 835명을 섬길 계획입니다. 

 

 

뉴욕주는 미국 최초의 주정부 주도 Pay for Success 프로젝트를 12월에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주의 비영리 중개자인 Social Finance Inc.는 Rochester 및 뉴욕시의 취업을 늘리고 재범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의 프로그램 예산을 위해 1350만 

달러를 모금하였습니다. 

 

뉴욕주는 3월 7일 금요일 오전 10:30에 주정부 청사에서 초기 Pay for Success 프로젝트와 Pay for 

Success 혁신의 전국적 동향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할 것입니다.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Clair.Moore@exec.ny.gov로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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