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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MORELAND “공직자공직자공직자공직자 부조리부조리부조리부조리 조사조사조사조사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를를를를 임명하고임명하고임명하고임명하고 SCHNEIDERMAN 법무법무법무법무 장관이장관이장관이장관이 

법무법무법무법무 차관으로차관으로차관으로차관으로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구성원을구성원을구성원을구성원을 임명임명임명임명  

전전전전 연방검사연방검사연방검사연방검사, 미국미국미국미국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지방지방지방지방 검사검사검사검사, 선거의선거의선거의선거의 정책정책정책정책 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 등으로등으로등으로등으로 구성된구성된구성된구성된 최고최고최고최고 법률법률법률법률 집행집행집행집행 기관을기관을기관을기관을 

포함한포함한포함한포함한 초당파적초당파적초당파적초당파적 위위위위원회원회원회원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oreland 법 및 행정법 63(8)절에 따라 “공직자 부조리 조사 

위원회”를 결성하여 체계적인 공직자 부조리를 조사하고 뉴욕주 주정부, 정치 캠페인 및 

선거에서의 부정 행위 사례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Eric Schneiderman 법무 장관은 위원회 

구성원을 법무 차관으로 임명하여 “공공의 평화, 안전, 정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중심의 권한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 명령에 따라 이 위원회는 또한 목격자를 

소환하고 조사하며 필요한 기록을 호출할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주지사의 조치 이후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으로 공직자에 의한 부패 및 부정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현재 법률은 

부적절하며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정부의 책임을 확인하고, 선거 재정법의 개혁 필요성을 

해결하며, 일반인의 주정부와 주 선거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정치와 정부의 부패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Albany가 오랜 세월 

선거에 기부금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근절하고 검사가 부패를 근절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권자가 더 많이 투표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온 

가장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패키지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Albany를 정화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으며, 입법 기관은 이러한 입법 패키지를 통과시키거나 

개혁하기 위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조사 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법 

기관이 법제화하지 못했으므로 저는 오늘 Moreland 법 및 행정법 63(8)조에 따라 공직자 부조리 

조사 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뉴욕주의 공직자 부조리, 선거 및 캠페인 재정법의 취약점을 

해결하고, 투명성과 책임을 형성하며, 일반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뉴욕주의 법률 집행기관과 

공공 정책을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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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neiderman 법무 장관은 “뉴욕 주민은 실제적 개혁을 원하며 책임자들이 자신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위원회는 뉴욕주 정부에 대한 하향적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정치 절차를 개선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뉴욕 주민에게 어울리는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oreland 공직자 부조리 위원회 소집으로 Cuomo 주지사는 법률을 강화할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뉴욕 주정부의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공동 

회장인 William J. Fitzpatrick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일반 국민을 이용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을 근절할 강력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일반인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주지사의 노력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사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핵심 검사 및 정책 전문가 팀을 결성했으며 모두 Albany 정화 작업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Kathleen Rice 공동 회장은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정부의 부패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주지사는 주정부의 정직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 

입법 기간에 공직자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주요 개혁안을 제안하고 더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가 

되도록 당부했습니다. Moreland 공직자 부패 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법률을 

검토하여 중요한 목표를 이행함으로써 문제를 개선하고 뉴욕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노력에 대한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를 드리며 최고의 법률 집행기관 

및 공공 정책 전문가들과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lbany의 부패 문화는 뉴욕 주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으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공동 회장 Milton L. Williams, Jr.는 말했습니다. “주지사, 

법무장관, 동료 사무장들과 함께 문제를 조사하고 발견하여 개혁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임무는 공공의 신뢰를 회복한 후에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색출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조사 위원회는 Moreland 법 및 행정법 63(8)절에 따라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가집니다. Mario Cuomo, Thomas Dewey 및 Nelson Rockefeller와 같은 전 주지사가 설립한 이전의 

위원회는 민영 기업, 지방 정부, 주 기관, 모든 주 담당실과 정당의 정치 캠페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의 부패 및 부정 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위원회는 공직자 부조리 조사 위원회의 광범위한 관할 구역에 대한 엄격한 판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소환장에 대한 이의 제기를 지방 담당 기관, 개인, 정치 정당 

등이 접수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조사 위원회는 공직자의 비윤리적 및 불법적 행위와 관련된 기존 주 법률, 규정 및 

절차의 적합성을 철저히 평가하고 선거 절차 및 캠페인 재무법을 철저하게 평가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 위원회는 또한 기존 법률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고 변경해야 

할 사항을 파악합니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에 위원회는 법률 및 집행 방법의 원인과 적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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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향후 불법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책임자가 신고된 부정 행위의 

사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법률과 절차를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권장사항도 

제시합니다. 

 

이 위원회가 조사에서 초점을 맞출 분야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뇌물법과 같은 공공 기관의 부패 및 부정 행위를 담당하는 형법  

• 기부금 한도 및 기타 제한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캠페인 재무 조달, 제 3자 기부금 

및 지출 공개, 기존 캠페인 재무법의 효율성  

• 로비 활동과 공공 정책 및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타 노력에 참여하는 조직과 그러한 법률의 

효율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본 로비법을 외부 기관 및 개인이 준수.   

• 다음을 포함한 주 선거법과 선거 절차의 적절성 및 집행: 주 및 카운티 선거 위원회의 구조 및 

구성, 선거 위원회의 집행, 기존 선거법의 효율성 및 준수.  

조사 기간에 이 위원회는 법무장관을 포함한 해당 법률 집행 기관에게 기존 법률 위반의 증거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주 경찰은 법무장관에게 사법권 위임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초기 조사 결과와 권장사항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2013년 12월 1일까지 발행합니다.  

공직자공직자공직자공직자 부조리부조리부조리부조리 조사조사조사조사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Moreland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에는에는에는에는 다음이다음이다음이다음이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공동공동공동공동 회장회장회장회장: 

 

Kathleen Rice는 2006년에 Nassau 카운티 지방 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방 검사로 임명되기 전에 Rice는 필라델피아의 연방 부검사로 일했습니다. Rice는 Brooklyn 

지방 검사실에서 검사로 일하면서 가정 폭력, 성폭력, 무장 강도, 살인 사건 등을 담당했습니다. D.A. 

Rice는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와 Touro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William J. Fitzpatrick은 지난 28년 동안 Onondaga 카운티의 지방 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방 

검사(D.A.)로 일하기 전에는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2007년에 Fitzpatrick 검사는 전국 지방검사 

협회(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의 뉴욕주 대표로 지명되었으며 2011년에는 

서기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0년에 뉴욕주의 Jonathan Lippman 수석 판사는 Fitzpatrick 검사를 

뉴욕주 최종 판결 위원회(Permanent Sentencing Commission)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Syracuse 

University와 Syracuse University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Milton L. Williams, Jr.는 Vladeck, Waldman, Elias & Engelhard에 파트너로서 2009년 1월 

합류했습니다. 이 법률 회사에 합류하기 전에 Mr. Williams는 Time Inc.의 부 법률고문 겸 최고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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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로 일했습니다. Time에서 일하기 전에 Mr. Williams는 민간 부문에서 일했으며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연방 부검사로 일했습니다. 연방 검사실에서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부서는 주식 및 상품 

사기 태스크 포스였습니다. 연방 검사가 되기 전에 Mr. Williams는 뉴욕 카운티 지방 검사 담당실의 

부 지방 검사로 일했습니다. Milt씨는 50여 건의 사건(민사 및 형사)의 평결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Amherst College와 앤 아버에 있는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구성원구성원구성원구성원: 

 

J. Patrick Barrett은 1987년부터 CARPAT Investments의 CEO를 담당했습니다. 이전에는 Telergy, 

Inc.의 사장, Avis, Inc. CEO로 일했습니다. 초창기에는 Norton Simon, Inc.의 수석 부사장 겸 CFO를 

역임했습니다.  Mr. Barrett은 1964년에 부 회계 담당자로 일한 것을 시작으로 1977년에 Carrier 

International Corporation의 사장으로 승진할 때까지 다양한 직위를 담당한 Carrier Corporation에서 

오랜 경력을 쌓고 Norton Simon에 입사했습니다. 1989년에는 New York Republican State 

Committee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1991년까지 일했습니다. 그는 현재 올림픽 지역 

개발기관(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에서 이사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Mr. 

Barrett은 Siena College를 졸업했습니다. 

 

Richard Briffault는 Columbia Law School의 Joseph P. Chamberlain 법학 교수입니다. 그의 주요 교수, 

연구 및 논문 분야는 주 및 지방 정부법과 정치 절차법 등입니다. 1983년에 Columbia 교수가 되기 

전에 뉴욕주 주지사의 부 법률고문이었습니다. 뉴욕시 변호사 협회의 캠페인 재무 개혁에 대한 

특별 위원회 최고 책임자였으며 뉴욕시 헌장 개정 위원회 및 뉴욕주 헌법 개정 위원회의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Briffault 교수는 Columbia University와 Harvard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Daniel J. Castleman은 FTI Consulting의 법의학 및 소송 컨설팅 담당 최고 이사였으며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FTI Consulting에 합류하기 전에 Mr. Castleman은 뉴욕 지방 검사 사무실에서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또한, Castleman씨는 1979년에 항소 및 조직 범죄 담당 검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Rackets Bureau에서 최고 수사고문으로 일하면서 정치적 부패 및 조직 범죄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3년 후인 1990년 Mr. Castleman은 Rackets Bureau의 국장이 되었습니다. 

1993년에 Mr. Castleman은 조사부의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최고 지방 

부검사가 되었습니다. Mr. Castleman은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과 Columbia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Derek P. Champagne는 2002년에 Franklin 카운티의 지방 검사가 되었습니다. 지방 검사가 되기 

전에 D.A. Champagne은 미국 통관 사무관으로서 뉴욕 Malone의 지역 담당 검사로 일했으며 지방 

부검사로 일했고 나중에 Franklin 카운티의 최고 A.D.A.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뉴욕주 지방 검사 

협회의 이사회 회장이며 뉴욕주 판결 위원회(Sentencing Commission) 부회장이며, 뉴욕주 사법 

태스크포스(Justice Taskforce)의 구성원이며, 형사 절차 및 형사법의 최고 판사 고문 위원회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뉴욕주 지방 검사 협회의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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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pagne은 St. Bonaventure University와 University of New Hampshire의 Franklin Pierce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Eric Corngold는 법률회사 Friedman Kaplan Seiler & Adelman, LLP의 사무직 노동자 범죄 변호 및 

조사 업무를 주도했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뉴욕주의 경제 정의 담당 최고 지방 부검사로 

일하면서 Mr. Corngold는 재무 시장, 부패 방지 사건, 기업 및 소비자 사기와 주택에 관한 소송 및 

정책을 담당하는 뉴욕주 법무장관의 핵심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법무장관 사무소에서 일하기 전에 

Mr. Corngold는 뉴욕주 동부 지역의 연방 부검사로 10년 이상 일했으며 형법부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Mr. Corngold는 현재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의 부교수로 일하면서 사무직 

노동자의 범죄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Mr. Corngold는 Swarthmore College와 Yale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Kathleen B. Hogan은 2002년부터 Warren 카운티 지방 검사로 일하고 있으며 이 직위에 오른 

최초의 여성 검사였습니다. 초기에 D.A. Hogan은 부르클린의 지방 부검사로 일했으며 Fitzgerald, 

Morris, Baker 및 Firth, P.C에서 민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D.A. Hogan은 수석 판사 Jonathan 

Lippman의 정의 태스크 포스, 판결 위원회, 어린이의 정의 태스크 포스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뉴욕주 지방 변호사 협회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D.A. Hogan은 St. 

Lawrence University와 Washington 및 Lee University School of Law을 졸업했습니다. 

 

Nancy Hoppock는 NYU Center on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Law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NYU에 

합류하기 전에, Ms. Hoppock은 뉴욕주 법무장관 사무실의 형법 담당 최고 부검사로 일했으며 

Public Integrity Bureau,  Criminal Prosecutions Bureau, 조직 범죄 태스크 포스, Medicaid 사기 관리부, 

납세자 보호부, 조사부를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법무장관실에 합류하기 전 Ms. Hoppock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뉴저지주 연방 검사 사무소의 부 검사로 일했습니다. 미국 연방 검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Ms. Hoppock은 정부 사기부서에 발령을 받았으며 범죄부의 부 책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Ms. Hoppock은 재판부에서 지방 부검사로 7년 동안 

일한 뉴욕 카운티 지방 검사 사무소에서 검사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학사 학위(B.A.)를 

University of Delaware에서 받고 Seton Hall Law School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Seymour W. James, Jr.는 The Legal Aid Society in New York City의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입니다. 

Mr. James는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최근에 마쳤습니다. 1978년부터 뉴욕주 

변호사 협회 회원이 된 Mr. James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회계 책임자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변호사 기금의 펠로우이며 뉴욕주 변호사 협회의 이사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Mr. James는 

Queens 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장입니다. Mr. James는 변호사 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Jonathan 

Lippman 수석 판사의 정의 태스크 포스, 뉴욕주 최종 판결 위원회(Permanent Sentencing 

Commission), 1차 사법부의 부서 징계위원회, 2차 사법부의 특성과 적합성 위원회, 2차 사법부 및 

Independent Judicial Election Qualification Commission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Correctional Association의 서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Mr. James는 Brown University와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를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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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Javdan은 Alvarez & Marsal의 상무입니다. Alvarez & Marsal에 합류하기 전 Mr. Javdan은 

미국 소기업 협회(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Mr. Javdan은 연방 

조달법을 검토하고 변경사항을 제안하는 Acquisition Advisory Panel의 구성원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은행업무 부서의 이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이전에 Holocaust and Health Care 사건과 

관련하여 뉴욕주 상원의 특별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미국 중소기업 협회(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합류하기 전, Mr. Javdan은 법률 회사 Stroock & Stroock & Lavan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Mr. Javdan은 Columbia University와 Fordham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Robert Johnson은 1989년부터 Bronx 카운티의 지방 검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뉴욕주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방 검사였으며 2005년에 브롱스 역사 상 가장 오래 근무한 지방 

검사가 되었습니다. Legal Aid Society에서 범죄 변호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그는 나중에 브롱스 

지방 부검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뉴욕시 형법 재판소의 판사로 일했으며 뉴욕주 대법원의 대행 

판사로서 일했습니다. D.A. Johnson은 미국 해군을 제대했으며 뉴욕주 지방 변호사 협회의 

회장이었고 이 기관 이사회의 회장입니다. City College of New York 및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을 졸업했습니다. 

 

David R. Jones는 뉴욕의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 발전 및 시민 참여를 촉구하는 비정당, 비영리 

조직인 Community Service Society of New York(CSS)의 사장 겸 CEO입니다.  1983년부터 

1986년까지 New York City Youth Bureau의 최고 책임자를 담당했으며 1979년부터 1983년까지는 

Koch 시장의 특별 고문으로서 인종 관계, 도시 개발, 이민법 개혁, 교육 등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Nation Institute 이사회 회장, Carver Federal Savings Bank 이사회 회장, former Chair of the Advisory 

Board of New York City’s Independent Budget Office의 고문단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Wesleyan University의 회계 담당 위원회에서 12년 동안 일했으며 현재 Trustee Emeritus입니다. 

비영리 단체 및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기 전 Mr. Jones는 Cravath, Swaine & Moore의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Wesleyan University와 Yale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Lance Liebman은  Columbia Law School의 William S. Beinecke 법학 교수이며 현재 American Law 

Institute의 이사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Byron White의 법률 서기로 일한 후 그는 2년 동안 

뉴욕시 시장 John V. Lindsay의 보조원으로서 교통 및 지역사회 문제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1970년 Harvard Law School의 교수가 되어 21년 동안 일했으며 1976년에 정교수가 되어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부학장을 역임했습니다. 1991년에 Columbia에 법대 학장 겸 Lucy G. 

Moses 법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Liebman 교수는 Yale University와 Harvard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Joanne M. Mahoney는 2007년 11월 Onondaga 카운티 최초의 여성 행정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초기에 사법 분야에 종사한 후 Mahoney 카운티 행정관은 Onondaga 카운티 지방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하여 형사 담당 검사로서 7년을 일했습니다. 1999년에는 Syracuse시에서 평의원으로 

선출되어 4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카운티 행정관 Mahoney는 Dewitt에 거주합니다. Syracuse 



 

Korean 

University의 경영학과와 SU의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Gerald F. Mollen은 1980년부터 Broome 카운티의 지방 부검사로서 일한 후 1987년부터 Broome 

카운티 지방 검사로 일했습니다. 1980년 이전에 D.A. Mollen은 카운티 부 검사 겸 부 

법무장관으로서 일했습니다. 지방 검사 D.A. Mollen이 2001년 아동 학대 중징계 

팀(Multidisciplinary Child Abuse Review Team)을 형성하도록 도울 때 Broome 카운티 범죄 조직 예방 

프로그램인 Broome 카운티 Gang Task Force는 주요 중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용의자 인터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도입했습니다. D.A. Mollen은 Binghamton University와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에서 공부했습니다. 

 

Makau W. Mutua는 SUNY Buffalo Law School 학장 겸 SUNY 우수 교수였으며 SUNY Buffalo Law 

School의 Floyd H. 겸 Hilda L. Hurst 교수였습니다. 그는 국제 인권, 국제 비즈니스 거래, 국제법을 

가르쳤습니다. Mutua 학장은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의 부회장 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회원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Mutua 학장은 Kenya를 위한 진상 위원회를 

권장한 Establishment of a Truth, Justice,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의 태스크 포스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몇 권의 책의 저자이며 아프리카, 남미, 유럽 국가의 인권, 외교, 법률 관련 일을 

담당했습니다. SUNY Buffalo Law School에서 교수직을 담당하기 전에 Mutua 학장은 Harvard Law 

School 인권 프로그램인 Human Rights First와 민간 부문을 위해 일했습니다. Kenya에서 태어난 

Mutua는 University of Nairobi, University of Dar es Salaam 및 Harvard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Benito Romano는 현재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Willkie Farr & Gallagher에서 사무직 노동자 변호를 담당하는 수석 파트너였습니다. Mr. 

Romano는 이전에 뉴욕주 남부 지역의 연방 검사로 일했습니다. 1989년에 연방 검사로 일하기 

전에 Mr. Romano는 연방 부검사로 일했으며 공직자 부패 담당 최고 검사 겸 항소 담당 최고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Mr. Romano는 또한 1998년에 Charter Revision Commission의 대행 회장을 

포함하여 뉴욕주 이해상충 위원회(New York City Conflicts of Interest Board)에서 일했으며 Puerto 

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의 회원 겸 전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현재 New York 

State Interest on Lawyer Account Fund의 회장입니다. 그는 New York University와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에서 공부했습니다.  

Frank A. Sedita III는 2008년 11월에 Erie 카운티 지방 검사가 되었습니다. D.A.가 되기 전에 그는 

Erie 카운티의 지방 검사 보조원 및 지방 부검사로 일했습니다. D.A. Sedita는 SUNY Buffalo Law 

School의 보조 교수진이며 National College of District Attorneys, New York Prosecutors Training 

Institute 및 Erie 카운티 지방 검사 사무소의 Continuing Legal Education Program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소송 기관을 위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D.A. Sedita는 Canisius College 및 

SUNY Buffalo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P. David Soares는 2005년부터 Albany 카운티 지방 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방 검사로 일하기 

전에는 Albany 카운티의 지방 부검사, Albany 카운티의 최초 지역사회 검사로 일했습니다.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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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Soares는 사무실 내에 공직자 정직성 및 재정 범죄부(Public Integrity and Financial Crime 

Units)를 만들었습니다. D.A. Soares는 Cornell University와 Albany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Kristy Sprague는 2009년부터 Essex 카운티 지방 검사로 일했습니다. D.A.가 되기 전에는 Clinton 

카운티에서 지방 부검사로 일했습니다. D.A. Sprague는 SUNY Albany, Plattsburgh State 및 Albany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Betty Weinberg Ellerin은 현재 법률회사 Alston & Bird, LLP의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Alston에 합류하기 전 Weinberg Ellerin 판사는 20년 이상 판사로 일했습니다. 그 동안 뉴욕시 

법원의 최고 행정법 부판사로 일했으며 1차 사법부 항소 담당부의 부판사 겸 부장판사로 

일했습니다.  Weinberg Ellerin 판사는 Washington Square College와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공부했습니다.  

Peter L. Zimroth는 Arnold & Porter LLP의 파트너로서 제품 책임 보상, 상업용 광고, 증권, 사무직 

노동자 범죄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 법률 회사에 합류하기 전에 Mr. Zimroth는 뉴욕시의 기업 담당 

고문이었습니다. 선거를 위한 공개적 자금 조성에 대해 다룬 뉴욕시 법률 입안자인데 이 법은 

전국의 지방 입법을 위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Mr. Zimroth는 뉴욕주 남부 지역 부검사, 

증권 사기부, 맨해튼의 지방 부검사로 일했습니다. Mr. Zimroth는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의 종신 교수이며 연방 대법원 판사 Abe Fortas의 법률 서기였습니다. 그는 Columbia 

University와 Yale Law School을 졸업했습니다.  

 

Thomas P. Zugibe는 2007년 선출된 Rockland 카운티 지방 검사로서 2011년에 다시 4년의 임기를 

지내도록 재선되었습니다. 초기에 D.A. Zugibe는 Medicaid 사기 관리를 담당하는 뉴욕주 부 

법부장관의 특별 부 법무장관실에서 일했으며 Rockland 카운티 D.A. 사무실의 지방 부검사 겸  행정 

담당 부 지방검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또한 20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 일하며 개인 부상 및 상업적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D.A. Zugibe는 Manhattan College와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공부했습니다. 

 

특별특별특별특별 고문고문고문고문: 

 

Joseph A. D'Amico는 뉴욕주 특별 경찰청장입니다. 경찰청장이 되기 전 D'Amico 청장은 뉴욕주 

법무장관실의 최고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300건의 형사 및 민사 조사원을 관리하고 감독했습니다. 

그 전에는 뉴욕주 경찰국에서 27년 동안 일하면서 Bronx, Manhattan 및 Queens 지역의 순찰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부 수사관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을 

졸업했습니다. 

 

Raymond W. Kelly는 2002년부터 뉴욕시 경찰국장으로 일했습니다. Kelly 국장은 그 전에 Global 

Corporate Security at Bear, Stearns & Co. Inc.의 전무로  일했습니다. 또한 미국 통관국의 국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에서 1998년까지 Kelly 국장은 미국 재무부의 집행 담당 부서기관으로 

일했습니다. 추가로, Mr. Kelly는 행정 위원회에서 일했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국제 경찰 



 

Korean 

조직인 Americas of Interpol의 부국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아이티의 International 

Police Monitors 책임자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43년 경력의 베테랑 NYPD입니다. Kelly 국장은 

Manhattan College,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와 Harvard University의 Kennedy School of 

Government를 졸업했습니다. 

 

Robert M. Morgenthau는 국장의 특별 고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Mr. Morgenthau 는 1975년부터 

2009년까지 뉴욕 카운티의 지방 검사로 일했습니다. 9차례 임기를 거치면서 그의 스태프들은 약 

350만 건의 범죄 기소를 담당하고 맨해튼의 살인 가선을 90% 이상 줄였습니다. 추가로, Mr. 

Morgenthau는 사무직 노동자 범죄 기소의 전국적인 일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D.A.로 일하기 전, 

Mr. Morgenthau는 미 해군을 전역했으며 뉴욕주 남부 지역의 연방 검사로서 민간 부문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Amherst College와 Yale Law School에서 공부했습니다.  

Barbara Bartoletti는 1988년부터 League of Women Voters of New York의 입법 책임자로 일했으며 

1978년부터 League of Women Voters의 회원이었습니다.  

Regina Calcaterra는 최고 책임자를 담당하며 Danya Perry는 최고 수사관, Kelly Donovan는 최고 

고문, John Amodeo는 입법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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