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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개인 3명 사면

자책감을 보이면서 재활에 힘쓰고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입증한 개인의 죄를
감형하는 연중 사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활과 지역사회에 헌신해 오면서 그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준 개인 3명을 사면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성공적으로
재활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행동으로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형사 사법 제도의 공정성과 연민을 소중히 여기며 이 뉴욕
주민들에게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무료로 사면 신청 대변에 협력해주신 전국 형사 변호인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riminal Defense Lawyers)와 법정 최저형에 반대하는 가족(Families
Against Mandatory Minimums, FAMM) 및 보상 없이 이러한 사건을 맡아주시는
헌신적인 자원봉사 변호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지사는 두 명의 형을 완전히 감면하고 한 명의 형을 감형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구금
중에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활 및 교육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 감형
만 61세의 Freddie Harris는 2건의 절도 2급 범죄로 17년 내지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중
15년 반을 복역했습니다. Harris 씨가 2004년에 저지른 두 건의 절도에서 아무도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동안, Harris 씨는 마약중독자 모임(Narcotics
Anonymous)에 참여했으며, 고졸 학력 인증서(GED)를 취득했으며, 제네시 커뮤니티
칼리지(Genesee Community College)를 통해 여러 학기 대학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직업 교육을 이수했으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주제에
대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형제와 함께 살 것이고 석방 시 고용
제안을 받을 것입니다.
만 58세의 Juan Serrano는 3건의 절도 2급 범죄 및 1건의 강도 2급 범죄로 35년 내지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중 22년 반을 복역했습니다 그는 2000년에 일련의 절도에
참여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강한 자책감을 표현했습니다. Serrano 는 재활의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약물 남용 치료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감된 사람들을 위한 약물 남용 상담을 촉구하는 선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Serrano 씨는 고졸 학력 인증서를 취득하고 배관, 전기 작업, 석조, 목공 및
용접 분야에서 직업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는 주택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보좌관, 재고
관리자, 라티노 엔 프로그레소(Latinos en Progreso) 그룹에 대한 목사 보좌관 및 식당
대표를 맡았습니다. Serrano 씨는 석방 후 브루클린에서 아내와 함께 살며 성경 공부
교사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감형
만 30세의 Freddie Harris는 절도 미수 1급 범죄로 13년 내지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중
8년 반을 복역했습니다. 2011년에 Fatico 씨는 남자 친구가 아파트에 들어가 입주자를
대상으로 강도를 하게 도왔습니다. 해당 사건 동안 Fatico 씨의 남자 친구와 피해자가
물리적인 싸움을 벌여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Fatico 씨는 싸움 중에 아파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사에 협력하고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녀의 남자친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Fatico 씨는 준학사 학위를 위해 공부했고
교도소의 유아 치료 센터에서 자원봉사했습니다. Fatico 씨는 13년에서 11년으로
감형받았으며, 2021년에 석방 자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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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는 주 전역의 부서 시설에서 제공되는 여러 학술, 직업 및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이 지역사회에 석방 및 재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의 칼리지가 30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업
분야에서 준학사, 학사 및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의 직업 및 산업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은 화장품 및 이발사, 전기
소매업, 배관 및 난방, 용접, 컴퓨터 정보 기술, 광학 기술, 제거 서비스, 서브세이프 요리
인증(ServSafe Culinary Certification) 등의 분야에서 교육, 인증 및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또한 부상당한 참전 용사 및 긴급상황 대처자를 위한 보조견, 법
집행관을 위한 폭발물 탐지견을 키울 수 있도록 수감된 개인을 훈련시키는 개인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퍼피스 비하인드 바(Puppies Behind Bars)와 개인이 시각 예술,
음악, 영화, 연극, 무용, 창의적 작문, 목소리를 아우르는 창작 예술 프로그램인 예술을
통한 재활(Rehabilitation Through the Arts)에 참여할 재활 기회를 받습니다.
주지사 취임 이후 뉴욕은 주 역사상 어떤 주지사보다 많은 15곳의 감옥을 폐쇄했으며
주의 수감자 수를 30% 이상 줄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17,602명의 남성과 여성
수감자가 줄어 뉴욕이 국내에서 가장 구금을 적게 하며 가장 안전한 주가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자로, 주 교정 시설의 총 수감자 수는 38,817명이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5,000명 이상 감소하여 1986년 이후 가장 낮은 뉴욕주 교도소 총 감금 인구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걸쳐, 이 부서는 개인별 검토를 바탕으로 각 개인이 주택
및 보건 등 지역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에 연결되도록 조기 석방
기회를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조치로 1,861명의 개인이 석방되었으며, 여기에는
낮은 수준의 가석방 위반이 취소된 791명, 폭력이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가장
이른 석방 날짜의 90일 이내인 1,062명, 임신 또는 산후, 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가장 이른 석방 날짜의 180일 이내인 여성 8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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