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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개인 29 명의 사면 단행

이민자 공동체를 상대로 국경 전쟁을 수행 중인 TRUMP 대통령과 연방 정부에 맞서, 추방
위협에 처한 경범죄 전과자들을 사면한 CUOMO 주지사
법정 변호를 제공하는 국가 최초 자유 수호 프로젝트, 주 기관 및 법 집행기관이 이민자
신분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주정부 청사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비롯하여 이민자 지역사회를
지키는 주지사의 전적에 기반한 사면
자책감을 보이면서 재활에 힘쓰고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입증한 개인의 죄를
걈형하는 사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활과 지역사회 범죄 감소에 헌신해 오면서 그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준 개인 29 명을 사면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대통령이 이민자를 막는 데 집착하면서
연방 정부를 폐쇄하는 동안, 뉴욕은 이민자 공동체를 위한 지원을 통해 강하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이민자 가정이 유지되도록 도우며, 더욱 정의롭고 공정하며
배려심이 있는 뉴욕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사면
Cuomo 주지사는 오늘 사회 복귀 노력에 보답하고 범죄 기록으로 인한 이민 신분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들을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자의 일부는
그들이 고향으로 여기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해당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반면에 일부는 국외 추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사면을 통해 이민 관련 구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면 대상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및 가족에게 봉사했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 기록 없이 훌륭한 시민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면은 Cuomo 주지사가 가장
최근인 8 월에 추방 청문회 아침에 단행한 개인 1 명에 대한 사면과 7 월에 기타 7 명에게
단행한 사면이 포함하여, 잠재적인 추방 가능성에 직면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단행한 5 번째 사면입니다.

Siriaco Concepcion Santana (67 세)는 맨해튼에서 1997 년에 제 7 급 규제 약물 소지
혐의로, 1998 년에 4 급 마약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 이후
20 년간 마약을 하지 않고 범죄를 멀리하며 독실한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Santana 씨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며 현재 이민자 구제 자격 여부 결정 절차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면은 그가 계속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Gil Guillen (52 세)은 브롱크스에서 1987 년에 3 급 규제 약물 판매 시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이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아내 및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31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Guillen 씨는 최근에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택들을 재건하는 데 많은 시간 자원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 사면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ith Altaee (47 세)는 먼로 카운티에서 1997 년에 3 급 규제 약물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ltaee 씨는 이라크 출신으로 아내 및 두 자녀와 함께 로체스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면은 그가 유죄 전력 때문에 추방당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21 년전에 저지른 범죄로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Socrates Brito (42 세)는 맨해튼에서 20 세 였던 1996 년에 4 급 마리화나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5 세 때 합법적인 영주권자 자격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Brito 씨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자원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2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면은 그가 유죄 전력
때문에 추방당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John Ghedini (67 세)는 맨해튼에서 1982 년에 2 급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Ghedini 씨는 멕시코에서 이탈리아인 부모를 두고 출생했으며 9 세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는 뉴욕의 한 회사에서 30 년 가까이 일한 후 최근 은퇴했습니다.
사면으로 그는 이민 신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약 60 년간 거주한 나라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지난 36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Boaz Bag-Bag (53 세)은 퀸즈 카운티에서 2 급 상표권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정 시설에 구금된 적은 없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위조
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지난 10 년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Bag-Bag
씨는 그 이전에 어떠한 유죄 판결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 났으며
뉴욕시에서 6,000 명 이상의 운전 기사를 고용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사면은
그가 이민자 구제 자격 여부 결정 절차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imas Acosta Ramirez (64 세)는 맨해튼, 웨스트체스터, 브롱크스에서 각각 1976 년에
3 급 강도죄, 1992 년에 경절도죄, 1997 년에 3 급 규제 약물 판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Ramirez 씨는 21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으며 마약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콜롬비아에서 출생한 후 46 년간 이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추방에 직면해 있습니다. Ramirez 씨는 손자를 돌보는 자원 봉사
목회자이며, 4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 자녀 중 3 명은 미국 군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21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Ricardo Bernabeu (59 세)는 먼로 카운티에서 1986 년에 3 급 규제 약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쿠바 출신의 이민자인 그는 현재 플로리다에서 기계공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는 32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면은 그가 이민자 구제 자격 여부 결정 절차의
위험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Wojciech Lesniak (36 세)는 퀸즈 카운티에서 2006 년에 체포에 불응하고 3 급 차량의
무단 사용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Lesniak 씨는 술과 마약 중독 주거
치료를 마쳤으며, 현재는 중독자 치료 주택의 매니저이자 주거 중독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12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으며 마약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사면으로 그는 영주권을 다시 신청한 후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live Ferguson (75 세)은 브롱크스에서 1991 년에 3 급 규제 약물 판매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Ferguson 씨는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으며,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신도입니다.
그녀는 27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면은 그녀가 당할 수 있는 강제
추방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Anthony Khan (66 세)은 브롱크스에서 규제 약물을 판매하려는 지인과 동행한 결과
함정 수사에 걸려, 1980 년에 7 급 규제 약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트리니다드에서 출생했으며 1971 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는 35 년간 택시 및
리무진위원회(Taxi and Limousine Commission)와 함께 일해 온, 성실한 교회 신도이자
남편이며 아버지입니다. 그는 37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Rohan Hylton (47 세)은 퀸즈 카운티에서 1992 년에 3 급 규제 약물 판매 시도 혐의,
2001 년과 2003 년에 5 급 마리화나 소지 협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Hylton
씨는 자메이카 출신으로 30 년전 가족과 함께 정치적인 박해를 피하려고 미국에
왔습니다. 아버지이자 헌신적일 정도로 가정적인 가장인 그는 현재 퀸즈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면으로 그는 추방 명령에 대한 임의적인 구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는 12 년간 경범죄나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Ramon Vivieca (40 세)는 맨해튼에서 1999 년년 3 급 범죄 및 7 급 규제 약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출생했으며 8 세 때 미국에
왔습니다. Vivieca 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세 자녀의 아버지로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그는 뉴욕시에서 예술 작품 설치가로 일하고 있으며 20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Manuel Vidal Antigua (38 세)는 어머니의 의료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소량의 규제
약물을 팔다가 퀸즈에서 2007 년에 4 급 규제 약물 판매 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출생했으며 현재 이민자 구제 자격 여부 결정 절차 명령에
직면해 있습니다. Antigua 씨는 미국인인 두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지역사회
소프트볼 팀의 운영을 도우며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Vidal Antigua 씨는
12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Doris Yeara Hutchinson (74 세)은 브롱크스에서 2002 년에 3 급 규제 약물 판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Hutchinson 씨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를 두고 태어났지만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었던, 은퇴한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11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Kerrone Kay-Marie Parks (33 세)는 퀸즈에서 2013 년에 7 급 규제 약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메이카에서 출생했으며 가정 폭력의 생존자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로 현재는 양로원에서 풀 타임으로 자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5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Rachel Lewis (50 세)는 브롱크스에서 1990 년대에 수 건의 저급 약물 범죄 및 경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출생했으며 2 세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자녀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Lewis 씨는 뉴욕시에서 이전
수감자를 위한 약물 치료 상담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면으로 그녀는 영주권을 갱신한
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Lewis 씨는 13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Jeremy Grant (58 세)는 범죄 그룹의 일원이 위장 수사 중인 사복 경찰에게 마약을
판매한 결과, 전체 그룹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맨해튼에서 2005 년에 3 급 규제 약물 판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메이카 출신으로 2006 년부터 이민자 구제 자격
여부 결정 절차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13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면으로 영주권 갱신 신청을 위한 장벽을 제거하여 추방당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Jorge Luna Torres (44 세)는 지인의 차량에 장난으로 불을 지른 행위로 1999 년에 3 급
방화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약 20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Torres 씨는 9 세의 나이에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는 수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분야의 학생들을 개인 지도했습니다. 사면은 Torres

씨가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이민자 구제 자격 여부
결정 절차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revor Elliot (67 세)는 웨스트체스터에서 90 년대 초반에 3 급 규제 약물 판매 시도
혐의 및 4 급 마리화나 판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메이카에서
출생했으며 고령인을 돌보는 간호 제공인으로서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사면으로 Elliot 씨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는 10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Marvin Hernandez (34 세)는 웨스트체스터에서 21 세 때인 2006 년에 쓰레기통에 불을
질러서 3 급 방화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으며 Hernandez
씨는 12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엘살바도르에서 3 세 때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그가 엘살바도르로 추방당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엘살바도르에는 가족이 없으며 그곳에서 그는 갱단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Reginald Castel (45 세)은 로체스터에서 약 20 년 전인 1999 년에 1 급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Castel 씨는 아이티에서 출생했으며 8 세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는 4 자녀를 두고 결혼 생활을 하던 중인 2017 년 9 월에 사전 통보없이
추방되었습니다. 사면으로 Castel 씨는 미국 재입국을 신청하여 그의 가족과 재결활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9 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 발표는 Cuomo 주지사가 이민자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이민자들을 연방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취한 최신 조치입니다. 2011 년, 주지사는 주
정부기관 전반에 걸쳐 언어 장벽 해소를 보장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역의 법 집행기관이 추방 가능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을 돕도록 요구한 연방
프로그램에 우리 주가 참여하는 것을 정지시켰으며, 이민자들을 기만하는 기관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률에 서명했고,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을
설립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에 있는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이 분야 최초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 “NaturalizeNY”를
출범시켰습니다.
2017 년 Cuomo 주지사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가 우수한 변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정부 주도 공공-민간 법정 변호 프로그램인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출범시켰습니다. 선도적인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이민 변호사의 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가 이민자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추가 투자금
1,000 만 달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에 Cuomo 주지사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강제로 가족을 분리하고 있는 Trump
행정부의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공격적인 추방 전략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발행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 시설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적으로 필요하거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민사 집행의 목적으로 연방 이민 당국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정부 기관 및 공무원이 개인의 이민 신분에 관해 묻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오스본 협회(Osborne Association)의 Elizabeth Gayne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기 위해 고안한 장벽을 요구하면서 운영이 중지된 시점에서, 뉴욕주는 장벽을
허물면서 과거는 미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개인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스본 협회(Osborne Association)는 Cuomo 주지사가 그 장벽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문호를 개방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Immigrant Defense Project)의 Alisa Wellek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오랜 기간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에 직면해 있는
이민자 뉴욕 주민에 대한 사면을 통해, Cuomo 주지사님은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끝나지 않을 사람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뉴욕주 이민자에게 Trump 대통령의 혐오스러운 어젠다에 맞서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싸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지사실과
우리의 이민자 사면 프로젝트(Immigrant Clemency Project)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형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활의 실질적인 증거를 입증한 개인 7 명이 선고받은 형을
감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믿을 수 있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Andre Jenkins (52 세)는 1 급 강도 사건 유죄 판결로 22 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
받은 후 15 년간 복역했습니다. 2005 년에 Jenkins 씨는 서퍽 카운티에서 3 명을 상대로
강도 행위를 벌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총기 강도로 주장된 사건에서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 온 범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Jenkins 씨는 약물 남용 치료를 마쳤으며 교정 시설에서 학사 학위 및
석사 학위 모두를 받았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총기 폭력에 관련되는 것을 저지시키고
개인의 총기를 다시 사들이는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그룹인 내면의 소리(Voices from

Within)를 공동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싱싱(Sing Sing)의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의 회장을
지냈으며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 구호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Brian Masterson (42 세)은 1 급 강도 사건을 6 번 저질러 18 년형을 선고 받은 후
12 년간 복역했습니다. Masterson 씨는 2006 년에 버펄로에서 아무도 부상 당하지 않은
일련의 강도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Masterson 씨는 제네시 커뮤니티 칼리지(Genesee Community
College)의 준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수감된 퇴역군인 지원 단체와 약물 남용 치료
그룹을 모두 도왔습니다. Masterson 씨는 또한 성인 기초 교육 보조 교사였으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Youth Assistance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참가자였습니다. 그는
이 요건을 완료한 후 약물 남용 상담 교사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리
카운티의 도장공 노조에서 일자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Eugene Bush (52 세)는 2 급 무기 소지 유죄 판결로 25 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 받은
후 22 년간 복역했습니다. 그는 1998 년에 브루클린에서 작동이 되지 않는 권총을
소유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Bush 씨는 자신이 살아 온 범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Bush 씨는 도서관 직원으로 일하면서 모범수 구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석방 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Bush 씨는 상담직을
비롯하여 다수의 일자리 제안 중 하나를 받아들인 후 만성적인 건강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아내 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Alphonse Riley-James (49 세)는 1988 년에 2 급 살인, 1 급 강도, 1 급 절도, 2 급 무기
소지 유죄 판결로 50 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 받은 후 30 년간 복역했습니다. 18 세의
나이에, 그는 두 남자의 죽음으로 끝난 마약 거래의 일원으로 올버니까지 한 그룹과
동행했습니다. 그룹의 일원이었던 Riley-James 씨는 실제로 살인 사건 피의자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Riley-James 씨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Riley-James 씨는 기초 법률 연구를 가르치고 체스 클럽을 이끌며 아내와
함께 금융 문맹 퇴치 소식지를 발간하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리더입니다. 그는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법률 도서관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아동 센터의 자원 봉사자이자
자원 봉사 성인 문맹 퇴치 교사입니다. Riley-James 씨는 그의 법률 보조원 인증을 받은
후 석방시 법률 보조원으로 일할 계획입니다.
Roy Bolus (49 세)는 1988 년에 2 급 살인, 1 급 강도, 1 급 절도, 2 급 무기 소지 유죄
판결로 75 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 받은 후 30 년간 복역했습니다. 18 세의 나이에,
그는 두 남자의 죽음으로 끝난 마약 거래의 일원으로 올버니까지 한 그룹과
동행했습니다. 그룹의 일원이었지만 Bolus 씨는 실제로 살인 사건 피의자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Bolus 씨는
학사 학위 하나와 석사 학위 두 개를 취득했으며 현재 교육 리더십 분야의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는 에이즈 바이러스(HIV) 예방 코스를 가르치고 다양한 자선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예일 대학교 법학대학원(Yale Law School)의 팩트-리엔트리(PACTReentry) 프로그램의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석방이 될 경우, 그는 박사 학위를 마치고
가르치는 직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Michael Crawford (38 세)는 2 급 살인, 1 급 강도, 1 급 갇도 시도, 3 급 장물 소지 유죄
판결로 22 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 받은 후 20 년간 복역했습니다. Crawford 씨는
같은 마약 그룹에 연루되어 1999 년에 버펄로에서 콘서트 티켓을 훔친 개인에게 총격을
가하여 17 세의 나이에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Crawford 씨는 목사가 저지른 어린 시절 성적
학대의 생존자입니다. Crawford 씨의 증언은 학대자에게 70 년형을 선고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수감된 이후, 그는 자신의 고졸 학력 인증서(General Equivalency
Diploma, GED)를 취득했으며, 바드(Bard)에서 학사 학위를, 뉴욕 신학 대학교(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Crawford 씨는 어린이를 위한
뜨게질 의류와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기부 단체를 조직하는 등 자원 봉사 활동에
적극적입니다. Crawford 씨는 버펄로 소재 세인트 존 침례 교회(St. John Baptist
Church)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으며, 석방이 될 경우 그 제안을 수락할 예정입니다.
Dennis Woodbine (42 세)은 19 세 때인 1998 년에 브루클린에서 벌인 사건에 대해 2 급
살인 혐의 및 2 급 무기 소지 혐의로 25 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받은 후 약 22 년간
복역했습니다. 자신의 보석을 훔친 젊은이 일행을 쫓던 중 Woodbine 씨가 발사한 총에
무고한 행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Woodbine 씨는 허드슨 링크(Hudson Link)를 통해 머시 칼리지(Mercy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청소년 지원 멘토(Youth Assistance
Mentor)이기도 하며, 예술을 통한 재활(Rehabilitation Through the Arts, RTA)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정 시설에서 연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Woodbine 씨의 경우 PBS 다큐멘터리인 드라마틱 이스케이프(Dramatic
Escape)에서 RTA 성공 사례로 등장했습니다. 석방이 될 경우, 그는 최고의 사회 복귀
단체인 이주 전환 공동체(Exodus Transitional Community)에서 청소년 멘토로 일하고,
아내 및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따른 의붓 자녀들과 함께 살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 직속 사회 복귀 및 재통합 위원회(Re-entry and Reintegration
Council)의 공동 위원장인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 사법 제도의 목표는 일생 동안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배려심이 깊은 자비가 강력한 사회 구조를 만든 미국인의 이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사는 사면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이 개념으로 우리는 모든
이를 위해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뉴욕주를 우리가 자비를 얻을 수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의
Anthony Annucci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의는 반드시 자비로 조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면을 통해,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이 희망과 이해의 상징적인 곳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사회 복귀 위원회(Re-entry Council)의 공동 위원장인 Anthony Thompson 뉴욕
대학교 법학대학원(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으로 발현된 이 중요한 조치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치는 집단적으로 투옥시키는 일에 우리가
과도하게 의지하는 관행을 종식시키고 재활 및 개혁의 중요성을 깨닫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교정시설의 고등 교육을 위한 허드슨 링크(Hudson Link for Higher Education in
Prison)의 Sean Pica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구금되었던 주민이 가정,
지역사회,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 믿어주신 Cuomo 주지사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와 신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어진 이 두
번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남녀 주민들이 입증하는 것을 지켜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 혁신 센터(Center for Court Innovation)의 Greg Berman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 혁신 센터(Center for Court Innovation)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입증한 주민을
사면한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경험이 포함된 증거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들 즉 사회로 복귀하여 재활한, 범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리에서 습득한 지식으로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보복적인 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사면을 단행한, 전과가 있는 주민들은 범죄로
고통받는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을 평화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Patterson Belknap Webb and Tyler 의 Kathrina Szymborski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의뢰인 중 두 명인 Crawford 씨와 Woodbine 씨이 올해 사면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입증된 재활 활동, 탁월한 교육 성과, 해당 지역사회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한 그들의 헌신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그들이 교정시설에서 석방된 후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감형을 통해 뉴욕을 더욱 공정하고
온정적인 형사 사법 제도를 갖춘 곳으로 발전시키려는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노력을
응원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 법학대학원(CUNY School of Law)의 Steven Zeidman 형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뢰인인 Alphonse Riley-James 씨, Roy Bolus 씨, Andre
Jenkins 씨 등이 그동안 이룩한 공을 인정하고 평가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며 교정 시설의 벽을 넘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이바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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