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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공공윤리합동위원회 임명 발표  

  

Jose Nieves는 위원장으로, Sharon Stern Gerstman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공공윤리합동위원회(Joint Commission on Public 

Ethics)의 임명자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Jose Nieves를 위원회 위원장으로, Sharon 

Stern Gerstman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이 두 명의 피지명자는 전임자인 

Robert Cohen과 James E. Dering의 자리를 맡게 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우리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여기에는 윤리 감독을 

강화하는 일이 포함됩니다."라고 Hochul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Jose Nieves와 Sharon 

Stern Gerstman은 개방적이고 윤리적인 감독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주정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주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와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신망받는 전문가들입니다."  

  

Jose Nieves는 Jose L. Nieves & Associates 법률 사무소 설립자이며 20년 넘게 검사, 

육군 참전용사, 커뮤니티 리더로서 공공 봉사에 평생을 헌신해왔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설립하기 전에 Nieves는 뉴욕주 법무장관실에서 특별 수사 기소 부서에서 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Nieves는 미교통부 연방항공청(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조종사, 항공모함 및 항공 정비사에 의한 연방 

항공 규정(FAR)의 다양한 위반 사례건 조사 및 기소를 감독했으며 뉴욕시 교정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rrection), 재판소송과(Trials and Litigation Division)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미육군 예비군에서 10년 이상 대위로 근무했으며 2009년에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되었습니다. 육군 근무 중에 Nieves는 미군 병사들의 성폭행 및 

기타 위법 행위를 기소하였고, 연방 법원에서 사건 기소 업무를 담당했던 뉴욕 북부 

지부의 미검찰청에서 특별 검사로서 일도 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근무 기간 

동안에는 라그만 지방에서 법무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판사, 

변호인단 및 검사에게 형사법 사안, 재판 변호, 새로 수립된 형사 사법 체계의 관리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Nieves는 또한 법원과 재판 전 구금 시설의 

레노베이션을 포함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명예 제대를 하였습니다. Nieves는 킹스 카운티 지방검사실(Kings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에서 부지방검사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1년의 재직 

기간 동안 특별 검사로 승진하여 장기 마약 사건 수사, 총기 범죄, 강도, 절도, 폭행 

사건과 기타 강력 범죄 등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Nieves는 퀸즈의 



세인트 존스 대학(St. John's University)에서 형사사법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브루클린 법대(Brooklyn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Sharon Stern Gerstman은 마가번 마가번 그림 유한책임조합(Magavern Magavern 

Grimm LLP)의 뉴욕주 버팔로 법률사무소 변호사입니다. Gerstman은 중재 및 조정, 

소송 및 항소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Gerstman은 2017-2018년에 뉴욕주 

변호사 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회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이사회에서 활동하였고 계속해서 대의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Gerstman은 이리 

카운티 변호사 협회의 이사였으며 이리 카운티 변호사 재단과 웨스턴 뉴욕 여성 변호사 

모임의 대표였습니다. Gerstman은 다양한 변호사 협회로부터 수많은 상을 받았으며 

미국 변호사 재단(American Bar Foundation)과 뉴욕주 변호사 재단(New York State Bar 

Foundation)의 종신 펠로우입니다. 또한 미국 법률 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피선출 위원이기도 합니다. Gerstman은 털리도 대학교(University of Toledo), 미주리 

캔자스시티 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에서 30년 동안 뉴욕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법률 검토문의 저자이고 

뉴욕주 민사 법률("New York Civil Practice", James Publishing)의 공동 저자이며 뉴욕주 

민사 법률: CPLR Weinstein Korn & Miller의 편집 위원입니다. 로스쿨 강의 외에도 

Gerstman은 뉴욕주 대법원에서 법원 변호사/심판장, 수석 법률 서기로 29년간 

근무하였으며 여기서 주 업무는 민사 사건의 중재를 담당하였습니다. Gerstman은 

브라운 대학교(Brown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피츠버그 대학교(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예일 로스쿨(Yale Law School)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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