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7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및 의회 대표들, 공공 캠페인 기금 조성 위원회(PUBLIC CAMPAIGN 

FINANCING COMMISSION) 일원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 Andrea Stewart 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 Carl Heastie 

하원 의장, John Flanagan 상원 소수당 대표, Brian Kolb 하원 소수당 대표는 오늘, 공공 

캠페인 기금 조성 위원회(Public Campaign Financing Commission) 일원을 

발표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FY 2020 Enacted Budget)의 일부로 정립된 해당 

위원회는 연간 최대 1억 달러를 승인하여 의회 및 뉴욕주 전 지역 사무소의 공공 

캠페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지닐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자격 기준, 공공 

기금 조성 한도액, 참여 후보자의 기부 한도액 등을 비롯하여 공공 재정 지원 제도의 특정 

사안을 결정합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2019년 12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20일 

이내에 법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해당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임명한 두 명,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가 임명한 두 명, Carl Heastie 하원 의장이 

임명한 두 명, 주지사, 하원 의장, 다수당 대표가 공동으로 선택한 전주 대표 한 명, 두 

소수당 대표가 각각 임명한 자.  

  

주지사가 임명한 자:  

•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뉴욕 사무실의 소송 파트너 

겸 깁슨 던(Gibson Dunn) 공공 정책 사례 그룹(Public Policy Practice 

Group) 공동 회장 Mylan Denerstein. Denerstein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지사 법률고문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회 정의부(Social 

Justice) 검찰차장, 뉴욕시 소방서(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법무 

부커미셔너, 미국 연방 지방 검찰청(U.S. Attorney's Office) 뉴욕 남부 

지구(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연방 검사였습니다.  

• 주 민주당 현 의장 겸 나소 카운티 민주당 고참 의장 Jay Jacobs. Jacobs 

씨는 2001년 처음으로 나소 카운티 민주당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뉴욕주 민주당 위원회 의장을 지낸 후 2019년에 

다시 해당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Jacobs 씨는 전국 민주당 

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의 전주 일원이기도 합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대표가 임명한 자:  

• 뉴욕시 제너레이션 시티즌(Generation Citizen) 이사 DeNora Getachew. 

Getachew 씨는 이전에 브레넌 센터(Brennan Center) 민주 

프로그램(Democracy Program)의 캠페인 매니저 겸 법률 고문, 공공 

대변인실(Public Advocate's Office)의 정책 부장이었습니다.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변호사, 민주 변호사 의회(Democratic Lawyers 

Council)의 공동 창립자 John Nonna. Nonna 씨는 이전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의원과 플레전트빌 시장이었습니다.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이 임명한 자:  

  

• 현재 브롱크스 카운티 형사법원(Bronx County criminal court) 뉴욕시 

민사법원 판사 부서기 Rosanna Vargas. Vargas 씨는 이전에 브롱크스 

민주당 커미셔너였고 그 후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 

커미셔너 이사회(Board of Commissioners) 회장을 맡았습니다. Vargas 

씨는 주 및 연방 법원 상업 법률 재판, 조정, 중재 과정에서 고객을 변호한 

경험도 있습니다.  

• 버펄로 스테이트 칼리지(Buffalo State College) Katherine S. Conway-

Turner 회장 현 수석 보좌관 Crystal Rodriguez. Rodriguez 씨는 이전에 

버펄로시 최고 다양성 책임자로 기회 서약(Opportunity Pledge)을 만들어 

다양성을 장려하고 버펄로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 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 인증 신청을 더욱 쉽게 만들었습니다. 버펄로시에서 

일하기 전에는 뉴욕주 통합 법원 체계(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서기였으며 뉴욕 주립 대학교 버펄로(SUNY Buffalo)의 

부교수였습니다.  

  

주지사, 하원 의장, 다수당 대표가 공동으로 선택한 전주 일원:  

• 주 및 전국 선거 관련 소송 문제에 4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선거법 변호사 

Henry Berger. Berger 씨는 뉴욕시 특별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John Flanagan 상원 다수당 대표가 임명한 자:  

• 힌맨 스트럽(Hinman Straub, PC)의 대표 변호사이며 뉴욕주 상원 다수당 

전 자문의원 David Previte.  

  

Brian Kolb 소수당 대표가 임명한 자:  



 

 

• 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 캠페인 자금 

준수부(Campaign Finance Compliance Unit) 공동 자문의원 겸 공동 

담당자 Kimberly Galvin. Galvin 씨는 이전에 뉴욕주 하원에서 공화당 대표 

수석 보좌관 겸 자문관을 맡았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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