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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공공 윤리에 관한 공동 커미션 지명자 발표
C. Randall Hinrichs 판사 위원회 지명 및 James E. Dering 위원장 대행으로 지명
JCOPE를 개혁하고 뉴욕주의 윤리 감독을 위한 작업 시작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공공 윤리에 관한 공동 위원회(Joint Commission)에
지명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James E. Dering 위원을 위원장 대행으로
지명하였으며, C. Randall Hinrichs 판사를 주지사 지명자로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선임하였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JCOPE를 검토하고 개혁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 작업의 일환으로, 뉴욕주의 윤리 감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정부
조직과 입법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에 오른 첫 날 말했듯이, 저는
뉴욕주민들이 신뢰하는 열린, 윤리적인 정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은 중요한
첫걸음으로서 이 작업을 수행할 윤리 조직에 요구되는 긴급성을 반영합니다. 저희는
JCOPE의 대담한 개혁을 개입하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행정부는
입법부, 관련 정부 조직, 대중과 협력하여 윤리 감독을 개혁하고 이 윤리 조직이 나무랄
데 없는 성과를 낳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James E. Dering는 위원회의 위원장 대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Dering 위원은 의료 및
기타 분야에서 의뢰인의 경영 및 법률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법률회사인 가펑클
와일드(Garfunkel Wild, P.C., "GW")의 공동대표입니다. Dering은 뉴욕 올버니의 GW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회사에서 의료, 경영, 규제 준수 부서를 담당합니다. Dering은
이전에 뉴욕주 의료국의 법률 고문으로 일한 바 있으며, 전 법률 고문 보좌 및 하원 법률
국장을 역입했습니다. Dering은 법률 고문으로서 의료국장을 위한 최고 법률
자문이었으며, 약 125명의 변호사 및 직원을 감독하였습니다. Dering은 뉴욕주
검찰청의 의료국 지국장을 역임하였고, 검찰청 관련 기타 직책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번
공직 이전에 10여 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하면서 의료, 보험, 기업 법률, 소송 분야에서
의뢰인들에게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이타카대학(Ithaca College)에서
경영학사를 취득하였고, 유니온대학 올버니 로스쿨(Albany Law School of Union
University)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전문박사(J.D.)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C. Randall Hinrichs 판사는 위원회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서퍽 카운티
지방행정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지방행정판사로서 서퍽 카운티의 시민 약 150만
명의 필요를 위해 일하고 1천 명에 이르는 직원 및 70여 명의 판사를 통솔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Hinrichs 판사는 지방행정판사로 임명될 때까지 2008년 4월 25일부터 서퍽
카운티 법원의 지도 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Hinrichs 판사가 재판부에 영입되기 전에는
1982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서퍽 카운티 지방 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Hinrichs는
서퍽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행법 과정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서퍽 카운티
변호사협회, 서퍽 카운티 형사 변호사 협회에서 강의하였고, 투로법률센터(Touro Law
Center)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하였습니다. Hinrichs 판사는 버크넬 대학(Bucknell
University)과 뉴욕주립대학의 버팔로 로스쿨(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Law School)을 졸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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