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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월 17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주대법원주대법원주대법원주대법원 항소부의항소부의항소부의항소부의 인사를인사를인사를인사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이이이 임명으로임명으로임명으로임명으로 제제제제1과과과과 및및및및 제제제제2과의과의과의과의 공석을공석을공석을공석을 채우다채우다채우다채우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대법원 항소부의 제1과 및 제2과 공석을 채우기 위한 판사 인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제1과는 뉴욕과 브롱스 카운티를 아우르고 제2과는 기타 세 곳의 뉴욕시 보로와 

롱아일랜드 및 Hudson Valley 남부를 비롯한 10개 카운티 지역을 포함합니다.  

 

“Kapnick, Duffy, LaSalle, Maltese 판사님들을 항소부에 임명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은 법률 경험과 현명한 판결을 보여준 폭넓고 

뛰어난 경력을 법원에서 꽃피우실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새로운 직무에서 뛰어난 지성과 

무결성을 보여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항소부항소부항소부항소부 -제제제제1과과과과 피임명자피임명자피임명자피임명자 

 

Barbara R. Kapnick –Kapnick 판사는 2001년에 뉴욕 카운티 대법원 판사로 선출되었고 2008년에 

상사법무과(Commercial Division)에 배속되었습니다. 이분은 1992년 뉴욕시 민사법원의 판사로 

선임되면서 판사 활동을 시작하였고, 1994년에는 뉴욕 카운티 대법원의 대법원판사 대리 로 

지명되었습니다. 민사법원에 선임되기 전에는 민사법원 및 대법원에서Ethel B. Danzig 판사의 

법률보좌관으로 활동하였고, 뉴욕 카운티 대법원에서 Michael J. Dontzin 판사의 수석법률서기관을 

역임하였습니다. Kapnick 판사는 현재 뉴욕시 대법관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법률윤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apnick 판사는 1975년 Barnard College에서 

영어학 분야 우등생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1980년에 Boston University 법학과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습니다. 

 

항소부항소부항소부항소부 – 제제제제2과과과과 피임피임피임피임명자명자명자명자 

 

Colleen Duffy –Duffy 판사는 2011년 Westchester 카운티 대법원 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분은 

1998년에 Mount Vernon 시법원에 배속되었고, 이후 1999년에 Earnest D. David 시장에 의해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2003년, Jonathan Lippman 수석행정 판사가 Duffy 판사를 Westchester 카운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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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판사 대리로 임명하였고, 이후 Duffy 판사가 이 직무에 출마해 2005년에 선출되었습니다. 

2008년, Ann Pfau 수석행정판사가 Duffy 판사를 Westchester 카운티의 대법원 판사 대리로 

지명하였고, 2010년, 그녀를 Westchester 카운티의 대법원 판사로 임명하였습니다. Duffy 판사는 

1989년 뉴욕시 소재 Gibson, Dunn & Crutcher 법률회사에서 소송전문 어소시에이트로 법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그녀는 Unilever United States, Inc의 법률고문(Assistant General 

Counsel)으로 활동하였습니다. Duffy 판사는 1981년 College of New Rochelle의 School of Arts & 

Sciences에서 영어학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부문에서 우등생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1983년에는 Boston University의 School of Public Communication에서 국제홍보 및 공무(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and Public Affairs)로 석사학위를, 1989년에는 New York University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Hector D. LaSalle – LaSalle 판사는 2008년 Suffolk 카운티 대법원 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2008. 

2012년부터 LaSalle 판사는 제9 및 제10 재판구의 AT(Appellate Term) 판사로도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LaSalle 판사의 법률 분야 경력은 1993년 Suffolk 카운티 지방변호사(DA) 사무실에서 

지방검사보로 시작하였습니다. 1999년, 그는 뉴욕주 법무장관 휘하의 법무차관으로 

합류하였습니다. LaSalle 판사는 2002년 Suffolk 카운티의 DA 사무실로 돌아와 Lead Gang 검사 및 

특별수사사무국의 부국장(Deputy Bureau Chief)이 된 후 2008년에 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1990년에 Penn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3년에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Joseph J. Maltese - Maltese 판사는 2011에 Richmond 카운티 대법원 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1991년 뉴욕시 민사법원 판사로 선출되면서 법조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해에 

형사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1996년, Pataki 주지사는 Maltese 판사를 청구재판소 판사로 

임명하였고, 이 곳에서 Richmond 카운티 대법원 판사대리로 활동하다가 2011년 현직에 

선출되었습니다. Maltese 판사는 뉴욕 소송조정패널(Litigation Coordinating Panel)에서 

연방대법관과 사법자문위원회(Judicial Advisory Board) 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1974년 항소부 제2과에서 정신위생 법률서비스 카운셀로, 이후에는 John Kelly 판사의 

수석법률서기관으로 활동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판사로 선출되기 전에는 민형사 

소송을 전문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Maltese 판사는 JAG Corps의 일원 및 미 ATJ(Army Trial 

Judiciary)의 군판사 활동을 포함하여 30여년에 걸친 현역 및 예비역으로 활동한 후 미육군 

예비군에서 전역하였습니다. Maltese 판사는 현재 뉴욕법과대학에서 비상근 법률학 부교수와 

NJC(National Judicial College)의 교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1970년에 CUNY의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에서 형사행정학 & 행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1973년에 New York Law 

School 에서 법학박사를, 그리고 New York University, University of Nevada, Touro College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제1과 및 제2과 사법심사위원회(Judicial Screening Committees)는 주지사에게 “우수한 인재”라고 

평가 받는 후보자들을 천거하였습니다. 이들 후보자들은 청렴성, 독립성, 리더십, 지성, 사법 능력, 

판결, 성품 및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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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헌법 및 판례법에 따라 주지사는 대법원 판사로 선임된 후보자들 중에서 각 항소부의 

판사들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명은 상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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