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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개인 21명의 사면 단행  

  

자책감을 보이면서 재활에 힘쓰고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입증한 개인의 죄를 

걈형하는 사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반성, 재활 의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21명에 대한 사면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우리는 법을 공정하게 단행하면서도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유일하게 힘을 사용해 정당하게 행동의 

댓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자가 의미 있는 재활 과정을 통해 그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더욱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면 대상자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지역사회에 활발하게 기여하는 구성원이며, 오래 전의 유죄 판결에서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감형 대상자들은 성공적인 재활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보였으며, 다시 사회로 돌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는 공정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뉴욕을 만들기 

위한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사면 신청자를 대변하여 정의와 재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신 국선 변호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면 

 

Kaydian McKenzie(43세)는 2001년과 2002년에 2급 마리화나 불법 소지(Criminal 

Possession of Marijuana in the Second Degree)와 3급 불법 침입(Criminal Trespass in 

the Third Degree)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McKenzie씨는 18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등록된 간호사로서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기간 중 뉴욕주에 있는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전선 노동자로서의 역할 외에도 미국 시민 세 명의 

어머니이며, 현지 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혼자 살고 있는 고령의 

뉴욕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사면을 통해 

McKenzie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믈 수 있습니다.  

  

Rosario Pena(61세)는 1981년 및 1986년에 경절도(Petit Larceny) and 2급 경절도 

미수(Attempted Robbery in the Second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Pena씨는 

인신매매를 당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 노숙을 



 

 

경험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수 년을 보낸 Pena씨는 현재 34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면을 통해 Pena씨는 50년 이상 거주했던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Alejandro Padilla(57세)는 2005년에 5급 불법 규제 약물 판매(Criminal Sale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the Fifth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Padilla씨는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후 삶이 바뀌었으며, 다음 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약 16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기타 전과도 없으며 미국에 많은 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그와 함께 한 동반자와 여섯 명의 자녀가 있으며 모두 미국 

시민입니다. 사면을 통해 Padilla씨는 미국에 가족과 함께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Rosa Sosa Vega(59 세) 브롱크스에서 1991년에 3급 불법 규제 약물 판매(Criminal 

Sale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the Third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osa 

Vega씨는 타국에서 학대를 받던 중 탈출하여 미국에 도착한 직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역 중, 고졸 학력 인증(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GED)를 

획득하고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30년 동안 그는 범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손자,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통해 Sosa Vega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Harrison Redd(67세)는 브롱크스에서 1996년 3급 불법 규제 약물 판매 미수(Attempted 

Criminal Sale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the Third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Redd씨는 인생에 매우 어려운 시기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직장을 잃고 노숙자가 된 후 화재로 아파트가 전소했습니다. Redd씨는 4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으며 지난 24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면을 통해 

그가 미국 시민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Salvador Sabino Jimenez(63세)는 3급 불법 규제 약물 소지(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the Third Degree), 1급 강도(Robbery in the First Degree), 3급 

불법 무지 소지 미수(Attempted 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 in the Third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Jimenez씨는 디바이니티(Divinity)에서 학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1990년에 살바도르 복음주의 협회(Salvador 

Evangelistic Association)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교회에는 현재 국내 1,200명의 

회원과 200개 국제 지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는 재활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자서전을 포함하여 네 권의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는 또한 

푸에르토리코에서 허리케인 구호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10개의 명예상을 

수상했으며, 그 중 6개는 뉴욕주 의회 의원들이 선정한 것으로, 주로 허리케인 구호 

노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34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면을 통해 

그는 미국 시민이 되고 교회와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전 세계를 더욱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Natasha Joseph(34세), 2012년 2급 위조 미수(Attempted Forgery in the Second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Joseph씨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레스토랑 업계의 

관리자로 일하는 8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미혼모이며, 자녀 모두 미국 시민입니다. 사면을 통해 Joseph씨는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Victor Medina(53세)은 1998년에 3급 불법 규제 약물 판매 미수(Attempted Criminal 

Sale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the Third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2년 동안 Medina씨는 처음에는 건설 업계, 다음에는 트럭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현재 학교 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을 뉴욕시에 있는 학교로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Medina씨의 직계 가족의 대부분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병대(Marine 

Corps) 소속 아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통해 Medina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물 수 있게 것입니다. 

  

Edouard Connor(52세)는 1992년과 1993년 5급 불법 규제 약물 소지(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the Fifth Degree)를 비롯해 매춘 목적 

배회(Loitering for the Purposes of Prostitution) 등 매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Connor씨는 27년 동안 형사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거의 20년 동안 

의류 소매점의 바이어 겸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이너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는 뉴욕의 

활기찬 카리브해 미국인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뉴욕과 전 세계의 

카니발 축제를 위해 정교한 의상을 디자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 및 

교육 행사에 참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통해 Connor씨는 파트너, 

어머니, 형제자매 등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Zouhair Mouflih(43세)는 2000년 3급 중절도(Grand Larceny in the Third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Mouflih씨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22살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뉴욕시의 식품 서비스 산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Mouflih씨는 미국 시민과 결혼하여 미국 

시민인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20년간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면을 

통해 그는 아내 및 아이와 함께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Jolanta Wisniewska(58세)는 2005년부터 2013년 까지 경절도(Petit Larceny) 및 

경절도 미수(Attempted Petit Larceny)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는 상점 절도로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7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과 

결혼했으며 두 자녀와 세 명의 손주를 두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시민인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사면을 통해 Wisniewska씨가 미국에 남아 미국 시민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afael Hernandez(50세) 1994년 3급 강도(Robbery in the Third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Hernandez씨는 범죄 당시 23세였고 26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2년부터 뉴욕시 교정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rrection)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세 자녀와 함께 뉴욕에 살고 있고 이들 모두 

미국 시민입니다. 그는 아기일 떄 미국에 왔습니다. 사면을 통해 Hernandez씨는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Thomas Cabrera(52세)는 1990년 3급 불법 규제 약물 판매 미수(Attempted Criminal 

Sale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the Third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Cabrera씨는 3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합니다. 그는 또한 노숙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며 한 아들 하나를 낳았고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면을 통해 그는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Rosemarie Robinson(54세)은 2000년 3급 마리화나 불법 소지(Criminal Possession of 

Marijuana in the Third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최전선 노동자입니다. 요리사이자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 상황 중 보조 생활 시설에서 환자 돌봄 조무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29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고, 그 중 세 명은 미국 

시민이며 다섯 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Robinson씨는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자녀를 

부양했으며, 아직도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식당을 열기를 

바랍니다. 사면을 통해 그는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감형 

  

Maria Ordonez(26세)는 2018년 1급 과실치사(Manslaughter in the First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9년의 복역 기간 중 6년을 복역했습니다. Ordonez의 어린 

시절은 학대와 방치로 가득했습니다. 20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를 일삼던 남자친구를 죽였습니다. 복역 중, Ordonez씨는 직업 훈련 및 컴퓨터 

수리 교육을 받았으며 메리마운트 맨해튼 대학(Marymount Manhattan College)에서 

대학교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담당 교수들은 그가 연구에 보인 노력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그는 수감 생활 중 계속 작업에 참여했으며, 감독관으로부터 좋은 업무 

평가를 받았습니다. 석방 후, 그는 어머니 및 형제와 함께 살 계획입니다. 

  

Theresa Debo(64세)는 2006년 2급 살인(Murder in the Second Degree)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22년 종신형 중 16년을 복역했습니다. 어렸을 때, Debo씨는 

가학적인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당방위로 학대 가해자를 살해했으며 그 결과 

16년 감옥에서 복역해야 했습니다. Debo씨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Debo씨는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Debo씨는 호스피스 

구호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강아지 비하인드 바(Puppies Basin Bars) 뿐만 아니라 동문 

지원, 애완동물 손질 및 반려견 교육 훈련을 비롯한 여러 동물 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Arnold Raimondo(70세)는 1983년 2급 살인(Murder in the Second Degree) 및 2급 

불법 무기 소지(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 in the Second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50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39년을 복역했습니다. Raimondo씨는 

17세에 입대하여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베트남 참전용사입니다. 귀국 후,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한 파괴적인 행동 발현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그는 참전용사들이 치료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PTSD를 겪고 

있는 참전용사 수감자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Raimondo씨는 미국 범죄학회(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연례 학술 회의에서 발표된 PTSD에 관한 논문의 공동 

저자이며, 마리스트 대학(Marist College)에서 2학기를 이수했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모범수로 복역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를 쓰고 벽화를 그립니다. 석방 후 Raimondo씨는 

동생과 함께 살며 동생의 목공 사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Clifton Williamson(43세)은 1996년과 1997년 2급 살인(Murder in the Second 

Degree), 2급 강도 미수(Attempted Robbery in the Second Degree), 3급 불법 규제 약물 

소지(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the Third Degree), 4급 불법 

규제 약물 소지(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the Fourth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18살이었습니다. 그는 25년 종신형을 선고받아 

25년을 복역했습니다.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총을 발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Williamson씨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학대를 당한 가정으로 

입양당하기 전에는 위탁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학대를 긴고한 후, 그는 쉼터로 옮겼다가 

17세에는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수감 중 Williamson씨는 수학을 전공하고 2019년 

바드 프리즌 이니셔티브(Bard Prison Initiative)를 통해 GED는 물론, 준학사 학위, 학사 

학위, 전기기술사(Journeyman Electrician)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감자를 

위한 GED 튜터링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코넬 수감자 교육 프로젝트(Cornell Prison 

Education Project)에 참여했으며 바드 프리즌 이니셔티브의 토론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여 하버드(Harvard), 브라운(Brown), 버몬트 대학교(Vermont University) 

토론팀과 경쟁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Williamson씨는 피닉스 플레이어 셰익스피어 

시어터 그룹(Phoenix Players Shakespeare Theater Group)를 공동 창립하고 예술 

재활(Rehabilitation Through the Arts)에 참여했습니다.  

  

Jacinto Cedeno(55세)는 1996년 1급 불법 규제 약물 판매(Criminal Sale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the First Degree), 1급 불법 규제 약물 소지(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the First Degree), 2급 불법 규제 약물 

소지(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the Second Degree), 3급 불법 

규제 약물 소지(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the Third Degree)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38.5년에서 50년형을 선고받고 15년을 복역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Cedeno씨는 경영진과 시설 감독관을 지원하는 직책인 행정 

포터(Administrative Porter)를 포함한 다수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또한 약물 재활 

및 분노 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Cedeno씨는 수감 기간 동안 GED를 

취득했으며 모범수로 복역하며 종교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방 후, 그는 

모국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추방되어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Gus Bethea(38세)는 2003년 1급 강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ethea씨는 두 번의 

강도로 25년 종신형을 선고받아 18년을 복역했습니다. 수감 중, 그는 중일 때, 그는 GED 

수업에서 최우등 졸업자가 되었고, 허드슨 링크(Hudson Link)를 통해 뉴욕 주립 대학교 



 

 

설리번 커뮤니티 칼리지(SUNY Sullivan Community College)에서 준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자들은 대학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는 GED 강사, 예배당 서기 등을 비롯해 수감자들의 자녀를 지원하는 칠드런 오브 

프로미스(Children of Promise)의 수감자 대표로 봉사했습니다. 석방 , 그는 아내와 함께 

살며 형사 사법학(Criminal Justice) 학위 취득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Joseph Norman(60세)는 2004년 1급 강도(Robbery in the First Degree) 및 2급 

폭행(Assault in the Second Degree)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20년 종신형을 선고 받고 16년을 

복역했습니다. Norman씨는 수감 이후 마약을 하지 않았고 약물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그는 GED를 취득하고 폭력 해결 강좌에 참여했으며 식품 

서비스 관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Norman씨는 교도소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약 

10년간 모범수로 복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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