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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항소법원항소법원항소법원항소법원 판사판사판사판사 지명자를지명자를지명자를지명자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대법원의대법원의대법원의대법원의 중간중간중간중간 상소법원의상소법원의상소법원의상소법원의 연방연방연방연방 대법원대법원대법원대법원 판사판사판사판사 Sheila Abdus-Salaam을을을을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항소법원항소법원항소법원항소법원 판사로판사로판사로판사로 지명하다지명하다지명하다지명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대법원의 중간 상소법원의 연방 대법원 판사 Sheila 

Abdus-Salaam을 뉴욕주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하였습니다. 이로서 Abdus-Salaam 판사는 항소법원 

판사를 역임하게 되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 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에서 가장 존경 받고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중의 한 분이신 Abdus-Salaam 판사는 그간 

활동해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재판 및 법률  지식을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가문에서 입신양명하여 뉴욕주 

대법원에서 수십년 간 봉직해온 Abdus-Salaam 판사는 뉴욕주 최고재판소까지 올라온 복잡한 법률 

문제뿐 아니라 뉴욕주민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Abdus-Salaam 판사의 뉴욕을 살기에 보다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한 헌신과 법에 대한 존경심은 

모든 뉴욕주민들의 삶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분을 뉴욕주 상원 후보자로 지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Sheila Abdus-Salaam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저를 뉴욕주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해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률 업계에 종사하면서 저는 항상 우리 주의 법을 

지키고 제가 맡은 사건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그리고 존경심과 위엄을 갖추고 

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지명으로 저는 뉴욕주민들을 위해 계속 봉사하고 이곳 뉴욕주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옹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Abdus-Salaam 판사는 2009년 4월부터 뉴욕주 항소법원 제1국 판사를 역임해왔습니다. Abdus-

Salaam 판사는 1993년 11월 뉴욕주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2007년 11월 재임명된 바 있습니다.. 

Abdus-Salaam 판사는 1992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뉴욕 민사재판소 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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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us-Salaam 판사의 법조계 경력은 법원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Abdus-Salaam 판사는 1988년 

6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뉴욕시 노동부의 법무 자문위원과 1980년 8월부터 1988년 5월까지 

시민권 및 부동산 금융국의 법무보좌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Abdus-Salaam 판사는 Barnard 

College을 졸업하고 Fordham University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Seymour W. James, Jr. 뉴욕주변호사협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bdus-Salaam 판사는 기업 

사건부터 신체적 상해 사건 및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을 판결해 본 방대학 경험을 갖춘 

분으로 이분을 지명하신 것은 아주 현명한 일입니다. 10대 시절 민권 변호사였던 Frankie Muse 

Freeman과 우연히 조우한 후 법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던 Abdus-Salaam 판사는 

변호사이자 법학자로서 훌륭한 경력을 쌓으며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어릴 적 꿈을 

펼쳐보였습니다.” 

 

지난 달, 뉴욕주변호사협회는 Abdus-Salaam 판사에게 항소법원 판사를 역임할 가장 높은 등급인 

"적임자"라는 등급을 주었습니다. 협회는 1967년부터 항소법원 후보자들을 등급으로 평가해오고 

있습니다. 

 

R. Nadine Fontaine, 메트로폴리탄 흑인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협회는Andrew 

M. Cuomo 주지사께서 Sheila Abdus-Salaam 판사를 뉴욕주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해주신 결정을 

환영합니다.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판사로서 항소법원에 오른 이 역사적인 업적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Abdus-Salaam 판사가 이 자리에 앉아서도 동료들과 법조계 인사들의 존경을 

받게 해준 재판 소신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David M. Schizer 컬럼비아법대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bdus-Salaam 판사의 지명은 아주 

훌륭한 결정으로, 그분의 지혜, 공정성, 분석력, 청렴, 연민은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훌륭한 판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Maureen E. Maney, 뉴욕주여성변호사협회(WBASNY) 회장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WBASNY 회원인 

Abdus-Salaam 판사의 임명은 우리 협회에 커다란 자부심일뿐 아니라 매일 뉴욕주 최고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는 모든 뉴욕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조계 경력, 지성과 판결 

소신은 Abdus-Salaam 판사를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르게 한 일등 공신입니다. 주지사의 지명은 

Abdus-Salaam 판사가 가진 뛰어난 자질을 인정하는 것이자 다양성을 고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Abdus-Salaam 판사를 임명함으로써 다시 한 번 뉴욕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