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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6세 및 17세에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100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에게
사상 최초로 조건부 사면 단행

국내 최초의 이 조치는 16세 또는 17세에 경범죄나 비폭력성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뉴욕 주민들에 대해 취해졌음
주지사는 5명에 대한 사면을 포함해서, 12명에 대해 사면 및 감형 조치를 취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성년자였을 때 비폭력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10년 이상 범죄 없이 생활해온 100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에 대해 최초의 조건부
사면을 발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이러한 국내 최초의 조치를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청년 사면 조치이며, 주지사가 2011년에 취임한 이래
가장 대규모의 사면 조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뉴욕 주민들은 자신들의 갱생을 증명하면서
최소 10년 이상을 보내왔지만, 유죄판결의 오명과 그에 따른 장애물로 인해서 사회에
완전히 재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은 기회의 땅이며,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개인들에게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고, 가족을 부양하며,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보다
정당하고, 공정하며, 온정적인 뉴욕을 향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렸을 때 범죄를 범했던 뉴욕 주민들을 사면함으로써, 주지사는 일반 공중에 거의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 한편으로, 성인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대학에 입학하며, 주거를 찾고, 소정의 직업에서 자격증을 받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담을 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여된 사면은
조건부이며, 이는 해당 자가 예상을 깨고 다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사면이 취소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면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지사의 웹사이트 ny.gov/services/applyclemency를 통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각각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사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사면을 부여하도록 주지사에게
추천할 것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를 범한 시점이 16세 또는 17세였을 것.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해당되는 바에 따라 해당 범죄로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지 최소 10년이 경과되었을 것.

 그 시점 이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경범죄 또는 비폭력성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
 성범죄로 본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현재 뉴욕주 주민일 것.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왔을 것.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생산적 구성원일 것을 요하며, 이는 해당 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거나, 재학 중이거나, 적법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
사면을 신청하라는 일반적 공지 이외에, 행정부에서는 연락처 정보가 확인되는 적격
후보자들에게 사면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서신을 보냄으로써, 사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접촉을 취했습니다.
주지사의 조치는 유죄판결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장애물을 철폐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는 유죄판결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장애물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재진입 및 재통합 위원회(Council on Community
Re-Entry and Reintegration)의 창설도 포함됩니다. 올해, 주지사는 행정 조치에 대한 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락했으며, 여기에는 가석방위원회가 가석방결정을 내릴 때
재소자가 공공 안전에 대해 현재 미치는 위험을 고려하도록 요구한 조치,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이전에 수감되었던 뉴욕 주민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기업체들에 대한
보험부보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16세 및 17세에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 오늘 이루어진 조건부 사면 조치는
Raise the Age 아젠다 및 그 밖의 형사 사법 개혁 조치를 진전시키는 것에 대한 주지사의
전념을 재확인합니다.
작년에 주지사는 미성년자들을 성인에 대한 주립 교정시설에서 이감시키는 행정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미성년자들이 이곳에 수감되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나이든 수감자들로부터 더 나은 범죄자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의 행정 명령의 결과로서,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는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모든 여성 청년들과 초급 및
중급 보안 분류 등급의 모든 남성 청년들을 성인 시설에서 허드슨 교정 시설로
이감했습니다.
행정 명령의 일환으로 교정감독부는 어린 범죄자들에 대한 청년 기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담당 인력을 훈련하는 한편으로, 담당 인력, 재소자 및 주변 지역사회의 안전도
보장하기 위해서, 뉴욕주 아동가족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과도 협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잠정적 조치일뿐이며, 주지사는 일정
기간 동안 범죄 없이 생활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에 범했던 범죄 기록을 말소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된 Raise the Age 법률 패키지를 통과시키도록 의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지사는 5명에 대한 사면과 5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취했으며, 아울러 2명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긴 형기를 감형함으로써 이들은 이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개인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 갱생을 보여주었고, 생활에 있어서
긍정적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청년 사면 프로그램 최신 소식
오늘, Cuomo 주지사는 경범죄 및 비폭력성 중범죄 등의 범죄로 16세 또는 17세에
유죄판결을 받았던 101명의 자격을 갖춘 뉴욕 주민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따른
최초의 조건부 사면을 발령했습니다. 사면된 101명 전원은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이고 기여하는 구성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사면은 취업 기회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다음 개인들에 대해서 갱생 노력에 대한 대가로 감형 조치를
취하고, 긍정적인 기관 관리 기록 및 조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Anthony Desmae는 34세이고, 2급 강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10년의 형기 중 거의
8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는 2014년에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자기 개선에 뛰어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Mr. Desmae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퇴역하는 미군들을
위한 도우미 개를 재소자들이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인 Puppies Behind Bars에서 그룹
퍼실리테이터 및 인증 동물관리자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고졸검정고시 과정 보조 교사로도 일했습니다. 석방되는 경우, 그는 15세 및 11세인 그의
두 자녀와 재결합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플로리다에 있는 그의 부모 곁으로
이사하고, 플로리다주 교정시설들을 위해서 Puppies Behind Bars와 유사한
비영리조직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Matthew Hattley는 49세이고, 2급 살인죄로 25년형 내지 종신형을 선고받아 그 중 24년
이상을 복역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약물 남용 및
공격성 치료 워크숍을 선도하며, 뉴욕 샤완겅크의 지역 신문인 Shawangunk Journal에서
자신의 정기적인 칼럼을 통해 동료들을 대변하는데 전념해왔습니다. 그는 교정 시설
담당자들과 기관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례는 주지사의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률구조협회 및 로펌 Kirkland and Ellis에 의해서 프로보노로
취급되었습니다. 석방되는 경우, 그는 난방시스템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동시에 형사
범죄에 관여될 위험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상담 업무에도 종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Charlie Lee는 73세이고, 16년의 형기 중 13년 이상을 복역했으며, 그 이전의 범죄
전력은 없습니다. 그는 다투던 중에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사살한 죄로 2004년에
뉴욕 카운티에서 1급 단순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는
공격성 대체 훈련을 포함해서, 그의 주된 교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서, 2004년에 귀화한 미국 시민이 된 사람으로서, Lee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석방되는 경우, Lee는 지역사회에서 통역사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노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가족과도 다시 연락할 계획입니다.
Felipe Rodriguez는 51세이고, 2급 살인죄 및 4급 불법무기소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25년형 내지 종신형의 형기 중 거의 27년을 복역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Rodriguez는 예배와 성경 학습 모임을 이끌고, 시설의 가톨릭 뉴스레터에 기여하면서,
가톨릭 신앙의 헌신적 지도자로서 탁월하게 활동했습니다. 2013년에는 그의 종교적
노력을 인정해서 뉴욕 대주교인 Timothy Dolan 추기경이 그를 방문해서 칭찬했습니다.
Rodriguez는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2008년에 악명 높은 뉴욕의 연쇄살인범 Artie
Shawcross가 죽기 전에 속죄하도록 Shawcross를 인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6년에 걸쳐, 그는 석조공사, TV 및 라디오 수리, 이발은 물론이고 HIV/AIDS 상담
분야에서 훈련을 받음으로써 석방 후의 생산적 생활을 준비해왔으며, 이 모든
강좌들에서 강사들로부터 높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Felipe Rodriguez는 그가 수감되었을
때 3살이었던 자신의 30세된 아들과 재결합할 것이며, 돌아가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Valerie Seeley는 61세이고, 그녀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살해한 후 2급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19년형 내지 종신형의 형기 중 15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받은 보호명령을 포함해서, 가정폭력의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전에 가정폭력 지원 단체인 Steps to End
Family Violence (STEPS)에 의지했으며, 수감 기간 내내 이 단체와 적극적으로
교류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공격성 대체
치료를 포함해서 모든 갱생 프로그램을 받음으로써 스스로를 개선시켜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양호한 교정 기록을 갖고 있으며, 석방되면 그녀의 딸과 함께 생활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2명의 개인에게 이례적으로 긴 형기를 감형해주었으며, 이들이
2017년 1분기 내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Judith Clark는 67세이고, 75년형 내지 종신형의 형기 중 35년이 넘는 기간을
복역했습니다. 1983년 10월 14일에 그녀는 1981년 브링스 무장차량 강도사건에서 도주
차량을 운전한 이유로 록랜드 카운티에서 2급 살인죄 및 1급 강도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본인이 출두했던 Clark는 6명의 공동피고인들
중 가장 긴 형기 중 하나를 받았으며, 나머지 공동피고인들 대부분은 사망했거나 더 이상
복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알려진 총기 사용자들 중 한 명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일한 여성 공동피고인이었던 Kathy Boudin은 기초가 된 범죄에
참여한 사항이 Clark와 유사했지만, 20년의 최저형을 선고받았고, 2003년에 가석방된
다음 2010년에는 가석방 감독이 해제되었습니다. Bedford Hills에 있는 동안, Clark는
자기 개발에 있어서 탁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Mercy College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보육 프로그램에서 출산 전 강좌를 가르치고, HIV/AIDS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Puppies Behind Bars 프로그램에서 도우미 개를 훈련하고, 대학
강사로서 봉사하는 등 광범위한 교도소 프로그램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완벽한 교정 기록을 유지해왔으며, 모범수 시설에서 생활합니다. 그녀의 본래
형기에 따르면, 그녀는 106세가 되어야 가석방 자격을 갖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에 그녀는
자연적인 수명 동안 가석방 심사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Jim Whitt는 50세이고, 오래된 록펠러 마약규제법률들의 가혹한 형량 기준하에서
1990년대 후반에 33년 4개월 내지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20년 이상을 복역했습니다.
그가 1급, 2급 및 3급 규제약물 불법판매죄와 1급 공모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당시에
그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25년형 내지 종신형에 해당되는 동시 병합 사건의 형을
받아 복역하고 있으며, 이는 연속해서 진행된 보다 작은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로 인정된
보다 단기의 형기에 의해서 더욱 늘어났습니다. Whitt는 이전에 전과가 없었던 비폭력성
범죄자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규율 위반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형이 없었다면,
그는 63세가 되는 2030년이 될 때까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록펠러 마약규제법률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늘날 기소되었다면, 그는 종신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번 감형을 통해서, 우리는
록펠러 마약규제법률 시대의 무관용 종신형 처벌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다음 사면을 발령했습니다:
DeJuan Callender는 42세이고, 2002년에 발생된 사고에서 난동을 부린 행위와 면허
없는 차량 운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범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범죄 전력 때문에 2005년에 국가에서 추방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명령이 처음에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Mr. Callender는 뉴욕의 화이트
플레인즈에 있는 주거지를 위해서 도어맨으로 등록되어 꾸준하게 일해왔으며, 여러
주민들이 그의 노력이 윤리적이고 양호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그는
2005년의 추방 명령에 기초해서 연방 이민세관집행당국의 구금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6세된 아들과 부인을 두고 있으며, 그들 모두 미국 시민입니다. 그의 갱생에 대한 증거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미국으로부터의 추방에 대한 특수 상황에 기초해서, 주지사는
추방 명령의 근거가 된 2002년의 범죄행위를 사면했습니다. Mr. Callender는 변경된
상황으로서의 사면을 이용해서, 이민 법원에 그의 추방 명령을 재심리해달라고 청구할
것입니다.
Jessica Ennist는 33세이고, 심하게 음주하는 기간 동안 3급 음주운전 및 공격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 칼리지도 중도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06년의 마지막 유죄판결 이후에 술에 취한 적이 없으며,
교도소에서 약물남용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중독과 싸우는 여러 청년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Montana State University의 Bozeman Graduate Chemistry
Department에서 박사 과정 학생으로 재학 중이며, 연구 화학자가 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SUNY Louis Stokes Alliance for Minority Participation (SUNY
LSAMP)의 회원으로서 과학 분야의 젊은 유색 인종 여성으로 포상을 받았으며,
2011년부터 “SUNY LSAMP 학생 성공 스토리” (SUNY LSAMP Student Success
Stories)보고서에 게재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녀는 2010년 4월에 뉴욕주 Collegiate
Science and Technology Entry Program (CSTEP)으로부터 명예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서 Ms. Ennist는 연구 화학자로서 연방 연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면이 없었다면 그녀의 과거 유죄판결로 인해서 이 신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Kelly Jarrett은 64세이고, 1977년에 1급 살인 및 강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후
그녀는 1979년에 2급 도주죄 및 1급 도주 시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전부
합해서 28.5년형 내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에 Ms. Jarrett은 28.5년의 최소
형기를 마친 후 석방되었으며, 2008년에는 가석방 감독이 해제되었습니다. 수감 기간
내내, 그녀는 탁월한 규율 기록을 유지했으며, AIDS 및 암으로 고통받는 말기의 재소자
환자들을 위한 간병인으로서 교도소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이러한 동정심은 교도소
밖에서 그녀의 직업으로도 연장되었으며, 지난 13년 동안 그녀는 가톨릭 수녀원인
Franciscan Missionary Sisters of the Sacred Heart에 거주하면서 일했으며, 여기에서
그녀는 병들고 연로한 수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그녀는 간호 학교에
다녀서, 그녀의 취업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간호 자격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Anthony Papa는 62세이고, 1985년에 1급 규제약물 불법판매죄 및 1급 규제약물
불법소지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전의 록펠러 마약규제법률에 따라 15년형
내지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12년 복무 후, 1996년 12월 23일에 이전의 주지사인
George Pataki로부터 감형을 받았으며, 1997년 1월 23일에 가석방되었고, 2002년 1월
25일에는 가석방 감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Mr. Papa는 작가이자 화가입니다.
그는 12년의 복역 동안 생활하고 그림을 그린 그의 경험에 관해서 2권의 책을
출판했으며, 그 책들의 제목은 This Side of Freedom: Life After Clemency (2015)와 15 to
Life: How I Painted My Way to Freedom (2004)입니다. 그의 예술 작품은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등의 박물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Mr. Papa는
주거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배심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회복하기를
희망합니다.
Mitchell Pine은 63세이고, 6등급 규제약물 불법판매시도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5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그 이래로 자폐증이 있는
2명의 성인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로서,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 지역에서 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자폐증이 있는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위한 양육
워크숍에 관여하고, 자폐증이 있는 개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자폐증 서비스 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Mr. Pine은 자신의 아들의 보험과 의료 필요사항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18세의 막내 아들을 위한 법적 후견인으로서 등록하기 위해서
플로리다 법원 시스템에서 신청을 재개하기 위해 이번 사면을 이용할 것입니다.
프로보노 프로젝트 최신 소식
2015년 10월에 주지사가 발표한 프로보노 클레먼시(Pro Bono Clemency)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뉴욕주 변호사협회, 뉴욕 법률구조협회, 뉴욕 카운티 변호사 협회, 뉴욕시
변호사협회, Prisoners’ Legal Services of New York’s Pro Bono Project, 그리고 오논다가
카운티의 자원봉사 변호사 프로젝트에서 온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1월에 Executive
Chamber에 의해 주최된 웨비나(webinar)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면 및 감형 신청 준비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에서 온 변호사들은 그들의 신청 패키지를
가지고 현재 뉴욕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개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지사실에서 검토해야 할 고품질의 사면 및 감형 신청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면 및 감형 신청에 관심있는 개인들은 작년에 개시된 Cuomo 주지사의 클레먼시
웹사이트 www.ny.gov/clemency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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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사면 또는 감형을 신청하도록 권장됩니다.
주 상원의원 Brad Hoyl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원했고, Judith Clark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준 이 감형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제가 4년 전에 처음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Bedford Hills 여성 교정시설에서 Judith를 만났으며, 그녀의 개인적인 속죄의 정도와
형사사법 시스템 내외로부터 이루어진 그녀의 감형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에 의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많은 양호한 노력, 동료 죄수들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자기
개선을 통해서, Judith는 갱생이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 이상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상원의원 George Latim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국외 추방에 직면한
DeJuan Callender의 사례와 같이, 누군가가 갱생에 성공했고, 자신의 자유에 대해 매우
실제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게 될 사면을 받을 자격을 갖춘 때를 인식한 점에 대해 커다란
공적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6세 아이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를
징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갱생을 위한 그의 여정과 성공 스토리를 이룬 점을 치하해야
합니다.”
하원의원 David Buchwal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그의 사면 및 감형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보여주었으며, DeJuan Callender의
사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국외 추방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주지사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로 개입했으며, 한편으로 그의 갱생과
아울러 재소자 지위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변모하는 것을 인정해주었습니다.”
Innocence Project의 선임 변호사 Nina Morri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Felipe
Rodriguez가 그의 수감 생활 내내 보여주었고, 그의 석방 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례적인 지역사회 봉사 기록과 타인에 대한 헌신을 Cuomo 주지사가
인정해준 점에 감사합니다. 주지사의 동정심 덕분에, 그는 26년이 더 지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과 재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국무장관 Rossana Rosad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지역사회 재진입 및
재통합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이 개인들에게 두 번째 기회이자 그들의 가족 및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오늘 조치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뉴욕 전역에 걸쳐 보다 굳건한 가정과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도록 돕기 위해서, 자신의 죄값을 이미 치른 이전의 수감자들이 직면하는
광범위한 어려움에 대처하는데 계속 전념합니다.”

Osborne Association 회장/CEO Elizabeth Gay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벽 뒤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Osborne은 범죄를 불문하고, 자신의 생활을 변혁시켰고, 공공
안전에 어떠한 위험도 초래하지 않으며, 오로지 그들이 야기했던 해악을 고칠 수 있는
기회만을 열망하는 많은 남녀가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오늘 감형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졌으며, 진정한 갱생을 보여주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땅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오로지 징벌에만 기반을 둔
시스템은 사회를 안전하거나 정당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각자에
대해서 속죄의 가능성을 확인함에 있어서, 그가 보여 준 용기와 지혜에 대해 찬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STEPS to End Family Violence 이사 Anne Patter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TEPS
to End Family Violence에서 일하는 우리는 Cuomo 주지사가 Valerie Seeley에 대한 형을
감형한 점에 대해 주지사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설립자 Mary
Nerney 수녀는 Valerie가 체포된 직후 그녀를 만났으며, Mary 수녀가 사망할 때까지
그녀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우리 기관이 Valerie와 맺은 오랜 상호관계
동안, 우리는 그녀가 폭력적인 파트너의 수중에서 견디었던 고통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흔치 않은 회복력, 파괴적인 상실에 직면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회한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Valerie가 수감되게
만들었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주지사의 인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의 고귀한
동정적 조치에 찬사를 보냅니다.”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의 실습 법학 교수이자 Center on Race,
Inequality and the Law 이사인 Anthony C. Thomp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를 행사한 점, 즉 이와 같이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에 대해 사면 및 감형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사면 및 감형은 어려운 사항일 수 있지만, 주지사는 이러한 개인들에 대한 자비와 속죄를
보여줌에 있어서 신중하고 사려깊은 접근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용기
있는 리더십에 대해 그에게 감사합니다.”
전직 NYC 시의회 의원이자 M. Cuomo 주지사 행정부의 여성부 디렉터였던 Ronnie
Eldridg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인들에게 사면 및 감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주지사는 사람이 변할 수 있고,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위한
긍정적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심오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교정
시스템이 징벌을 위한 장소일뿐만 아니라, 개혁하고, 갱생하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앞 길을 제공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입니다.”
Bard Prison Initiative 설립자 겸 상임이사 Max Ken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교도소에서의 대학 강의이거나, 재소자들이 사회에 재진입할 때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청년 기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지사는
우리가 이곳 뉴욕에서 형사사법 개혁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왔습니다.
이러한 사면 및 감형은 받을 가치가 매우 큰 공감대를 보여주며, 이러한 개인들과 그
가족들의 인생에 있어서 변혁적인 차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CUNY 교수 Steven Zeid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Judith Clark의 유난히 긴

형기를 감형하기 위한 그의 결정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공감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그녀에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교육을 받는
것이거나, 교도소에서 제공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타인을 돕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많이 자기 개발을 이루었는지를 가석방위원회에 보여줄
수 있는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법률구조협회 대표변호사 Seymour W. James,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시 정립하고, 우리의 뉴욕 지역사회에 다시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후보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면 및 감형 사건들에 대해 주지사실과 협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면 및 감형은 부당하게 가혹한 형벌에 대해서 항상 페일
세이프(fail-safe)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젊은 나이에 실수를 저질렀고, 스스로 갱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의 Prisoner Reentry Institute 이사 Ann
Jacob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석방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Judy Clark의
형기를 감형한 주지사의 조치는 원칙에 입각한 것일뿐만 아니라 고무적입니다. 이것은
최선의 미국적 가치, 즉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했던 최악의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갱생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주는 것임을 증명해줍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Judy는 도움이
필요했던 수감 여성들의 커뮤니티에서 중심적 구성원이었으며, 교도소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조차도 그에 대처하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발견해왔습니다. Judy는 Bedford Hills
교정시설 커뮤니티의 자산이었으며, 저는 그녀가 석방되는 경우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Alliance of Families for Justice 상임이사 Soffiyah Elija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자격을 갖춘 청원자들에 대해 감형과 사면을 통해서 관대한 조치를
취한 그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찬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의 결정은 속죄와 갱생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사람은 그가 수십 년 전에 누구였는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재 어떠한 사람인지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생존자인 Valerie Seeley의 사례에서, 이러한 감형 조치는 생명을 둘러싼
복잡한 일련의 상황들과 구타당한 개인의 고통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뉴욕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커다란 진전입니다.”
1970년대 후반 및 1980년대에 Kelly Jarrett을 변호했던 변호사이자 NYU 법학교수인
Claudia Angel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atsy Kelly Jarrett의 오랜 수감 기간 동안,
그리고 그녀가 가석방으로 석방된 이래, 그녀는 특별히 은총을 받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지사의 사면 조치는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조치입니다.”
전직 뉴욕주 사법공무원이었던 Scott Christianso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8년이 넘게 복역했던 Patsy Kelly Jarrett보다 사면에 더 적합한 대상자는 상상할 수
없으며, 가석방으로부터 조기 해제된 이래 그녀의 인생은 모범적이었으며, 이는 더
나아가 그녀가 사면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2005년에 석방된 이래(이 석방에
대해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방 또는 주의 형사사법 공무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음), Ms. Jarrett은 Peekskill에 있는 수녀원에서 연로하고 병약한 수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사면은 그녀가 가정 건강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어떠한 위험도 야기하지 않으며, 누구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선행의 귀감입니다.”
Pace Law School 법학교수이자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였던 Bennett Gersh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에 Kelly의 사건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Kelly의 용기, 인내심,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헌신에 항상
감명받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변혁적인
존재였습니다. 수감 중일 때와 그 후에 그녀가 취약하고, 약하며,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한 일은 문서로 잘 증빙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선행, 인간애 및 동정심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영혼을 고양시켰고, 희망을 고취시켰습니다. Kelly는 사면 조치가
적용되어야 할 정확한 대상자입니다.”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의 Criminal Defense & Prisoner Advocacy
Clinic 이사이자 법학교수이고, Kelly Jarrett의 변호사인 Abbe Smi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면은 자신의 인생을 보다 훌륭한 선행에 헌신하는 가장 특별하고 자격을
갖춘 개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거의 30년을 복역한 후에, Patsy Kelly Jarrett은 외부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녀가 돌보는 모든 사람이 호전되었으며, 그녀는
이제 범죄 기록의 장애물 없이 연로하고 병든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행정 권한을 행사한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이보다 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 회장이었고, Bloomberg 시장 당시에 뉴욕시 법무책임자였으며, 오랜
기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Michael Cordoz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가 이 주요한 정의의 추구에 있어서 그의 감형 권한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Judith Clark를 둘러싼 놀라운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저는 이 결정을
내린 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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