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7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추방에 직면한 7명의 개인에게 사면 허가  

  

이민자 지역사회와 전쟁 중인 Trump 대통령과 연방 정부에 맞서 Cuomo 주지사는 추방 

위협에 처한 가벼운 범죄 전과자들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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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비롯하여 이민자 지역사회를 

지키는 주지사의 전적에 기반한 사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과거에 저지른 가벼운 범죄로 추방 및 기타 이민의 

위협에 처한 일곱 명의 개인에 대해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은 Cuomo 주지사가 추방 

가능성에 처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면 권한을 세 번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12월에 18명의 다른 개인을 사면하도록 발표한 것이 이에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와 연방 정부가 우리 이민자 지역사회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뉴욕은 다양성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 믿으며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Trump 대통령이 혐오와 분리의 정치 어젠다를 실천하며 어머니와 자식을 

떨어뜨려 놓고 뉴욕 주민 중 추방자를 늘리려는 정책에 참여하는 동안 뉴욕은 우리 

이민자 지역사회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 항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정신으로 뉴욕은 

언제나 정부에서 드러내는 혐오에 맞설 것이며 모두를 위해 희망과 기회의 불빛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면 발표는 Cuomo 주지사가 이민자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이민자들을 연방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취한 최신 조치입니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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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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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 있는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이 분야 

최초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 “NaturalizeNY”를 출범시켰습니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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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달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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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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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mar Samuda, 35세, 가족 장례식을 위해 자메이카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수감되었습니다. 17년 전 전과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2월에 이민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추방되지 않으려 투쟁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수준의 

폭행 및 절도를 저지른 후 고졸학력인증서(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GED)를 

취득했으며 의사 보조 훈련을 완수하고 가정 간호와 의사 진료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의 홀어머니입니다. Samuda는 뉴욕시 공립학교 특수 교육에서 

보조로 일하기에 충분했으나 이민 수감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Carlos Suarez, 41세,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으로 시민권을 따기에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7년 9월에 선서식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시민권을 얻지 못했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는 매달 검사를 받으라고 하여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Carlos는 2009년 소절도를 저지른 후로 9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비즈니스 분석분야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Frank Barker, 43세, 바베이도스 출신이며 9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약물 중독으로 인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탈취 재산 및 규제 약물 소지, 

신원 도용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8년 동안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뉴욕시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 지원 주택 제공기관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 공인 상담자이며 브롱크스 지역사회 지지자입니다. Frank는 장애가 있는 딸을 

포함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Elpidio Rodriguez, 57세,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며 19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병원에서 하우스키핑을 하며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부인, 세 자녀, 두 손주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규제 약물을 소지하고 

심신미약 상태로 자동차 운전하여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Marino Soto, 43세, 콜롬비아 출신이며 1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코네티컷에 소프트웨어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도주의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규제 약물을 소지하여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Ludames De La Cruz, 53세,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며 규제 약물 판매를 시도하여 

유죄를 선고 받은 후 17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2008년 작업 중 부상을 입고 

장애를 얻기 전까지 주차장 요원으로 일하고 식품 서비스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총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강도를 여러 번 만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도 진단 받았습니다. 이제 Ludames는 암 투병을 하고 있으며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추방된다면 그곳에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조카 등 모든 가족이 뉴욕시에 살고 있어 투병하는 동안 Ludames를 방문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Jose Rafael Cruz, 53세,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며 규제 약물 판매를 하여 유죄를 선고 

받은 후 7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2년 반 동안 

구금되어있었으며 2017년 10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Cruz는 식품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며 병든 아버지와 사망한 누이의 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사회 복귀를 보상하고 가족과 다시 만나며 추방을 막고 뉴욕 주민들이 

사회에 완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주지사의 역량을 이용해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지사가 당선된 이후 사면 34건, 감형 12건, 청소년 조건부 사면 140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에 관심 있는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사면 관련 웹사이트www.ny.gov/clemency를 

방문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는 신청 자료의 전자적 제출을 포함해서, 사면 및 감형, 적격 

http://www.ny.gov/clemency#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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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