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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LINTON 교도소교도소교도소교도소 탈출탈출탈출탈출 조사를조사를조사를조사를 시작하도록시작하도록시작하도록시작하도록 감찰관에게감찰관에게감찰관에게감찰관에게 지시지시지시지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소자 Richard Matt 및 David 

Sweat의 Clinton 교도소 탈출에 잠재적으로 연루된 모든 요인들을 규명할 것을 

Catherine Leahy Scott 감찰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주지사 지시에 의거 감찰관은 이 

재소자들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교도소 설계, 운영 

및 보안 같은 문제에 대해 외부의 유명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 미래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잠재적 개혁과 모범 관행을 권고해야 합니다. 감찰관과 전문가들은 법집행 

관리들과 상담하여 이 조사가 적극적 범인 추적이나 범죄 수사 및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찰관은 발굴될 수 있는 범죄 행동이 있으면 검사에게 이관해야 

합니다. 
 

“이 살인자들을 잡아서 주 교도소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이지만, 이 

재소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사정을 우선 조사하는 것도 극히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본인은 감찰관에게 이 사건을 둘러싼 사실들을 조사하여 이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범인들을 방조 또는 교사한 사람은 누구든 그들의 

역할이 아무리 사소해도 관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 탈출을 도운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법의 한도 끝까지 기소될 것입니다.” 
 

뉴욕주 감찰관은 어떤 소스로부터든 진정을 받고 수사하거나 담당 기관의 부패, 사기, 

범죄 활동, 이익 충돌 또는 학대의 주장에 관련된 조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녀는 

징계 조치, 민사 또는 형사 소추 또는 적절한 기관에 의한 추가 조사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고 적절하고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에서 그러한 조사를 지원하고 그러한 

조사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 감찰관은 증인을 소환하고 

참석을 강제하며; 선서 또는 무선서 증언을 집행하거나 선서 증언을 조사하고; 수사에 

관련되거나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는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담당 기관에 의해 

작성, 유지 또는 보유된 어떤 종류의 문서 또는 기록을 조사하고 복사하거나 제거하고; 

담당 기관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직무 수행 관련 질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할 권능이 있습니다. 감찰관이 발굴한 범죄 할동은 법률의 한도 내에서 검찰에 

이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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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수색수색수색 업데이트업데이트업데이트업데이트 
 

월요일 현재 주, 지역 및 연방 기관 출신 800여명의 법집행 공무원들이 이 Clinton 교도소 

탈출 재소자 Richard Matt 및 David Sweat의 수색을 돕고 있습니다. 경찰관들과 주 

환경보존부 삼림감시원들뿐만 아니라 교정커뮤니티감독부, FBI, 연방 보안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Clinton 및 Essex 카운티 보안관 및 Plattsburgh 경찰서의 공무원들이 

모두 수색을 돕고 있습니다. K9 및 항공대를 포함하여 모든 가용 자원들이 24시간 

배치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 현재 900여건의 단서가 개발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으면 주저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단 칩입, 

강도 또는 차량 절도가 포함됩니다. 이 수사에 관련된 정보를 신고하려면 911, 지역 

법집행 기관 또는 전화번호 (518) 563-3761 또는 1-800-GIVETIP의 뉴욕주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팁을 이메일로 crimetip@troopers.ny.gov에 보내도 됩니다. 탈출 재소자 

체포로 이끄는 정보에 대해 $100,000의 보상금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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