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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4월 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 공공안전공공안전공공안전공공안전 및및및및 재판재판재판재판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COMMISSION ON YOUTH, PUBLIC 

SAFETY & JUSTICE) 구성원구성원구성원구성원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법률의법률의법률의법률의 현대화현대화현대화현대화, 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 보호보호보호보호, 공공공공공공공공 안전안전안전안전 확보를확보를확보를확보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권고안을권고안을권고안을권고안을 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Andrew M. Cuomo는 오늘 청소년, 공공 안전 및 재판 위원회(Commission on Youth, Public Safety & 

Justice)의 구성원을 발표했는데 올해 말까지 뉴욕주 범죄와 청소년 및 청소년 사법제도에 관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제공하게 됩니다. 2014년 주지사 시정 연설에서 주지사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청소년이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오래된 청소년 사법 제도를 개혁하고 청소년들이 어른으로서 

재판을 받고 기소되는 시대를 열 때가 되었습니다." “뉴욕은 16세 및 17세 청소년을 

성인으로 기소하는 단 2개의 주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일입니다. 청소년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청소년 사법 제도를 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청소년, 공공 안전 및 재판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은 형사 책임 연령(청소년을 성인으로 간주하는 연령)을 16세로 하는 미국의 두 개 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 결과, 2013년에 뉴욕에서 거의 33,000명에 이르는 16-17세 

청소년들의 사건을 성인 형사 법정에서 처리했으며 청소년들은 필요한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Juan Cartagena, Latino Justice PRLDEF, 대표대표대표대표 겸겸겸겸 법률법률법률법률 고문고문고문고문: Mr. Cartagena는 LatinoJustice 

PRLDEF의 대표 겸 법률 고문입니다. 또한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흑인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투표권, 고용 차별, 언어 권리, 빈곤 아동 및 언어적 소수민족 어린이의 공공교육 이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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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다양한 소송을 경험한 헌법 및 인권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Community Service 

Society of New York의 법률고문 겸 부대표로 일했습니다. 

 

 

• Joel Copperman, CASES, CEO 겸겸겸겸 사장사장사장사장: Joel Copperman은 1990년에 최초의 최고 책임자로서 

CASES에 합류했습니다. CASES에 합류하기 전에는 Ed Koch 행정부 기간에 뉴욕시 정부에서 

몇 가지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Mr. Copperman은 현재 복지위원회(Human Services 

Council)의 이사회 회장, Youth Represent의 이사회 회장, New York City Discharge Planning 

Collaboration의 회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 Jeremy Creelan, Jenner & Block, 파파파파트너트너트너트너(공동공동공동공동 회장회장회장회장): 현재 Jenner & Block 소송 부서의 

파트너이며 집단 상업 소송 및 정부 논쟁 및 공공정책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Mr. Creelan은 

뉴욕대 법대의 Brennan Center for Justice에 있는 민주주의 프로그램의 부책임자 겸 Cuomo 

주지사의 특별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선거법, 윤리 개혁, DNA 개혁을 통한 

공공 보호 강화, 자연재해 발생 후 지역사회 기반시설 재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Janet DiFiore, Westche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지방지방지방지방 검사장검사장검사장검사장: 2005년에 선임되고 2009년에 재선된 

DiFiore 지방 검사장은 Westchester 카운티의 최고 법률집행 책임자입니다. 이전에는 

Westchester 카운티의 지방 부검사장으로 10년 이상 일했으며 그 사이에 4년 반 동안 

마약류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1998년에는 Westchester 카운티 법원의 판사로 임명되었고, 

2002년에는 뉴욕주 대법원의 판사로 임명된 DiFiore 지방 검사장은 Westchester 카운티 

법원, 가정법원, 뉴욕주 대법원에서 수 많은 재판을 주도했습니다. 2003년에 Judith Kaye 

수석 판사는 DiFiore 지방 검사장을 제9 관할 지역의 형사법원의 감독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 Soffiyah Elijah, Correctional Association of New York, 최고최고최고최고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공동공동공동공동 회장회장회장회장): Ms. Elijah는 

Correctional Association of New York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성공한 옹호자, 변호사, 학자 겸 

교육자인 Ms. Elijah는 더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인도적인 형사 사법 제도를 만들겠다는 

사명을 가진 170년 역사의 조직을 이끈 최초의 여성이자 최초의 유색 인종입니다. 2011년 

3월 Correctional Association에 합류하기 전에 Ms. Elijah는 하버드 법대의 형사 재판소에서 

부책임자 겸 임상 실습 강사로 일했습니다. 이전에는 뉴욕시에서 20년 이상 형사 및 

가족법을 집행했으며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법대의 Deffender Clinic의 교수, 책임자 겸 

감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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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zabeth Glazer,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시장시장시장시장 형사형사형사형사 재판재판재판재판 담당실담당실담당실담당실: 최근에 de Blasio 시장의 형사 재판 

담당실 책임자로 임명된 Ms. Glazer는 2013년 6월까지 공공 안전 담당 부서기관으로 

일했습니다. Ms. Glazer는 뉴욕주 청소년 재판 고문단의 회장으로 일했으며 연방 및 지방 

차원에서 다수의 고위직을 담당하며 범죄 관리 및 예방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Michael Hardy, National Action Network, 수석수석수석수석 부사장부사장부사장부사장 겸겸겸겸 법률법률법률법률 고문고문고문고문: Mr. Hardy는 National 

Action Network 설립자 중 한 사람으로서 1981년부터 운동 정치에 참여하고 더 완전한 

조직이 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는 1988년부터 개업 변호사로 일했으며 2008년에는 

공식적으로 National Action Network의 법률 고문이 되었습니다. 

 

 

• Melanie Hartzog, Children's Defense Fund-New York, 최고최고최고최고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 Children’s Defense 

Fund에서 리더 역할을 담당하기 전에 Ms. Hartzog는 뉴욕시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담당 

부시장 사무실에서 가족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일했으며 Young Men’s Initiative의 프로젝트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서 일하기 전에는 뉴욕시 어린이 복지 행정부에서 

영유아 서비스 담당 부국장으로 일하면서 뉴욕시장의 관리 및 예산 담당실의 사회 

서비스부를 이끌었으며 New York City, Inc.의 복지 서비스 위원회(Human Services Council)의 

정책 및 옹호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 Emily Tow Jackson, The Tow Foundation, 최고최고최고최고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 자선가인 Emily Tow Jackson은 가족 

재단인 Tow Foundation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Tow Foundation은 그의 지도 하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장했으며 머지 않아 코네티컷주의 청소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주요 옹호 기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재단의 자금 조달 및 옹호 노력은 코네티컷주의 

투옥 비율을 극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했으며 그 결과 16세 및 17세 청소년을 성인의 형사 

사법제도로부터 청소년 사법제도로 다시 전환하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 Barry Kamins 고등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 판사판사판사판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연합연합연합연합 법원법원법원법원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정책정책정책정책 및및및및 기획기획기획기획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 Barry Kamins 

판사는 뉴욕주 연합 시스템의 정책 및 기획 책임자입니다. 그는 2013년 말에 임명되었으며 

주 전체의 판사들과 협력하여 뉴욕주의 정의 실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고 수립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형사 법정을 감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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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ven Krokoff, Albany 경찰국장경찰국장경찰국장경찰국장: Krokoff 경찰국장은 2010년에 경찰 국장으로 

임명되었는데 1993년 Albany 경찰국에 합류한 후부터 줄곧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뉴욕 

최대의 경찰국의 리더로서 Krokoff 국장은 전향적인 법률 집행 방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에 따라 Albany 경찰국은 지역사회 중심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역사적 

장벽을 허물어 가고 있습니다. 

 

 

• Joseph Mancini, Schenectady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보호보호보호보호 관찰관찰관찰관찰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 Mr. Mancini는 Schenectady 

카운티의 보호 관찰부에서 20여 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Mr. Mancini는 책임자로서 보호 

관찰부의 전반적 운영, 정책과 절차, 목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 관찰 및 DSS 

직원이 공공 서비스 및 기관의 사명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지도하고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chenectady 카운티 청소년 재판 센터(Center for Juvenile Justice) 설립에 

기여했으며 2003년 설립한 이후부터 최고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 Anthony Picente, Oneid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행정행정행정행정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 Mr. Picente, Jr., 제 10대 Oneida 카운티 행정 

책임자는 2006년에 Oneida 카운티 입법위원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임명되었습니다. 2007년 

가을, 카운티 행정 책임자 Picente는 이 직위에 대해 4년의 임기를 보장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Oneida 카운티 행정 책임자, 뉴욕주 노동국 부국장, 노동부 지역 행정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 Allen Riley, Madis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보안관보안관보안관보안관: Allen Riley 보안관은 Madison 카운티 주민입니다. 그는 

28년 동안 법률 집행기관에서 일했으며 뉴욕주 경찰국에서 임무를 완수한 후 보안관이 

되었습니다. 

 

 

• Elaine Spaull, Center for Youth, 최고최고최고최고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 겸겸겸겸 Rochester시시시시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구성원구성원구성원구성원: Ms. Spaull은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의 부사장으로서 Nixon Peabody의 기업 및 세무 업무를 

담당했고 SUNY Buffalo Law School 및 RIT에서 강의를 했으며 현재는 The Center for Youth 

최고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30여 년 전에 청소년 그룹이 설립한 청소년 중심 

조직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Rochester 시위원회의 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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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rus Vance, Manhattan 지방지방지방지방 검사검사검사검사: Mr. Vance는 2010년 1월 1일 뉴욕 카운티의 지방 

검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 개혁의 리더로 인정 받았으며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Manhattan 지방 검사 사무실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쟁력 있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11년 7월 Mr. Vance는 2012년 뉴욕주 지방 검사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Mr. 

Vance는 또한 뉴욕주 판결 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ssion on Sentencing)의 공동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Vera Institute of Justice는 이 상임위원회의 권고 사항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지원 및 

실질적 분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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