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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열린정부위원회의열린정부위원회의열린정부위원회의열린정부위원회의 임명자임명자임명자임명자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열린 정부와 정보 자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적인 

계획인 Sunshine Week 기간 동안 열린정부 위원회의 임명자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국무부에 

소속된 이 위원회는 정부, 일반대중과 뉴스미디어에게 정보의 자유, 열린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조언을 하고 감독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열린정부 위원회에 임명된 뉴욕 주민은 이 위원회에 중립적 대표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현재 주정부에 대한 일반대중의 믿음, 신뢰와 확신을 증대시키는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뉴욕 주민이 주정부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열린정부 위원회는 부주지사, 주국무장관, 일반 행정담당 국장, 주예산부 국장 등 4명의 당연직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의 임명직은 임시 주상원의장과 주의회 대변인이 각각 

임명한 사람과 주지사가 임명한 다섯 명으로 구성됩니다. 5명중에서 최소한 두 사람은 뉴스 

미디어의 대표이거나 대표였던 사람이어야 하며, 한 명은 임명 당시에 지방 정부의 선출된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대표이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주지사의 임명자는: 

 

M. Jean Hill (미디어) 

Ms. Hill씨는 Buffalo 주민이며 Buffalo의 ABC 방송 계열사인 WKBW-TV(Channel 7)의 앵커로서 

뉴욕주 서부지역에서의 12년 경력을 포함한 전직 방송국과 신문사 저널리스트입니다. 또한 

조지아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네트워크 계열 TV 방송국과 FOX 텔레비젼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위해 일했습니다. Ms. Hill씨는 Kiplinger Fellow이며 고등교육기관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쳤고, Buffalo 분교대학의 경영학과의 Executive Communicator 프로그램의 강사로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저널리즘 분야에서 다양한 수상을 했으며 지속적으로 프리랜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 M&T Bank에서 부사장 겸 최고 준법 책임자로서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Ms. 

Hill씨는 뉴욕주립대 Buffalo 분교에서 MBA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University of Georgia에서 

저널리즘 학사학위와 Ohio State University에서  저널리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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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비영리단체의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Buffalo/Niagara 지역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과 민간기관에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Hadley Horrigan (미디어)  

Mrs. Horrigan씨는 1999부터 2001년 사이에 AP 기자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Hillary Clinton과 Rick 

Lazio 미국 상원 캠페인, 2000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뉴욕주) 등을 포함하여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 AP를 통해 알렸으며 주 정부, 주, 전국 정치 캠페인, 스포츠, 환경, 교육 등 대한 현장 

보도 및 기획 보도를 담당했습니다. Hillary Clinton, 앨 고어, Rudolph Giuliani 및 Pat Buchanan 등의 

인물과 일대일 인터뷰도 담당했습니다.  Mrs. Horrigan씨의 기명 기사는 The Los Angeles Times, The 

Boston Globe, The Seattle Times 및 The Detroit Free Press와 같은 주 및 전국 유력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기자의 일을 그만 두고 유명한 현지 고객에게 전략적 홍보 

고문으로서의 일을 했으며 2개의 “Best in Show” 상을 포함하여 Public Relations Society of 

America로부터 다수의 “Excalibur Awards”를 수상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Buffalo Niagara 

Partnership에서 대정부 홍보, PR, 로비 활동, 이벤트 및 마케팅 업무를 했으며 2007-2008년에는 

뉴욕주 버팔로의 Empire State Development 최고 책임자로서 David A. Paterson 주지사와 전 Eliot L. 

Spitzer 주지사에게 뉴욕주 북부의 경제 개발 문제에 대한 조언을 했습니다. 1999년 Duke 

University의 Terry Sanford Institute of Public Policy에서 Public Policy Studies 부문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Peter D. Grimm (지방 정부) 

Mr. Grimm은 Troy 시에서 30년 이상 시민 지도자이면서 카운티 입법 위원으로서 일했습니다. 

그는 2005년 11월에 Rensselaer County 입법기관에 선출되었고 2009년에 재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수 십 년 동안 Troy에서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Troy에 대한 자부심을 특히 강조한 

Mr. Grimm은 Friends of Prospect Park, Mayor’s Beautification Council, Troy United Ink, Commission of 

Economic Opportunity, Community of Friends of Saint Patrick, F. Warren Travers Supreme Court Library 

등에서 몇 개의 지역사회 조직의 임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평생 Rensselaer County에 

거주했으며 50년 이상 City of Troy에서 생활했습니다. Saint Patrick's School과 Saint Mary's 

Academy를 다녔으며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를 졸업했습니다. 

 

David Schulz(재임명) 

Mr. Schulz는 Levine Sullivan Koch & Schulz, LLP에서 파트너로 일합니다. 30년 이상 저널리스트 겸 

뉴스 조직의 권리를 변호해 왔습니다. 또한 20개 주에서 비방, 프라이버시, 접근, 뉴스 수집 소송을 

담당했고 정기적으로 주 및 연방 법원에서 뉴스 조직을 정기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Mr. Schulz의 

고객에는 국제적인 뉴스 제공 서비스, 전국 및 지방 신문사, TV 네트워크와 방송국 소유주, 잡지 및 

책 출판사,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Columbia와 Yale 로스쿨의 강사입니다. 

국제 변호사 협회의 Media Law Committee 회장이며 표현의 자유와 Freedom of Information 

Law(FOIL)에 대한 출판물을 포함하여 다수의 기사와 보고서의 저자입니다. Mr. Schulz는 Chambers 

USA로부터 미국 최고의 수정헌법 제 1조 입법위원으로 인정 받았고  뉴욕의 저명한 수정헌법 

제 1조 및 미디어 변호사로 인정 받았습니다. Legal 500는 Schulz씨가 “정보 및 법원 이용의 자유 



 

Korean 

분야에서 전문가로 널리 인정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1974년 일리노이주 

Galesburg의 Knox College에서 차석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20년 이상 이사회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1976년 Yale University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78년 Yale Law School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Colleen Kavanagh 

Ms. Kavanagh는 Stroz Friedberg의 뉴욕 본사의 상무로서 첨단 디지털 법의학 업무를 주도하고 

공공 기관, 민영 기업, 로펌을 대신하여 복잡한 사이버 범죄와 온라인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troz Friedberg에서 일하기 전에 Ms. Kavanagh는 뉴욕 서부 지역의 미국 변호사 

사무소의 부변호사로서 거의 10년을 일했습니다. 또한 Chief of Public Integrity로서 뉴욕 동부 

지역의 가장 민감한 사건을 직접 감독 및 기소했으며 여기에는 선출된 공직자 및 책임 있는 직위를 

남용한 사람들에 대한 정밀 조사가 포함됩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Ms. Kavanagh는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법무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New York University의 로스쿨에서 연방 형사 

사건 기소와 관련된 윤리 문제, 전략, 실제 능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부교수로 일했습니다. 

Ms. Kavanagh는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에서 사회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에서 J.D.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Robert J. Freeman 책임자가 열린정부법과 관련된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합니다. 

 

열린정부 위원회의 집행 책임자인 Robert Freeman씨는  “이번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주지사는 

주의 각지로부터 현명하고 적극적이며 다양성을 가진 뉴욕주민을 초빙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이 위원회는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투명성 및 참여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도와주게 될 열린정부 위원회에 일련의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열린정부열린정부열린정부열린정부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소개소개소개소개  

 

열린정부 위원회는 1974년 최초의 정보자유법 FOIL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기 위한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오늘날의 정보자유법에 의거 지속되고 

있습니다. FOIL은 모든 뉴욕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을 반영하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국무부에 소속된 이 위원회는 정부, 일반대중과 뉴스미디어에게 정보의 자유, 열린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조언을 하고 감독합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에 대한 안내, 공공단체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그리고 주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지, 사용과 관련한 공정 정보의 표준실행방법을 포함하여 열린정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천하고 권고합니다. 정보자유법은 이 위원회가 정부기관, 일반대중과 뉴스 

미디어에 대한 조언과 문제규정, 그리고 이 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에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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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내용과 추천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린회의법(OML)에 의해 이 

위원회는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법의 집행을 검토하고 발견 내용과 추천사항을 매년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최초 법안 이후 FOIL과 OML법은 이 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제시한 추천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1974년 창립 이후 24,000개 이상의 서면으로 작성된 자문의견은 정부, 대중과 뉴스미디어의 

요청에 따라 이 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만의 음성 의견이 전화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부, 공공 이익, 뉴스 미디어 조직과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993년 초 이후에 준비된 교육적이고 선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견이 

온라인으로 관리됩니다. 

 

이 위원회와 이 위원회가 감시하는 법은 다른 관할구역의 모범으로서 국내외적인 인식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업무 성과와 경험은 국제 회의에서 전문가와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윤리법 

협의체 멤버십과 뉴욕주 변호사 협회의 미디어 법 위원회 참여를 통하여 위원회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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