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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항소법원의 배석판사에 PAUL G. FEINMAN 판사를 지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Paul G. Feinman 판사를 주 최고 법원인 뉴욕주 항소
법원(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의 배석판사(Associate Judge)로 지명할
것입니다. Feinman 판사는 현재 뉴욕주 대법원(New York State Supreme Court)의
상소부(Appellate Division)에서 배석판사로 있으며 뉴욕에서 20여 년간 법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Feinman 판사는 뉴욕 최고 법원에 월등한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그는 공공 서비스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며 공정하고 뉴욕의 이익을
위하여 나서는 탁월한 법학가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르게 우리 곁을 떠난 Sheila AbdusSalaam 판사를 계속 애도하는 동안에 Feinman 판사는 항소법원이 뉴욕을 가장 잘
상징하는 법과 공정성의 최고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Paul G. Feinman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소법원 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지대한
영광입니다. 항소법원에서 복무할 기회를 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리며 만약
통과되면 법원에 있는 저의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뉴욕을 위하여 계속 복무하기를
기대합니다.”
Feinman 판사는 올해 초에 존경하는 Sheila Abdus-Salaam 판사의 비극적인 사망으로
생긴 자리에 지명되었습니다. 그는 Cuomo 주지사가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봉직하도록
지명한 여덟 번째 인물입니다. 주지사는 전에 수석 판사 Janet DiFiore와 배석판사 Jenny
Rivera, Abdus-Salaam, Leslie Stein, Eugene Fahey, Michael Garcia 및 Rowan D.
Wilson을 법원에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Feinman 판사는 2007년에 대법원에 선출되어 2012년에 Cuomo 주지사로부터 상소부
배석판사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 대리판사(Acting
Supreme Court Justice)로 근무하였습니다. 그전의 1996년에 처음으로 민사법원의
판사(Civil Court Judge)로 선출되었으며 2006년에 재당선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면 Feinman 판사는 항소법원에서 근무하는 첫 공개 동성애자입니다. 그는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 문제와 법원 커뮤니티의
성소수자(LGBT) 회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추진하는 리차드 씨 파일라 성소수자
협회(Richard C. Failla LGBT Commission)의 회원입니다. 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 LGBT 판사 협회의 회장을 맡은 적이 있으며 2015년에 뉴욕주 대법원 판사협회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1985년에 나소 카운티(Nassau County) 법률 구조협회 (Legal Aid Society)
형사부에서 법조계 일을 시작했습니다. Feinman 판사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맨해튼(Manhattan) 소재 법률 구조협회 형사범죄 변호부 수석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6년까지는 Angela M. Mazzarelli 판사 사무실에서 수석 법률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1981년에 컬럼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을 졸업하였으며
1985년에 미네소타 로스쿨(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로부터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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