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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ROWAN D. WILSON 을 뉴욕주 항소 법원의 배석판사로 지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Rowan D. Wilson 을 뉴욕주 최고 법원인 뉴욕 항소 법원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의 배석판사(Associate Judge)로 지명하였습니다.
Wilson 은 Cravath, Swaine & Moore 사 뉴욕 사무소의 소송 파트너로 30 년간
근무하면서 이 사무소의 무료 변론 업무를 인솔하였습니다. 이 지명 안은 1 월 15 일,
일요일 주 의회에 보내졌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항소 법원은 정부 업무의 최고 가치를
상징합니다. 저는 Rowan Wilson 이 계속하여 뉴욕 최고의 가치를 구현하는 법의 원칙과
공평성을 관철하고 유지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가 몇십 년간 복잡한 상업 소송에서
쌓은 경험과 사무소의 무료 변론 업무에서의 리더십 역할로부터 그가 뉴욕이 계속
발전하는 데 필요한 지성과 성실성 및 인정이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를 배석
판사로 지명하게 되어 기쁘며 주 의회의 신속한 승인을 기대합니다.”
Rowan D. Wils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저를 주의 최고 법원의
배석 판사로 지명해 주셔서 놀랍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일생의 전부를
정의를 추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데 뉴욕주 항소 법원 만큼 한 곳은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강하고 모두가
공정한 뉴욕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Wilson 은 지난해 조경하는 Eugene Pigott 판사의 은퇴로 인한 공석을 채우도록
지명받았습니다. 그는 Cuomo 주지사가 뉴욕주 항소 법원에 추천한 7 번째 사람입니다.
주지사는 전에 수석 판사 Janet DiFiore 와 배석판사 Jenny Rivera, Sheila AbdusSalaam, Leslie Stein, Eugene Fahey 및 Michael Garcia 를 법원에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Pigott 판사가 항소 법원과 뉴욕주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헌과 업적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특출한 재능과 높은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을 추천한 사법 임명 위원회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Wilson 은 항소 법원의 지명 판사로 거론되면서 뉴욕주 변호사 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뉴욕주 법정 변호사 협회(New York State Trial Lawyers Association),
뉴욕주 법정 변호사 학회(New York State Academy of Trial Lawyers), 뉴욕주 여성
변호사 협회(Women’s Bar Association of the State of New York), 여성 법정 변호사
노조(Women’s Trial Lawyers Caucus), 알바니 카운티 번호사 협회(Albany County Bar
Association), 브룸 카운티 변호사 협회(Broome County Bar Association), 뉴욕시 변호사
협회(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및 삼대 카운티 변호사 협회(Tri-County Bar
Association, 여기에 Erie, Monroe 및 Onondaga 카운티가 포함)으로부터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Rowan D. Wilson 에 대한 소개
Wilson 은 상업 소송에서 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여기에는 공정거래, 지적 재산, 계약,
증권 사기,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에 관련한 소송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경험을 겪으며
그는 다국적 금융 서비스 회사, 포춘(Fortune)지 500 대 기업 및 기타 미국 전역의 유명한
단체와 미국 고등 법원과 전국의 연방 및 주 항소와 재판 법정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을
대표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Wilson 은 Cravath 사무소에서 시민권 확장을 지지하는 무료 변론 업무를
인솔하면서 고난도의 소송문제에 관여하였습니다. 그는 앨라배마주(Alabama)의 제퍼슨
카운티(Jefferson County)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정한 고용
관행과 여성 및 소외된 계층에 대한 기회 발전을 위하여 내린 법원 판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종업원 계층을 대표하였습니다.
이밖에 Wilson 은 1996 년부터 할렘가 주민 변호 서비스(Neighborhood Defender
Services of Harlem) 사무소의 소장을 맡으며 맨해튼 북부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또 전 세계의 취약하고 고아 어린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설립한 Wide Horizons for Children 이라는 어린이 보호단체 위원회의 직무도 맡고
있습니다.
Wilson 은 1981 년에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 행정학 문학사(A.B.),
1984 년에 하버드 법학대학원(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았으며, 모두 우등(cum laude)으로 졸업했습니다.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Wilson 은 2 년간 미국 항소 법원 제 9 순회 법정(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의 재판장인 James R. Browning 밑에서 법학생으로 지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승인하면 그는 20 년래 올버니, 버펄로, 브롱크스, 맨해튼 및
웨스트체스터로부터 온 법률가들과 함께 항소 법정에서 근무할 첫 롱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이 법정은 뉴욕의 지리적 다양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항소와 재판 법정
법률가로부터 상업 소송, 검찰, 법률 지원 변호사, 법학 교수에까지 광범한 분야의 법적
경험들을 망라하게 됩니다.

이 법정은 개정 역사 이래 처음으로 동시의 두 명의 흑인 법률가를 두었으며 두 명의
히스패닉계 법률가와 다수의 여성 법률가로 구성되어 우리주의 다양성을 훌륭히
반영하였습니다.
항소 법원의 배석 판사는 뉴욕주 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14 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Wilson 은 올해 56 세이며. 나소 카운티의 Port Washington 에서 부인과 세 명의 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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