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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년래 최저의 범죄율 발표
주지사 20년래

뉴욕주가 2013년에 사상 최저의 범죄율에 도달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도 하향 추세를 지속함을
데이터가 드러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The PEW Charitable Trusts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년에
걸쳐 범죄율 및 투옥율을 줄이는 데 있어서 뉴욕주가 미국을 선도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연방
사법통계국 및 FBI의 데이터에 근거한 이 연구는 뉴욕주의 투옥율이 1994년 이래 24% 떨어졌고
범죄율도 동기간에 54%나 극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2013년의 경우 뉴욕주
범죄율은 사상 최저에 도달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도 하향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20년래 최저의 범죄율과 주 교도소 수감자 수의 극적 하락으로 뉴욕주는 안전성과 공정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의 진정한 예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가 이
기록적 결과를 달성하여 자랑스러우며, 이 행정부는 뉴욕주를 살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1994년에 뉴욕주 교도소 인구는 66,750명이었습니다. 2012년 말에는 54,865명이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교도소 인구는 1999년에 사상 최고인 72,649명에 도달하였지만, 오늘날에는
26% 감소한 53,692명이 수감되어 25년래 최저입니다.
또한 뉴욕주에서는 신고된 범죄의 수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199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뉴욕주의 범죄율이 62% 감소하였는 데 이는 뉴욕시에서 73%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
형사정의과가 작성한 데이터에 의하면 2012년에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큰 주였으며
전반적으로는 아이다호주와 노스다코다주에 뒤이어 세 번째로 가장 안전한 주였습니다.
교도소 인구 감소는 전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비폭력 마약 범죄자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마약 범죄자의 수는 70%나 감소하였습니다. 1996년 사상 최고인 23,511명에 비해 오늘날에는
6,834명의 마약 범죄자들이 뉴욕주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현재 폭력 범죄자들은 교도소 인구의 약
2/3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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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옥의 그 극적 감소는 중범죄 먀약 체포 감소, 마약 범죄자의 필수 징역을 요구했던 마약
법률의 개혁과 구금 프로그램 대안 사용 및 많은 피고인을 위한 문제 해결 법원에 기인하였습니다.
교정커뮤니티감독부 부장 대행 Anthony J. Annucc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동시에
투옥율을 크게 줄이고 범죄율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실현하였으며 따라서 분명히 자랑스러워할 만 합니다.”
예비 데이터는 뉴욕주 범죄율이 2013년에 사상 최저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데, 430,916건의 지표
범죄가 보고되었습니다. 뉴욕주와 FBI는 7가지 지표 범죄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범죄 동향을
모니터링합니다. 살인, 강간, 강도 및 가중 폭행 등 4개의 지표 범죄는 난폭한 범죄로 분류되며,
주거 침입, 절도 및 차량 절도 등 3개 범죄는 재산 범죄로 분류됩니다. 각 카테고리의 지표 범죄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감소하였습니다.
그 하향 추세는 2014년 상반기에도 지속되어, 보고된 범죄가 2013년 상반기에 비해 5.5%
감소하였습니다. 범죄율을 줄이는 데 있어서 뉴욕주의 성공은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덕분으로 돌릴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정부의 모든 레벨의 형사정의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종합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형사정의과 부과장 Michael C. Gre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사정의과의 사명은 공공
안전을 향상하고 형사 정의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남녀 직원들은 범죄를 겨냥하고,
줄이고 예방하려는 이 주의 노력의 일선에 있는 형사정의 전문가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행하는 역할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그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며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부터 보안관과 보호관찰관 및 투옥 프로그램 요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역 파트너들이
뉴욕주가 이러한 인상적 결과를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각자의 중요한 역할에
찬사를 보냅니다.”
Cuomo 지사는 2011년에 취임한 이래 이러한 극적 감소 속에서 교정커뮤니티감독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5,519개의 교도소 침상을 제거하고 13개의 저활용 교도소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뉴욕주 납세자들에게 년 약 1억 6200만 달러를 절약시켜 주었습니다.
“교도소와 범죄: 복잡한 링크”는 1994년부터2012년 사이 전국의 구금율과 범죄율을
분석하였습니다. 뉴욕주가 그러한 율을 줄이는 데 있어서 미국을 선도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연구는 또한 구금율을 줄인 주들에서 범죄율 하락이 더 컸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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