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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JCOPE 인사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공공윤리합동위원회에 Michael K. Rozen 의 선임 및
Michael A. Romeo 의 재선임을 발표하였습니다. Rozen 씨는 Mitra Hormozi 의
후임입니다. Romeo 씨는 원래 작년에 Vincent Delorio 의 후임으로 위원회에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재선임되어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JCOPE 는 감독권을 갖는 독립적인 윤리 및 로비 규제 기관으로, 주 의회 의원, 의회 후보,
의회 직원을 비롯해 주 전역에서 네 명의 선출직 공무원, 유사 직종의 후보자, 행정부
직원, 특정 정당 의장, 로비스트 및 이들의 의뢰인들을 감독합니다. 이 위원회는 필수
공개 파일링, 감사, 조사, 집행 절차를 통해 현 윤리 및 로비 법률에 관한 정보, 교육,
조언을 제공하고, 이러한 법률에 대한 준수를 촉구합니다.
“Rozen 씨와 Romeo 씨는 모두 매우 존경 받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였으며, 실세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가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안내, 교육 및 감독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를 위한 이분들의 헌신과 봉사하려는 의지에 감사합니다.”
Rozen 씨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변호사, 전략가 겸 협상가로서 수 천 건의 복잡한 다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는 전국적 소송 및 화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을 자문하였고, 석면, 납 페인트를 포함한 제조물 책임 사건 및 의료 기기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유독 불법행위 및 환경 보험 보장, 주주 집단
소송, 고용 차별, 지적재산 및 기타 수 많은 비즈니스 및 상업 문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Rozen 씨는 연방 2001 년 9 월 11 일 희생자 보상 기금의 부특별 마스터였으며, BP 보상
기금 시행을 지원하였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국의 연방 및 주 법원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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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바 있습니다. 그는 윤리, 대안 분쟁 해소, 다중 불법행위 및 복잡한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미국 및 해외의 기업, 투자자, 검사 및 판사들에게 광범위하게
강의하였습니다. 그는 Tufts University 에서 학사와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형법학회 회원이었습니다.
Romeo 씨는 2014 년 2 월에 본 위원회에 처음으로 선임되었는데 오늘
재선임되었습니다. 그는 보험업계에서 38 년 동안 일하였으며 현재 The United Nations
Federal Credit Union 의 완전 소유 회사인 Industrial Coverage 의 수석부사장입니다.
그는 또한 Long Island 자선단체들을 위해 400 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기관인 Long
Island Insurance Community 의 이사회에서 봉직합니다. 그는 이전에 그 종류로는 미국
최대의 에이전트 협회인 Suffolk County Independent Insurance Agents and Brokers of
America 의 회장 겸 자동화 의장으로 봉직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지역 및 전국
레벨의 자동화 사용자 그룹의 회장으로 봉직하였으며, 지역 및 전국적 레벨의 많은
보험회사 에이전트 협의회에서 봉직하도록 선임되었습니다. Romeo 씨는 University of
New Haven 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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