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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지방법원 항소부 인사 발표  

 

제 1항소부 재판장으로 임명된 Rolando Acosta 판사  

 

뉴욕주 전 지역의 항소 법원으로 승진 발령된 9명의 대법원 판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Rolando Acosta 판사를 제 1사법부의 항소부 

재판장으로 임명하고 뉴욕주 전 지역에서 선출된 9 명의 대법원 판사들을 뉴욕주 4개 

항소부에 승진 발령했습니다. 오늘 선정된 판사들은 예심 법정에서 사법적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뉴욕주 전 지역 사법 체계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자격을 갖춘 법관들은 뉴욕의 항소 

법원에서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뉴욕을 발전시키기 위해 법과 공정성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이 판사님들을 

새로운 직책에 임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소부-제 1부 

 

Cuomo 주지사는 Rolando Acosta 배석 판사를 제 1항소부 재판장으로 지명하고 Cynthia 

Kern, Peter Moulton, Jeffrey Oing, Anil Singh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들을 4 명의 배석 

판사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했습니다. 이 제 1부서는 뉴욕 카운티 및 브롱크스 

카운티가 관할 지역입니다. 

 

Rolando T. Acosta 판사 

 

Acosta 판사는 제 1사법관할지구에서 2002년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로 선출되었으며 

2008년에 항소부 판사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사법 경력은 1997년 뉴욕시 민사 법원 

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할렘 지역사회 사법 센터(Harlem Community 

Justice Center)의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는 최대 



규모의 민사 재판 변호사 사무실의 수석 변호사 및 정부의 국장직을 포함하여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Acosta 판사는 또한 

뉴욕시 인권위원회(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법 집행 담당 

부커미셔너직을 수행했습니다.  

 

사법적인 책임 외에도, Acosta 판사는 적극적인 지역사회 봉사자였으며 모든 참여자를 

위해 법률 전문직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라틴계 판사협회 

(Latino Judges Association)의 회장을 역임했고 그 기간 동안에 라틴계 지역사회의 

멘토이자 교사 역할을 했으며 뉴욕시 변호사협회(New York City Bar Association)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전미 히스패닉 변호사협회(National Hispanic Bar 

Association)의 2004년 올해의 판사(Judge of the Year)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뉴욕주 

사법 운영위원회(New York State 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 뉴욕의 민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수석 판사의 태스크포스(Chief Judge’s Task Force 

to Expand Access to Civil Legal Services in New York), 전문직 시립 법조 협회(City 

Bar’s Council on the Profession) 등의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Acosta 판사는 14세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민을 온 이후 사우스 브롱크스와 워싱턴 

하이츠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Columbia College)과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대학원(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Trustee of Columbia University) 및 컬럼비아 법학대학원 학장 위원회(The Dean’s 

Council of Columbia Law School)의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Cynthia S. Kern 판사 

 

Kern 판사는 처음 뉴욕시 민사 법원에 선출되었을 당시인 2000년부터 판사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2008년 뉴욕 카운티 민사 지원 대법관 대행으로 임명되었고 

2010년 시립 민사 법원 판사로 재선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제 1사법관할지구의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직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출마하여 성공한 이후부터 그 직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판사직을 수행하기 전에 Kern 판사는 15년간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모제스 앤드 싱어 법률회사(Moses & Singer)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로젠먼, 콜린, 프런드, 루이스, 코헨 합동 법률회사(law firm of Rosenman, 

Colin, Freund, Lewis & Cohen)의 소송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사 소송 

변호사로서 상업 및 부동산 소송에 주력했습니다. 1992년에는 뉴욕주 지방법원 Joan B. 

Lobis 판사를 위해 근무하는 주요 법정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Kern 판사는 1982년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 캠퍼스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를 

졸업했으며 1985년 뉴욕 대학교 법학대학원(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Peter H. Moulton 판사 

 



Moulton 판사는 2003년 뉴욕 카운티에서 민사 법원 판사로 선출되었을 때 처음으로 

법관이 되었습니다. 2010년 4월 Moulton 판사는 뉴욕 카운티 대법원의 대법관 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2013년 대법원 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판사로서 그는 

또한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뉴욕 카운티의 민사 법원 감독 판사를 포함한 

여러 지도적인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민사 행정 재판관 및 

제 1사법관할지구와 뉴욕시 석면 소송 조정 판사 등 두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판사직을 

수행하기 전에 Moulton 판사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Leland DeGrasse 대법원 

판사의 주요 법률 서기로 재직했습니다. 뉴욕시 법무부(New York City Law 

Department)의 차별 철폐 소송부서(Affirmative Litigation Division) 소속 변호사로 일하기 

전까지 그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뉴욕 남부지구에서 Charles E. Stewart, Jr. 판사의 

법률 서기로 법조계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Moulton 판사는 1983년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를 졸업하면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1986년 컬럼비아 

법학대학원(Columbia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effrey K. Oing 판사 

 

Oing 판사는 2004년 1월 뉴욕시 민사 법원 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2011년 그는 

제 1사법관할지구의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로 선출되어 통상부서에 배속되었습니다. 

판사직을 수행하기 전에 그는 2002년과 2003년 뉴욕시 의회의 부 법률고문으로 

재직했으며 또한 뉴욕시 지구위원회의 부국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Oing 판사는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Walter B. Tolub 판사의 법률 비서 (2000-

02), 제 1부서 항소법원 주 변호사 (1998-2000), Marilyn G. Diamond 판사의 법률 비서 

(1995-98), 주요 국선변호사 (1993-95)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재직했습니다. 1992년 Oing 판사는 뉴저지 주지사 제임스 James J. Florio의 법제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의 공공 부문 법조계 경력에 앞서 그는 뉴저지의 해럴드 

앤드 하인스 법률회사(Herold & Haines) 회사의 동료 변호사였고 1990년에 도노반 레저 

뉴턴 앤드 어빈 법률회사(Donovan Leisure Newton & Irvine) 그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Oing 판사는 1986년 컬럼비아 대학(Columbia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며 

졸업했고 1989년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Anil C. Singh 판사 

 

Singh 판사는 2002 년 뉴욕시 민사 법원 판사로 선출된 후 2003년부터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2010년 대법원 판사 대행으로 지명되었고 2013년 11월에 

제 1사법관할지구에서 현재 직책인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2015년 

4월 Singh 판사는 통상부서에 임명되었습니다. 판사 직책을 수행하기 전에, Singh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Alice Schlesinger 판사의 서기직을 수행했습니다. Singh 

판사는 1958년 인도의 가지파에서 태어 났으며 197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임명에 따라 그는 뉴욕의 항소 법원에 승진 발령된 최초의 인도계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1980년 로렌스 대학교 (Lawrenc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및 역사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고 1986년 안티옥 법학대학원(Antioch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항소부-제 2부 

 

주지사는 Linda Christopher 대법원 판사와 Angela Iannacci 대법원 판사들을 항소부 

제 2부의 배석 판사 2 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했습니다. 제 2부는 킹스 카운티, 

퀸즈 카운티, 리치몬드 카운티, 롱아일랜드, 로우어 허드슨 밸리 등을 포함하는 10개 

카운티 다운스테이트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Linda J. Christopher 판사 

 

Christopher 판사는 2002년부터 어퍼 냐크 빌리지와 그랜드뷰 빌리지에서 판사 

대행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법관으로 재직해 왔습니다. 2005년 Christopher 판사는 

록랜드 카운티 가정 법원 판사로 선출되어 2010년까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로 일하면서 그녀는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통합 가정폭력 법원 대법관 

대행으로 재직했습니다. 2011년부터 Christopher 판사는 대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며 

현재 제 9사법관할지구에 대한 결혼 감독 판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980년 

의 덴버 소년법원의 Orelle Weeks 판사의 법률 서기로 법조계 경력을 시작했으며, 제롬 

트라치텐버그 법률회사(law offices of Jerome Trachtenberg)에서 동료 변호사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1986년에 록랜드 카운티 가정법원에서 본업을 수행하기 전에 

잠시 청문회 검사관으로 일했습니다. Christopher 판사는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린다 

크리스토퍼 법률회사(Law Offices of Linda Christopher)에서 근무했고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크리스토퍼 앤드 드래인 법률회사(firm of Christopher and Draine)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2004년 가정 법원 선거 때까지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판사는 1976년에 콜로라도 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졸업했고 1980년 안티옥 법학대학원(Antioch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Angela G. Iannacci 판사 

  

Iannacci 판사는 나소 카운티의 가정 법원에 선출되어 2004 년부터 판사의 일원으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나소 카운티의 대법원 판사로 

선출되었으며 현재는 2009년에 임명된 직책인 제 9사법관할지구 및 

제 10사법관할지구의 항소 기간에 대한 배석 판사로 재직하면서 아울러 대법원 

제 10사법관할지구의 대법원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사 

직책을 수행하기 전에 Iannacci 판사는 Allan L. Winick 판사의 주요 국선변호사, 

소액청구 심사평가 절차(Small Claims Assessment Review Proceedings)의 청문회 

위원, 뉴욕주 가든 시티의 AIG, 로사노, 모스, 허스크혼 앤드 콜레토 P.C.(AIG, Rossano, 



Mose, Hirschhorn & Corleto, P.C.) 법률회사와 맨해튼의 고돈 앤드 일서, P.C.(Gordon & 

Silber, P.C.) 법률회사에서 개인 상해, 의료가실, 일반 책임 문제 등 분야에 주력하면서 

15년동안 광범위한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청문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뉴욕주의 그레이트 넥에서 안젤라 지. 라나치 P.C.(Angela G. 

Iannacci, P.C.) 법률회사를 열어 혼자서 변호사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법원의 여성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n Women), 뉴욕주 차별 철폐 위원(NYS 

Anti-Discrimination Panel), 가정법원 판사를 위한 뉴욕주 법원 행정 사무소의 모범 실무 

위원회(NYS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s Best Practices Committee for Matrimonial 

Judges), 뉴욕주 가정 폭력 태스크포스(NYS Domestic Violence Task Force), 뉴욕주 

신탁 임명 특별위원회 (NYS Special Commission on Fiduciary Appointments) 등의 

직책들을 수행했습니다. Iannacci 판사는 1983년 조지 워싱턴 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6 년 

페이스 대학교 법학대학원(Pac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항소부-제 3부 

 

주지사는 Stanley Pritzker 대법원 판사와 Philip Rumsey 대법원 판사들을 항소부 

제 3부의 배석 판사 2 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했습니다. 제 3부는 미드 허드슨 

밸리부터 캐나다 국경까지 아울러 서던 티어의 쉴러 카운티와 셔멍 카운티 서쪽에 

이르는 업스테이트 뉴욕 동부 및 북부 지역의 28개 카운티를 담당합니다.  

 

Stanley L. Pritzker 판사 

 

Pritzker 판사는 워싱턴 카운티의 군, 가족, 대리인, 마약 치료 법원 등 여러 법원의 판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2005년부터 법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2007년에 그는 또한 워싱턴 

카운티에서 민사 소송을 주재하는 대법관 대행으로 지명되었습니다. 2013년 Pritzker 

판사는 제 4사법관할지구 대법원 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법조계 경력 이전에 Pritzker 

판사는 민사, 행정, 형사 소송 문제 등을 다루는 변호사 활동을 거의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소년 비행, PINS, 이혼, 양육권 방치, 학대 소송 등을 대리하여 아동 

변호사로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Pritzker 판사는 야간 법학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뉴욕시에서 사회 복지사로서 전문직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978년 

뉴욕 주립 대학교 버펄로 캠퍼스(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철학 및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으며 1980년에 동일한 기관에서 사회 사업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1986년 세인트존스 대학교 법학대학원(St. John’s 

University Law School)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Philip R. Rumsey 판사 

 

Rumsey 판사는 1994년 제 6사법관할지구 대법원 판사로 처음 선출되었고 2007년에 



판사직에 재선출되었습니다. 법관이 되기 전에, Rumsey 판사는 1976 년 코틀랜드 

카운티에서 부 지방검사로 시작하여 민간 및 공공 부문 양쪽에서 거의 이십년 동안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그가 수행한 다른 공직에는 코틀랜드 카운티의 부 국선변호사, 

코틀랜드 주택청(Cortland Housing Authority)의 변호사, 뉴욕주 상원 농업 

상임위원회(New York State Senate Standing Committee on Agriculture)의 소속 변호사, 

James L. Seward 뉴욕주 상원의원의 입법 보좌관, 코틀랜드빌 타운의 타운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1994년에 판사로 근무할 때까지 라이언 앤드 럼지 법률회사(law firm of 

Ryan & Rumsey)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Rumsey 판사는 2008년부터 뉴욕 평결지침 

양식 위원회(New York Pattern Jury Instructions Committee)의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71년부터 1977년까지 뉴욕주 방위군(New York State Army National Guard)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해밀턴 대학(Hamilton College)을 1971년에 지질학을 전공하고 

졸업하면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1975년 시러큐스 대학교 법학대학원(Syracus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항소부-제 4부 

 

주지사는 Justice Joanne Winslow 대법원 판사를 항소부 제 4부 배석 판사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했습니다. 제 4부는 제퍼슨 카운티까지 북쪽으로 뻗어 뉴욕주 서부 및 

중부 지역에 22개의 업스테이트 카운티를 담당합니다. 

 

Joanne M. Winslow 판사 

 

Winslow 판사는 2008년 제 7사법관할지구 대법원 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녀는 

2011년까지 결혼부에 배정되었는데, 현재 형사부의 직무를 맡기 전에 판결에 따른 중죄 

기소 및 기타 법적 문제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판사에 선출되기 전 Winslow 판사는 

20년 이상 먼로 카운티의 부 지방검사로 일했으며 주요 중죄 담당 국장으로서 

지방검찰청에서 그녀의 재임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Winslow 판사는 로체스터 

경찰서(Rochester Police Department), 먼로 카운티 검찰청(Monroe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먼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Monroe County Sheriff’s Office), 전미 

보이스카우트(Boy Scouts of America) 등의 탁월한 헌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찬사를 

받으며 그녀의 전문적 및 시민 서비스 활동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Janet 

DiFiore 판사는 Winslow 판사를 리처드 씨. 페일라 성적소수자 (LGBTQ) 위원회(Richard 

C. Failla LGBTQ Commission)에 지명했습니다. 1986년 올버니 법학대학원(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기 전에 그녀는 1981년 스프링필드 대학(Springfield 

College)에서 사회학 및 중등교육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지명된 각 판사들은 뉴욕주 전 지역의 4 개 항소부 중 한 부서의 사법 심사위원회(Judicial 

Screening Committees)가 고려하여 검토 및 선발한 후보자들 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후보자의 경력 및 직무 수행에 익숙한 수많은 실무자들과의 대화를 포함하여 

모든 신청서 및 서면 자료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항소부에 대한 



임명을 고려하기 위해 위원회가 주지사에게 제출한 “고도의 자격을 갖춘(highly 

qualified)” 지원자들인 뉴욕주 전 지역에서 선출된 수십명의 대법원 판사 후보들에 대한 

대면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뉴욕주 헌법 및 사법 법령에 따라 주지사는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선출된 사람들 중 

각각의 항소부에 부장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명은 

상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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