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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개인 11명의 사면 단행  

  

자책감을 보이면서 재활에 힘쓰고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입증한 개인의 죄를 

걈형 및 사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활과 지역사회에 헌신해 오면서 그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준 개인 11명을 사면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행동은 자책감을 보이며 성공적인 재활 활동을 보인 뉴욕 주민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 개인에게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할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더 공정하고 더 자비로운 뉴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정 사면을 위한 많은 지원자를 대표해주시고 공정성, 정의 및 재활을 위해 

보상 없이 이 사건들을 맡아주신 헌신적인 자원봉사 변호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면  

오늘 Cuomo 주지사는 재활 노력을 인정하여 다음 개인에게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면을 받는 사람은 평판이 좋으며, 가족과 지역사회에 헌신하였으며 상당한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Alejandro Molinet Vega(63세) 씨는 규제 약물의 불법 판매(Criminal Sale of a 

Controlled Substance) 5급 범죄 및 규제 약물의 불법 판매(Criminal Sale of a Controlled 

Substance) 3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Molinet Vega씨는 29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Claudio Hoyos(54세) 씨는 22세 때 규제 약물의 불법 판매(Criminal Sale of a Controlled 

Substance) 3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급으로 고용되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Adewale Ogunbowale(55세) 씨는 위조 증서 소지(Possession of a Forged Instrument) 

3급 범죄와 사기 계획(Scheme to Defraud) 1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Ogunbowale 씨는 필요한 지역사회 봉사 및 보호 관찰을 완료했고 배상을 지불했으며 

범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21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할렘 병원(Harlem Hospital) 소방책임자(Fire Safety director)로 17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Elvin Pinto Martinez(43세) 씨는 25세에 규제 약물의 불법 판매 시도(Attempted 

Criminal Sale of a Controlled Substance) 3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범죄는 

마약 중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유죄 판결 후, Pinto Martinez 씨는 자발적으로 

6개월간의 외래 약물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그는 19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Indira Ozuna(53세) 씨는 32세에 중과실치사(Reckless Endangerment) 1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1년간 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Kwame Siriboe(41세) 씨는 27세와 31세 사이에 마리화나의 소지 또는 매각에 대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iriboe 씨는 자동차 기계, 에어컨 및 냉장 분야의 

고졸 학력 인증서(General Equivalency Diploma, GED)와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 서비스 단체인 세이프 호라이즌(Safe Horizon)의 유지보수 작업자로 11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는 18년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Renata Smith(41세) 씨는 25세에 마리화나 소지(Criminal Possession of Marijuana) 4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IT 컨설팅 회사와 방과 후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mith 씨는 16년간 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David Lugo(49세) 씨는 1995년과 1998년에 규제 약물의 불법 판매(Criminal Sale of a 

Controlled Substance) 5급 범죄 2건 및 1990년에 규제 약물의 불법 판매 시도(Attempted 

Criminal Sale of a Controlled Substance) 3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Lugo 

씨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지만, 10년간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8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Alexander Levin(41세) 씨는 2003년에 규제 약물의 소지(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4급 범죄 및 중절도(Grand Larceny) 4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 당시, Levin 씨는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중독에 대한 치료를 성공적으로 받은 후, Levin 씨는 자신의 삶을 바꾸었으며, 이제는 

높은 평가를 받는 파티시에로서 식품 산업에서 금주를 증진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16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형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활의 실질적인 증거를 입증한 개인 2명이 선고받은 형을 

감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믿을 수 있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Monica Szlekovics(42세) 씨는 1996년에 먼로 카운티에서 살인 2급 범죄와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zlekovics 씨는 남편의 극단적이고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포함하여 많은 남성에 의한 신체적 학대를 겪으며 외상을 일으키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수년 동안의 잔인한 가정 학대의 결과로, Szlekovics 씨는 남편이 이러한 

범죄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을 때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 외상성 유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실제로 피해자를 

쏘고 죽였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Szlekovics 씨는 판결 이후 사회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칼리지 프로그램의 서기 및 관리자로 근무한 후 육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정 폭력 수업에 참여했으며 전남편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수년간 개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범죄에서 자신이 행한 역할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표현하고, 가정 폭력 단체와 여성 정의 옹호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Szlekovics의 범죄 당시 지방검사였던 전 먼로 카운티 지방검사 

Mike Green은 그녀의 감형을 지원합니다. Szlekovics는 사면을 통해 복원을 위한 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에서 일하여 감옥에서의 교육 및 직업 경험을 통해 가정 폭력 

피해자와 전 재소자들이여 사회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를 희망합니다.  

  

Ryan Brice(32세) 씨는 2014년에 무기 소지(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 2급 

범죄와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rice 씨는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동안 가족들이 홍수로 집과 재산을 잃은 후 돈을 벌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Brice 씨는 무기 소지로 폭력적인 범죄자로 선고받았지만, 폭력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수감 기간 Brice 씨는 고졸 학력 인증서(GED)를 획득했으며 분노 관리 및 직업 훈련을 

마쳤습니다. Brice 씨는 또한 2017년 1월부터 트랜지셔널 서비스(Transitional 

Services)에서 조력자로 일해 왔습니다. 석방되면 그는 교육을 계속하고 준학사 학위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사면 신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사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는 신청 자료의 전자적 제출을 포함해서, 사면 및 감형, 적격 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심적 자료원입니다. 재소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대신하여 사면을 신청해도 

좋습니다. 또는 스스로 신청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서신을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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