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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MARIA VULLO 씨를씨를씨를씨를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금융서비스부금융서비스부금융서비스부금융서비스부 감독관으로감독관으로감독관으로감독관으로 지명하다지명하다지명하다지명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Maria T. Vullo씨를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FS) 

감독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Vullo씨는 수석 기소자이자 관리자로 기업 기소 및 수사에 

25여년간 활동하였습니다. 그녀는 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LLP의 

변호인단 소속으로 이곳에서 20년간 파트너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뉴욕주 

법무장관실 소속 경제정의 분과에서 약 200명의 직원을 감독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는 뉴욕주의 소비자와 시장을 사기 및 금융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업계 

내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법규를 개역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DFS는 2011년 뉴뇩주 은행업및보험부 합병으로 탄생하였습니다. 
 

“Maria Vullo씨는 금융서비스부를 이끄는 데 필요한 민관 부문 경험을 두루 갖춘 

헌신적이고 엄정한 기소 전문가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Maria씨는 

법을 수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확고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감독관으로서 뉴욕주민들을 확고하게 대변해줄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 
 

Maria T. Vullo씨는씨는씨는씨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 감독관으로 지명된 것에 

영광스럽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기회를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뉴욕주민들을 위해 일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DFS에서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시장을 강화하고 투자자와 소비자들을 불법적인 사업 관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Vullo씨는 그간의 직무 활동 과정에서 주식 및 기타 사기, 부동산, 보건, 보험, 세금, 

소비자 보호, 파산, 반독점, 헌법 및 환경법 관련 문제에 관한 법률적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녀는 뉴욕주 법관지명자심사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Nomination)에서 항소법정의 배석 판사로두 번이나 선정된 바 있고, 미대법원, 미 2순회, 

9순회, 10순회 연방항소법원(Courts of Appeals for the Second, Ninth, and Tenth 

Circuits)과 뉴욕주 상소부 앞에서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Vullo씨는 당시 뉴욕주 Cuomo 법무장관 휘하 경제정의 분과 실무 부법무장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투자자보호, 반독점, 부동산 금융, 소비자 사기 및 

인터넷 국들을 감독하였습니다. 이 때, 그녀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 수많은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및 반독점 문제들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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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ra Merkin and Ivy Asset Management를 상대로 Bernard Madoff의 폰지 

사기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소송; 

• 온라인 할인 클럽에서 고객들에게 숨겨진 수수료를 부과한 사기 혐의에 연루된 

수많은 소매상의 수사 및 분쟁 해결; 

• Lehman Brothers 파산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Ernst & Young 수자 및 

소송 조치; 

• 계획 제공 시 허위 사실 공개를 한 부동산 개발업체 소송 조치; 

• 아동 포르노 확산 방지를 위한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소송 조치; 

• 군인가족 지불금과 관련해 생명보험 업계 수사; 

• 수백만 명의 뉴욕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매긴 형사 범죄 혐의의 가격 고정 

행위 혐의로 LCD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 조치; 

• 산재보상과 관련해 부적절한 과징금을 가한 혐의를 받는 보험회사와의 분쟁 

해결. 
 

Vullo씨는 1992-1995년 보스니아 전쟁 당시 군인들의 강간을 당한 여성들을 대변하는 

일을 포함해 다양한 사건에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Vullo씨는 원고측에 7억4,500만 달러의 배심원 평결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무료 활동 내역에는 온라인 “공격대상 명단”을 통해 생명의 위협을 받은 낙태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대변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녀는 원고측에 

1억 달러의 배심원 평결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미국계 여성 국립단체, 

여성평등연합, ERA Coalition, Inc.등의 이사회 소속 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뉴욕 

여성변호사협회와 여성법정변호사회(Association and the Women Trial Lawyers 

Caucus) 회원이기도 합니다. 
 

맨해튼맨해튼맨해튼맨해튼 지방검사지방검사지방검사지방검사 Cy Vance Jr.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Maria Vullo씨가 금융서비스부 

차기 감독관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합니다. Maria는 정부와 민간 변호 활동을 하는 동안 

수많은 복잡한 민사 및 규제 문제를 처리한 유능한 변호사로 아주 유명하며 높이 인정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깐깐하지만 공정히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런 자질이 

금융분야를 대표하는 뉴욕의 수석 규제단속자로 활동하게 될 중요한 역할에서 주지사와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잘 부합될 것입니다.” 
 

전전전전 형사부장형사부장형사부장형사부장 및및및및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의의의 미국미국미국미국 변호사사무국장변호사사무국장변호사사무국장변호사사무국장, 전전전전 

미국증권거래위원회미국증권거래위원회미국증권거래위원회미국증권거래위원회 단속부단속부단속부단속부 부국장을부국장을부국장을부국장을 역임했던역임했던역임했던역임했던 Lorin L. Reisner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Maria Vullo씨는 금융서비스부를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절대적으로 탁월한 선택입니다. 

Maria씨는 이 중요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깐깐함, 판단력 그리고 경험을 

적절히 잘 겸비한 분입니다.” 
 

뉴욕주립대뉴욕주립대뉴욕주립대뉴욕주립대 법과대학의법과대학의법과대학의법과대학의 학장학장학장학장 겸겸겸겸 Eric M. 및및및및 Laurie B. Roth 교수인교수인교수인교수인 Trevor W. 

Morriso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Maria씨는 뉴욕주립대에서 가장 특출단 졸업생 중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눈부신 직무 활동을 통해 일류 변호사, 현명한 카운셀러, 공익에 깊은 

책무를 가진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지명을 해주신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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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Eleanor's Legacy 설립자인설립자인설립자인설립자인 Judith Hope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금융 서비스부 

감독관으로 Maria T. Vullo를 지명한 것에 감사 드립니다. 지난 25여년 동안, Maria씨는 

민관 법률 활동을 통해서 뉴욕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확대하는 데 

용감하게 나선 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금융서비스부를 이끄는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 Maria Vullo씨를 지명한 것은 우리 뉴욕주의 경제적 성공에 뉴욕 여성들이 아주 

큰 기여를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Vullo씨는 Hon. John A. Mackenzie, 미지방법원, Virginia 동부지원에서 서기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뉴욕주립대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고, 뉴욕주립대 Wagner 

대학원 공공서비스 대학의 Executive Leadership Program의 일환으로 M.P.A.(Master of 

Public Accounting)를 땄으며, College of Mount Saint Vincent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Vullo씨는 Super Lawyers Magazine에서 “뉴욕 슈퍼 변호사(New York Super 

Lawyer)”라는 칭호를 얻었고 National Law Journal가 발행한 “Defense Hot List”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Interfaith Nutrition Network로부터 올해의 인도주의자 

상(Humanitarian of the Year Award)을 수상했고, 다른 많은 수상과 전문가 표창 외에도 

A Better Balance로부터 뛰어난 기업시민상(Distinguished Corporate Citizen Award)을 

수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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