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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10명에 대한 사면 결정 및 신규 감형 자문 패널 발표  

  

Hochul 주지사는 공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패널을 포함해 연중 선착순으로 감형을 
결정할 추가 자원 투자 결정   

  

Hochul 주지사는 신청자의 신청 상태에 대한 투명성 및 소통을 늘리기 위해 노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죄에 대한 참회와 재활 노력을 보여준 10명에 대한 

감형을 승인했습니다. 감형 대상으로 선정된 수감자들은 자신은 물론 지역사회를 더욱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철저한 검토 과정을 통해 

선택되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행정 감형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감형 신청에 대하여 주지사를 지원할 자문 패널을 선정하도록 주지사 

자문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패널은 사법 집행, 국선 변호, 사법, 

종교, 전과자 등 다양한 부문의 공정한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로서, 저는 감형 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하여 사법 정의 시스템 내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복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교화의 

사례를 보여준 수감자들에 대한 감형을 승인하였고, 앞으로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속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투명성 강화 및 검토 절차 개선을 위한 감형 절차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주지사는 연 1회가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감형을 승인할 수 

있도록 신청 검토 과정에 추가 인력을 배치합니다. 추가 자원 지원으로 유의미하게 

검토를 연중 계속할 수 있으며, 모든 신청서를 신중히 시기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형 신청 및 검토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지사는 또한 사면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시점까지 접수된 사면 신청 수와 더불어 승인 또는 거절의 수를 발표할 

것입니다. 매년 2회, 검토 과정에서 계류 중인 신청자에게 현재 상태를 알리는 서신을 



발송하여 신청자가 신청 처리를 위해 추가 정보를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지사실은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소속 행정사면국(Executive Clemency Bureau)과 협력하여 신청 관련 

정보와 신청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대하여 주지사실에 전달하는 

방법 등 감형 신청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면   

  

Ana Sanchez Ventura(만 64세)는 19년동안 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역 

고령자 센터에서 여행을 조직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수백 장의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했습니다. Sanchez 씨는 세 명의 자녀와 다수의 손자를 두고 있으며, 미국에서 

45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그는 3급 규제 약물 구매 미수(Attempted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로 2002년 기소되었습니다. 사면을 받아 그는 

이제 가족과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Juan Vinas(만 56세)는 30년 동안 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약 25년 동안 

뉴욕시 폐기물 관리 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4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과 결혼하여 다섯 명의 미국 국적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미국 

육군(U.S. Army) 퇴역 군인입니다. 그는 1991년 2급 불법 소지(Criminal Facilitation) 

두 건으로 기소당했습니다. 사면을 받은 Vinas 씨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가족과 

미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Faustino Reyes(만 60세)는 9년 동안 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으며 미국 시민과 30년 

이상 결혼 상태를 유지하며 3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Reyes 씨는 

2012년 3급 규제 약물 불법 판매(Criminal Sale of a Controlled Substance)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면을 받은 Reyes 씨는 미국에서 아내와 함께 입국을 거부당할 걱정 

없이 안전하게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Sandra Williams(만 65세)는 25년 동안 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으며 1999년부터 가정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5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두 명의 

자녀와 수 명의 손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1974년부터 1996년까지 

매춘(Prostitution), 4급 규제 약물 불법 판매, 7급 규제 약물 불법 소지, 5급 점유물 

이탈 미수(Attempted Criminal Possession of Stolen Property), 규제 약물 불법 

사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사면을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Francisco Vargas(만 53세)는 18년 동안 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Vargas 

씨는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3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3급 규제 약물 불법 판매 미수와 2급 불법 

복제 미수(Attempted Offering a False Instrument to File)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면을 



받은 Vargas 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자녀, 동반자, 어머니, 형제 등 미국 시민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Orlando Fernandez Taveras(만 46세)는 1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Fernandez Taveras 씨는 만 16개월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2014년 기소로 추방되기 

전까지 3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적자와 결혼하여 미국 국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그의 추방 이후 그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절도(Petit Larceny), 절도 미수(Attempted Petit Larceny), 

5급 점유물 이탈, 7급 규제 약물 불법 소지, 3급 무단침입(Criminal Trespass), 공무 

집행 방해 미수(Attempted Resisting Arrest), 무단 침입(Trespass), 3급 차량 무단 

사용(Unauthorized Use of a Vehicle)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면을 받은 Fernandez 

Taveras 씨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 시민이자 적법한 영주권자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Hanley Gomez(만 41세)는 7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Gomez 씨는 만 

8세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했으며, 현재 뉴욕시 기반의 식사 배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 푸드 팬트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Gomez 씨는 

또한 10세인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7급 규제 

약물 불법 소지, 공무 집행 방해, 음주운전능력손상(Driving While Ability Impaired, 

DWAI), 범죄 미수(Attempted Criminal Mischief)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면을 받은 

Gomez 씨는 미국에서 아들 및 가족과 남을 수 있습니다.  

  

Juan Suazo(만 54세)는 34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Suazo씨는 지역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붕 건설 및 워터프루프 기업에서 목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과 결혼하여 미국 국적의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으며, 

1984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1986년 5급 규제 약물 불법 소지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면을 받은 Suazo 씨는 영주권을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 남을 수 

있습니다.   

  

Edilberta Reyes Canales(만 56세)는 1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수 년간 가정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Reyes 씨는 1988년 분쟁을 피해 고국을 떠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Reyes 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급 범죄 행위, 공무 집행 방해, 3급 폭행(Assault), 아동 복지 

위협(Endangering the Welfare of a Child), 3급 공무 집행 방해(Falsely Reporting an 

Incident to Law Enforcement), 절도 등을 비롯해, 1993년 절도 미수(Attempted Petit 

Larceny)로 기소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소는 그가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사면을 받은 Reyes 씨는 추방을 피할 

수 있으며, 아들과 함께 미국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감형   

  



Roger Cole(만 55세)은 약물 관련 기소 건에 예외적으로 긴 형량을 선고하는 록펠러 

약물법(Rockefeller Drug Law) 적용 기간에 기소되어 12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989년과 1992년 그는 다섯 건의 1급 규제 약물 불법 판매, 한 건의 2급 

화기 불법 판매, 3급 무기 불법 소지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에서 85년과 100년으로 

감형되었고 Cole 씨는 그중 30년 이상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의 선고로, 그는 

이례적으로 긴 형량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수감 중, Cole 씨는 일반 교육 개발(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GED) 및 준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법률 연구 및 사법 

도서관 관리 등 수많은 직업 훈련 및 인증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감 중 

3년 간의 비즈니스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석방과 함께, Cole 씨는 어머니 및 가족을 

고국인 자메이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거 및 취업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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