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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전과자를 위한 “성공을 위한 일” 고용 캠페인을 발표

이 캠페인은 수 천명의 뉴요커들의 직무 대비를 증대하고 취업 결과를 향상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교도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수 천명의 뉴요커들 사이의 높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캠페인인 “Work for Success” (“성공을 위한 일”)의 창설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성공을 위한 일은 전과자들의 직무 대비를 증대하고 취업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전주적 접근법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세금을 납부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을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뉴욕주 전체의 경제를 강화하여 결국
모든 뉴요커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입니다.
“해마다 수 만명의 사람들이 뉴욕주 교도소를 떠나는데 취업이 안 되어 대부분은 교도소로 돌아올
위험이 높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성공을 위한 일' 캠페인은 우리 주에서 취업이
가장 곤란한 시민들 중 일부를 위해 빈곤과 실업을 줄이면서 공공 안전을 증진하고 그들이
돌아가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Cuomo 지사의 성공을 위한 일 캠페인은 상습 범죄의 위험이 높은 전과자들의 취업 니즈를 해결할
것입니다. 다음 해에 성공을 위한 일 캠페인은:
• 전과자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어느 전략이 가장 효과가 좋은지
파악하기 위해 증거 기반의 행동 지향적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직무 대비 기능을 구축할 것입니다
• 직업 기능 프로그램을 뉴욕주 노동 시장에서의 특정 자격 경로 및 취업 기회와 정렬할
것입니다
• 교도소에서 돌아오는 뉴요커들을 적당한 취업 서비스 기관과 효과적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 전과자들의 독특한 니즈를 다룰 지역사회 단체의 역량을 구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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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일 캠페인은 정책 입안자, 정부 기관의 직원 그리고 전과자를 위한 취업 서비스에 전문
기량을 가진 전국의 실천가들이 이끌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일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전과자만을
위한 종합적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취업기회센터(CEO)의 집행 이사 겸
최고책임자인 Mindy Tarlow가 맡을 것입니다. CEO는 성공을 위한 일 캠페인이 근거할 증거 기반
실천을 증진합니다. 연구 기관 MDRC가 발행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새로 출소한 전과자를
위한 CEO의 취업 모델은 22%의 유죄 판결 감소를 낳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집행위원회 위원으로는 지사실 뿐만 아니라 다음 기관들의 대표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 Brooklyn Treatment Alternative to Crime (Brooklyn 범죄 치료 대안)
• Buffalo Urban League
• Center for Alternative Sentencing and Employment Services (대체 판결 및 취업 서비스 센터)
• Center for Community Alternatives (커뮤니티 대안 센터)
•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Justice Center (주정부 정의센터 협의회)
• The Doe Fund (Doe 펀드)
• F•E•G•S Health and Human Services System (F•E•G•S 보건 인적서비스 시스템)
• Fortune Society
• Greenhope Services for Women (그린호프 여성 서비스)
• Hour Children
• Legal Action Center (법적 조치 센터)
• National Skills Coalition (전국 기능 연맹)
• Osborne Association (오스본 협회)
• Prisoner Reentry Institute at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 STRIVE
• Urban Institute

뉴욕주 상원의원으로서 상원 범죄 희생자, 범죄 및 교정 위원회 위원장인 Michael Nozzoli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많은 뉴요커들이 일자리를 찾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모든 뉴요커들에게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전과자들은 취업하는데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본인은 이 취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재건하고 우리 주의
생산적이고 기여적인 구성원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성공을 위한 일' 캠페인을 주창한 데 대해
Cuomo 지사를 칭찬합니다.”
뉴욕주 하원의원으로서 세입 위원회 위원장인 Herman “Denny” Farrell,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과자 뉴요커들 사이의 높은 실업률은 전과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선반 위에 얹혀만 있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공을 위한 일' 캠페인은 이 문제가 요구하는 효과적인 취업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 접근법을 통해 뉴욕주는 교도소에서 돌아오는 동료 시민들이 우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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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이로운 방식으로 사회에 재진입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진정한 진보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Cuomo 지사께서 이 혁신적 캠페인을 우선 순위의 하나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 하원의원으로서 하원 교정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Jeffrion Aubr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를 번영의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 우리는 모든 뉴요커들의 니즈를 고려해야 합니다. Cuomo
지사의 '성공을 위한 일' 캠페인은 교도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뉴요커들이 직면하는 실업의
사이클과 싸우기 위해 공격적으로 일함으로써 이들의 니즈를 고려합니다. 본인은 이 캠페인이
성공함으로써 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우리 주 전체의 경제를 이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 주지사와 협력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취업기회센터(CEO)의 집행 이사 겸 최고책임자인 Mindy Tarlow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흥분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교도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합류하도록 돕기 위해 그들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취업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감사하며 모든
뉴요커를 도우려는 그의 비전을 실천하기를 희망합니다.”
법적조치센터 이사 겸 소장인 Paul Samuel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커뮤니티를
건설하기 위해 그렇게 중요한 도구 위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교도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뉴요커들이 생산적 삶을 갖도록 도움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 전체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덕을 끼칠 것입니다. Cuomo 지사의 '성공을 위한 일' 캠페인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오늘날의 경제 상황에서 이 접근법은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과 우리 경제의 힘을 위해
긴요합니다.”
Fortune Society, Inc.의 사장 겸 CEO인 JoAnne Pag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매년 수
천명의 남녀에게 재진입 서비스를 제공해 온 Fortune Society는 합법적 취업이 없으면 전과자들이
교도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큼을 압니다. '성공을 위한 일'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직무 대비성을 향상하며, 그들이 적당한 취업 기회를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본인은 Cuomo 지사의 리더십과 뉴욕주에서 그렇게 중요한 캠페인을 현실로 만든 데
대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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