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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8월 1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취약계층민들을취약계층민들을취약계층민들을취약계층민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PAY FOR SUCCESS’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민간부문민간부문민간부문민간부문 투자를투자를투자를투자를 

촉진하기촉진하기촉진하기촉진하기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최고최고최고최고 3,000 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기금기금기금기금 제공을제공을제공을제공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조기조기조기조기 유년시절유년시절유년시절유년시절 & 아동아동아동아동 복지복지복지복지, 보건보건보건보건 및및및및 공공안전공공안전공공안전공공안전 사업에사업에사업에사업에 전념하게전념하게전념하게전념하게 될될될될 미국에서미국에서미국에서미국에서 가장가장가장가장 야심찬야심찬야심찬야심찬 

사회혁신채사회혁신채사회혁신채사회혁신채권권권권(Social Impact Bond)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민간부문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 3,000 달러의 기금을 

뉴욕주 랜드마크인 “Pay for Success” 프로그램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뉴욕의 취약계층민들을 위해 일하는 한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을 

바꿔보려는 뉴욕주의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뉴욕주는 이 사업에 따라 혁신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민간 투자로 최고 3,000 만 달러를 모아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Pay for Success 사업은 아동 복지 및 조기 유년시절 그리고 공공안전 프로그램에 민간 자금을 

유치할 것입니다. 성과기준과 실제 절약 목표가 충족되거나 초과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프로그램에 

사용된 비용을 되돌려주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준으로 ROI 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는 

향후 프로그램 절약기금 분을 통해 이익도 얻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Pay for Success 사업은 미국에서 가장 야심찬 사회혁신채권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Pay for Success 가 납세자들에게 윈-윈 사업인 

것은 이들의 효율성과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제공 방법을 

변화시켜 우리 주가 공공안전, 보건, 초기 유년시절 개발 및 아동 복지 분야에서 뉴욕 주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사회혁신채권이라고도 하는 Pay for Success 채권은 정부가 민간기업 한 곳 이상과 채결한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주정부가 목표를 정하면 민간부문은 합의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이러한 목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비용을 댈 필요는 없습니다. 뉴욕과 매사추세츠는 현재 성공을 거둔 

계획에 비용을 되돌려주는 유일한 주정부입니다. 뉴욕주의 Pay for Success 사업은 미국에서 최초로 

많은 핵심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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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for Success 사업은 Cuomo 주지사의 2013 년도 시정 안건에 포함되어 2013-14 년도 제정 

예산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뉴욕주 DOB(Division of the Budget)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기금 및 조직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 중개기관의 신청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한 조직이 이 두 가지 역할 모두를 신청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조직이 협력 관계를 맺어 하나의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9 월 말까지입니다. 뉴욕주는 하나 이상의 제안서에 자금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제안서가 채택되게 하려면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절약 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RFP 프로세스 따른 기금을 신청하려면 http://www.budget.ny.gov/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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