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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NYS 항소법원을항소법원을항소법원을항소법원을 위한위한위한위한 SHEILA ABDUS-SALAAM의의의의 비준비준비준비준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대법원의 중간 상소법원의 연방 대법원 판사 Sheila Abdus-

Salaam을 뉴욕주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하였습니다. 이로서 Abdus-Salaam 판사는 항소법원 판사를 

역임하게 되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 판사가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4월 5일 그녀를 

임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상원에서는 Abdus-Salaam 판사가 뉴욕주 항소법원의 위대한 판사 

집단에 합류하는 것을 비준했습니다. 뉴욕 법정에서 수십 년 간 경험을 쌓고 헌신적인 자세를 

보여준 Abdus-Salaam 판사는 이렇게 명망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며, 그녀가 가진 

경험을 토대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녀가 우리의 헌법을 수호하고, 뉴욕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진실한 자세로 노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bdus-Salaam 판사는 “뉴욕주 상원의 비준을 받아 뉴욕주 최고 법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저를 임명하고 저에게 믿고 신뢰해 주신 주지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공공 서비스에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여 뉴욕주의 새로운 공공 기관을 만드는 

것을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저는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법률의 공정한 적용을 저의 

사법적 경력의 특징으로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bdus-Salaam 판사는 2009년 4월부터 뉴욕주 항소법원 제1국 판사를 역임해왔습니다. Abdus-

Salaam 판사는 1993년 11월 뉴욕주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2007년 11월 재임명된 바 있습니다. 

Abdus-Salaam 판사는 1992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뉴욕 민사재판소 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Abdus-Salaam 판사의 법조계 경력은 법원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Abdus-Salaam 판사는 1988년 

6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뉴욕시 노동부의 법무 자문위원과 1980년 8월부터 1988년 5월까지 

시민권 및 부동산 금융국의 법무보좌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East Brooklyn Legal Services 

변호사로 법조인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Abdus-Salaam 판사는 Barnard College을 졸업하고 

Fordham University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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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뉴욕주변호사협회는 Abdus-Salaam 판사에게 항소법원 판사를 역임할 가장 높은 등급인 

“적임자”라는 등급을 주었습니다. 협회는 1967년부터 항소법원 후보자들을 등급으로 평가해오고 

있습니다. 

 

뉴욕주변호사협회 회장인 Seymour W. James, Jr.는 “뉴욕주변호사협회는 Sheila Abdus-Salaam 

판사가 항소법원의 배석 판사로 상원의 비준을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한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젊은 변호사로서 궁핍한 사람들을 대변하든, 법무부 

보좌관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든, 재판관으로서 문제를 판결하든 간에 Abdus-Salaam 판사는 

현명함과 지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aureen E. Maney 뉴욕주여성변호인협회(WBASNY) 회장은 “WBASNY의 회원인 Abdus-Salaam 

판사의 비준은 우리 협회의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항소법원에 Abdus-Salaam 판사가 

합류함으로써 모든 전문직 여성은 영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정 구성에 법조계와 우리 집단이 더 

많이 반영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이번 인사는 훌륭한 자격을 갖춘 Abdus-Salaam 판사를 

고용함과 동시에 다양성을 장려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 Nadine Fontaine 대도시 흑인변호사협회(Metropolitan Black Bar Association) 회장은 “오늘 우리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의 판사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임명된 친애하는 Sheila Abdus-Salaam 판사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Abdus-Salaam 판사는 특별하고 매우 존경받는 법률가임을 스스로 여러 차례 입증했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맥락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Andrew M. Cuomo 주지사와 상원 의원이 

최고의 자격을 갖춘 판사를 유치하고 상원 의원을 정확히 반영한 다양성에 변함없이 전념한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argo Ferrandino 흑인여성변호인협회(ABWA) 회장은 “Abdus-Salaam 판사는 특별한 법률가이며 

ABWA는 우리 회원이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뉴욕주 최고 수준의 

사법부에서 우리 지역 사회를 대변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illiam Little 국회 의사당 흑인 및 히스패닉 변호사협회 회장은 “Abdus-Salaam 판사가 항소법원에 

임명된 사실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뉴욕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주지사의 이 같은 결정에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avid M. Schizer 컬럼비아법대 학장, Lucy G. Moses 법학 교수, Harvey R. Miller 법과 경제학 교수는 

“Abdus-Salaam 판사를 임명한 상원의 비준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항소법원과 모든 

뉴욕 시민은 그녀의 현명함과 공정함, 진실성, 동정심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chael Jaffe 뉴욕주 법정변호사협회 회장은 “뉴욕주 법정변호사협회는 뉴욕주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된 Sheila Abdus-Salaam 판사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현명함과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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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지원자를 추천하여 뉴욕주 최고 법원에 임명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며, 우리 

협회는 Abdus-Salaam의 임명을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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