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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11 년 12 월 12 일 
 
 

CUOMO 주지사와 입법기관 리더, 공공 윤리에 대한 공동 위원회 구성원 지명 
 

개별 위원회는 입법 및 집행 기관을 조사할 광범위하며 새로운 집행 권한 보유 
 

Westchester 카운티 지방 검사장 Janet DiFiore, JCOPE 취임 
 
Andrew M. Cuomo 주지사와 입법기관 리더들은 오늘 공공 윤리 공동 위원회(Joint 
Commission on Public Ethics: JCOPE)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JCOPE 는 뉴욕주 정부의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법률 집행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행정 및 법률 기관에서 선출된 모든 임원 및 그 직원에 대해 법률 및 재무 정보 
공개 요건의 위반을 조사할 강력한 법률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JCOPE 은 또한 
새로 확장된 공개 규칙 및 광범위한 로비 정의에 따라 로비스트를 감독할 확장된 권한을 
가집니다. 
 
Cuomo 주지사는 "공공 윤리 공동 위원회는 주 정부에서 부패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정직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독립적인 감독자입니다". "DiFiore 회장과 기타 이사회 
구성원의 지도력에 하에 이 위원회는 뉴욕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윤리 집행기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집권당 상원 대표 Dean G.  Skelos 는, "오늘 공공 윤리를 위한 공동 위원회 설립은 주 
정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큰 발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공공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이 초당파적인 위원회는 모든 입법기관이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Rath 전 상원의원, Covello 및 
George Weismann 판사는 Chairwoman DiFiore and 와 기타 위원회 대표들과 함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heldon Silver 의회 대변인은 "Pat Bulgaro, Marvin Jacob, Ellen Yaroshefsky 의원은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실성을 갖춘 사람들로 동료들 사이에서 평가 받고 있어 
공공 윤리 공동 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일 입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수당 상원 대표 John Sampson 씨는 "이 위원회의 인사 지명은 공공의 정의, 주 정부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회는 Albany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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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돕고 뉴욕 주민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주 정부를 제공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정한 윤리 개혁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불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임명한 Mr. Ravi Batra 는 의사당에 정직성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소수당 대표 Brian M. Kolb 는, "뉴욕 주민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윤리적 표준과 
공공의 정직성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Jefferson 카운티 지방 검사장 겸 
국선 변호사로 일한 것을 포함하여 15 년 이상 법조계에서 경험을 쌓은 David Renzi 는 
의회 소수당 협의회가 공공 윤리 공동 위원회로 임명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인재입니다. Cuomo 주지사, 입법기관의 동료 대표, 전체 입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주정부가 뉴욕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초당파적인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한 6 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3 명 
이상은 주지사와 관련이 없는 주요 정당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법기관 
대표가 임명한 8 명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집권당 상원 대표와 의회 대변인은 각각 
3 명의 구성원을 임명하며 양쪽 정당의 소수당 대표가 각각 한 명씩 임명합니다. 주지사는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의장을 임명합니다. 
 
Cuomo 주지사가 임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Janet DiFiore 의장. 2005 에 선임되고 2009 년에 재선된 DiFiore 지방 검사장은 
Westchester 카운티의 최고 법률집행 책임자입니다. DiFiore 의장은 또한 뉴욕주 
지방 검사장 협회의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현재 직위에 오르기 전에는 
Westchester 카운티 법원의 판사 겸 뉴욕주 대법원의 판사로 일했습니다. DiFiore 
지방 검사장은 또한 Judith Kaye 판사가 제 9 관할구역의 형사법원의 감독 판사로 
임명하기도 했으며 Jonathan Lippman 책임 판사가 뉴욕주 정의 태스크 포스의 공동 
의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DiFiore 지방 검사장은 J.D. 학위를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 에서 수여하고 C.W. Post College, Long Island 
University 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Vincent A. DeIorio. Mr. DeIorio 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 기관(NYSERDA)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Purchase and New York City 에서 민간 변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Mr. DeIorio 는 이전에 뉴욕주 청구법원에서 일했습니다. Mr. DeIorio 는 
Utica College of Syracuse University 와 University at Buffalo Law School 을 
졸업했습니다. Mr. DeIorio 는 JCOPE 에서 일하기 위해 NYSERDA 를 사임할 
계획입니다. 

 Mitra Hormozi. Ms. Hormozi 는 올해 초 뉴욕주 공공 정직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Kirkland & Ellis LLP 의 파트너입니다. 예전에 뉴욕 
지방검찰청에서 특별 부참모로 일하면서 공공 정직성과 관련된 활동들을 
감독했습니다. 그 전에는 6 년 이상 뉴욕 서부지역의 국선 보조 변호사로 일했으며 
법무성 형사국 조직범죄과(Organized Crime and Racketeering Section) 과장으로 
일하면서 최고 법률 집행기관의 상을 수 차례 수상했습니다. Ms. Hormozi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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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Michigan 과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를 졸업했습니다. Ms. 
Hormozi 는 지방검찰청을 그만둔 지 1 년이 되는 2012 년 1 월 5 일에 JCOPE 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Daniel J. Horwitz. Mr. Horwitz 는 현재 Lanker & Carragher, LLP 의 파트너입니다. 
이전에는 사기국(Frauds Bureau)의 뉴욕 카운티 부지방 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일하기 전에 그는 Congressman Thomas J. Downey 의 입법 담당관으로 
일했습니다. Mr. Horwitz 는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에서 J.D. 
학위를 수석으로 수여했으며 Columbia University 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Gary J. Lavine. Mr. Lavine 은 Green & Seifter, Attorneys, PLLC 의 법률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Mr. Lavine 은 부시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미국 에너지청에서 
환경 및 핵 프로그램(Environment & Nuclear Programs)의 부 법률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Niagara Mohawk Holding Inc.의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 
책임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Mr. Lavine 는 소수당 의회 대표의 법률 고문을 
포함하여 뉴욕주 입법기관의 여러 직위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는 Syracuse 
University 에서 경영학 및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Seymour Knox IV. Mr. Knox 는 뉴욕에 기반을 둔 사모 주식회사인 Knox 
International, LLC 의 CEO 로서, 20 년 동안 Buffalo Sabres 의 Corporate Relations 
담당 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Mr. Knox 는 Lake Forest College 를 졸업했습니다. 

 
집권당 상원 대표 Skelos 의 지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Mary Lou Rath. Ms. Rath 는 1993 년부터 2008 년 은퇴할 때까지 뉴욕 서부의 제 61 
구역을 담당했습니다. 집권당 상원 대표 역할을 담당한 최초의 여성 의원이었으며 
특히 보건과 Medicaid 개혁에서 다양한 입법 성과를 이끌어낸 장본인입니다. 상원 
시절에 Erie 카운티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공 서비스 부문의 활동을 인정 
받아 다양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Joseph Covello 판사. Covello 판사는 법률 및 재판 분야에서 30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2011 년 민간 업무로 복귀하기 위해 뉴욕주 상고법원에 합류하면서 
괄목할만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고법원에 임명되기 전에는 Nassau 
County 카운티의 대법원에서 판사로 일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 9 및 제 10 
관할구역의 상소기관에서 일했으며 Nassau County 카운티의 지역법원에서 판사로 
일했습니다. 판사로 일하기 전에는 민간 부문에서 16 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Covello 판사는 미국 육군으로 제대했으며 New York at Buffalo 와 Hofstra University 
of Law 를 졸업했습니다. 

 George H. Weissman. Mr. Weissman 은 약 10 년 동안 뉴욕주 기숙사 공사의 
법률고문으로 일했으며 주검사청의 부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주 상원을 위한 
전략 활동가(Program Associate)와 주요 교통수단 선정을 위한 뉴욕주 입법위원회의 
고문으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는 Marsh, Wasserman and Associates, LLP 의 
법률고문이기도 했습니다. J.D. 학위는 Albany Law School of Union University 에서 
수여했으며 SUNY Cortland 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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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의회 대변인의 지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Pat Bulgaro. Mr. Bulgaro 는 Mario Cuomo 주지사의 참모로 일한 과세 및 재무부, 
예산부를 포함하여 뉴욕주의 고위 기관에서 일하면서 25 여 년 동안 주정부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또한 Center for the Disabled 의 회장 겸 최고 책임자로 일했으며 
뉴욕주 임시 로비 위원회(Temporary Commission on Lobbying)의 Silver 대변인의 
피지명인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동안 Mr. 
Bulgaro 는 "뛰어난 성과"에 대해 Charles Evans Hughes 주지사 상을 수여했습니다. 

 Marvin Jacob. 은퇴한 변호사인 Mr. Jacob 은 Weil, Gotshal & Manges 의 비즈니스, 
재무 및 구조조정부의 파트너로서 파산 법원과 연방 지역 및 항소법원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General Electric Capital Corporation 과 Credit Suisse First Boston 
등과 같은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 파산 소송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Mr. Jacob 은 
지역 부행정관, 뉴욕 지역 담당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에서도 활동했습니다. 
2010 년에 대변인은 Mr. Jacob 를 2009 년 공공기관개혁법(Public Authorities Reform 
Act 2009) 이행을 감독하는 태크스 포스로 지명했습니다. 

 Ellen Yaroshefsky. Ms. Yaroshefsky 는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의 법학 
교수 겸 Jacob Burns Ethics Center in the Practice of Law 의 공동 최고 책임자이며, 
Fordham Law School 의 전 조교수입니다. Ms. Yaroshefsky 는 변호와 민권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이며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의 윤리, 기드온, 전문가 위원회(Ethics, Gideon and Professionalism 
Committee), 뉴욕주 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의 
변호사행동규범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 of Attorney Conduct), 형사 변호인 
윤리고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riminal Defense Lawyers Ethics Advisory 
Committee) 등을 포함한 변호사 윤리 평가 기관의 구성원입니다.  

 
민주당 상원 대표 John L. Sampson 의 지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Ravi Batra. Mr. Batra 는 민간 부문 변호사로서 Pace University 에서 비즈니스법 
교수로 일했습니다. Mr. Batra 는 또한 뉴욕주 법정변호사협회(Trial Lawyers 
Association)의 사업독립위원회(Judicial Independence Committee)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J.D. 학위는 Fordham University 에서 받았으며 Pace University 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수석으로 받았습니다.  

 
의회 소수당 대표 Brian M. Kolb 의 지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David A. Renzi. Mr. Renzi 는 Brown, Dierdorf and Renzi 라는 법률회사의 
파트너로서 이 Watertown 회사에서 2002 년부터 일했습니다. 이 법률회사는 
부동산, 사업구성, 부동산 기획, 시행정 등의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Mr. 
Renzi 는 이전에 Jefferson 카운티의 국선 변호사로 일했으며 수 많은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기소했습니다. Mr. Renzi 는 Syracuse University School of Law 를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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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OPE 는 부처 임직원 및 로비스트에 대한 징계를 조사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JCOPE 는 또한 입법기관 및 그 직원들의 법률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입법윤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이 위원회는 징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연방 또는 주 형사법에 대한 잠정적 위반사항은 해당 검사에게 전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JCOPE 는 Cuomo 주지사의 올해 초 통과한 역사적인 윤리 개혁 패키지의 일부로서 주 
윤리 시스템의 주요 부조리를 해결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1 년 공직 청렴법(Public Integrity Reform Act 2011)에는 최고의 투명한 문화를 조성하고 
엄격한 공개가 요구되며 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인 개혁안을 포함하여 현대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윤리 개혁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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