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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전국 최초로 주 정부와 국가단체가 협력하여 성공적인 무료 관용 확장
기획(PRO BONO CLEMENCY INITIATIVE) 발표

주 정부, 전국 형사변호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riminal Defense Lawyers,
NACDL), 하한 강제형 가정협회(Families Against Mandatory Minimums, FAMM) 및
기타 단체가 협력하여 관용 신청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 능력 확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무료 관용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전국 최초의
주 정부와 법률단체 연합 사이 협력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법재단(Foundation for Criminal Justice, FCJ), 하한 강제형 가정협회(Families Against
Mandatory Minimums) 및 기타 단체의 지원을 기초로 한 전국 형사변호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riminal Defense Lawyers, NACDL)와의 이 협력 관계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연방 프로그램이 Trump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중지된 이후에
성립되었습니다. 새로운 협력 관계는 2015년에 설립하여 범죄기록이 있거나 주 교도소
수감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료 관용 탄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주지사의
관용기획을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전국적으로 유명한 이 단체들은 구금된 사람들이
관용 신청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여 재활 계획을 세우고 사회복귀 기회를 얻는 것을
성공적으로 돕는 데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협력하여 우리 행정부와
파트너들의 역할을 확장하여 모든 사람에게 더욱 정의롭고 공정하며 동정심이 많은
뉴욕을 만드는 데 한발 다가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협력 관계는 더욱 많은 무료 변호사들을 확보하여 주지사의 변호사
사무실(Governor’s Counsel’s Office)에서 검토할 전문적인 관용 신청 지원을 꾸준히
제공할 것입니다. NACDL은 관용집행국(Executive Clemency Bureau)과 협력하여 두
번째 기회를 가질만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뉴욕의 관용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주지사는 뉴욕시 변호사협회(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뉴욕 컨트리
변호사협회(New York County Lawyers Association), 뉴욕주 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뉴욕 수감자 법률 서비스(Prisoners’
Legal Services of New York), 뉴욕주 형사변호인협회(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riminal Defense Lawyers) 및 기타 주 기관들의 지원으로 2015년부터 관용심사 기획을
실행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관용 신청에 대한 세심하고 총체적인 심사와
주지사가 심사할 강력한 탄원서의 수를 늘려주는 자원봉사 변호사들의 지원을
끌어냈습니다. 2016년에는 프로그램을 통한 무료 변호를 통하여 세 사람이
사면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약 1,700명의 관용 신청자들이 잠재적으로 선택되었으며 뉴욕주
정부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로 진행되는 기획의 자원봉사 변호사 수는 증가하여 더욱
많은 신청자를 도울 것입니다.
Obama 행정부에 의해 2014년에 실행되어 현재 중지된 연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단체들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4,000명 가까이 자원봉사 변호사들을 훈련해내어 무료
변호를 요구한 36,000여 명의 수감자 심사를 완성했습니다.
NACDL/FAMM 주 관용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자원봉사 신청 방법은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https://stateclemency.org.
변호사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사면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익 변호사의 지원이 있으면
수감자의 신청서 질이 높아져 주지사에게 최선의 호소가 제시될 것입니다.
2011년부터 Cuomo 주지사는 성격과 수감된 이후의 상황을 확실하게 바꾸는 재활과
자기 개발 증거를 입증하고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야심적인 관용 의제의 목적으로
수감자 10명의 형을 감해 주었으며 114명을 사면해주어 관용에 대한 접근성과 실질적인
신뢰감을 쌓았습니다. 그는 사면권을 이용하여 전국 최초의 감형으로 2016년 12월에
경범죄 혹은 10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16 혹은 17세의 비폭력 중범죄 판결을 받은
100명 이상의 뉴욕시민에게 처음으로 조건부 사면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사면에 관심 있는 사람은 Cuomo 주지사의 사면 관련 웹사이트www.ny.gov/clemenc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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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DL의 Norman Reimer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형사변호인협회(NACDL)는 사법재단(Foundation for Criminal Justice)과 하한 강제형
가정협회(Families Against Mandatory Minimums)와 같은 파트너와 협력하여 무료

변호사들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관용 신청 수감자들을 지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재활 능력을 갖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낸 Cuomo
주지사와 그의 행정부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의 Bret Parker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주지사 사무실과 협력하여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기를 바라는 개인 수감자들을
취급하는 이 훌륭한 기획을 계속 실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관련 부문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는 NACDL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뉴욕주 형사변호인협회의 Jennifer L. Van Ort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정부의 동료들과 일하면서 뉴욕 감옥에서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에 있어서 변호를 맡아줄 자원이
없는 신청자들을 위해 더욱 많은 변호사를 모을 수 있는 이 협력 관계는 정말 반가운 확장
기획입니다. 이 협력 관계로 더욱 많은 교육, 지도 및 의뢰인 자료에 대한 전자 접속을 할
수 있어 우리의 회원들이 더 좋은 변호를 실행하여 주의 재활 신청자들이 관용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수감 중인
뉴욕시민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법률구조협회의 판결 및 법률소송 후 변호 총책임자 David Loft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 사무실과 관용 사례를 함께 맡게 되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주지사가 법률구조협회와 우리의 무료 파트너가 변호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에 대한 판결 감형에 대단히 만족합니다. 우리는 관용 프로젝트에 합류할
NACDL에 많은 기대를 하며 법률구조협회는 그들과 협력하여 두 번째 기회를 가질만한
후보자들을 주지사의 관심을 받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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