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 배포용: 2012년 2월 13일 

 
CUOMO 주지사 전직 MONROE COUNTY카운티 지방 검사 MIKE GREEN을 DCJS 행정 

차장으로 임명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금일 전직 Monroe County카운티 지방 검사 Mike Green을 
형사사법 서비스부(DCJS) 행정 차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검사로서 25년의 경험을 가진 Mike Green은 범죄와 싸우고 뉴요커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소중 전문 지식을 주정부에 제공할 것입니다”고 Cuomo 주지사는 말하였습니다. 
“Rochester와 Monroe County 카운티에서 폭력 범죄를 줄이는 과제에 대한 그의 지식과 
이해는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들을 살기에 안전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Robert Duffy 부지사는 “로체스터시의 시장과 경찰청장을 역임했던 저는 영광스럽게도 
Monroe 지방 검사였던 Mike Green과 나란히 일을 했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의 공중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Mike Green보다 더 좋은 공직자를 임명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고 
말하였습니다. 
 
Mr.  Green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Monroe County카운티 지방 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Green은 지방 검사로 선출되기 전에 제1 지방 검사보로 3년 간 Monroe 카운티의 살인사건 
기소를 담당하던 것을 비롯하여 17년 동안 지방 검사보를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중범사건 검사, 중범국의 부수석, 음주운전국 수석 및 중범국의 공판 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뉴욕주 Henrietta가 고향인 Mr. Green은 시러큐스의 LeMoyne College와 Western New 
England College 법대를 졸업하였습니다. 
 
Mike Green은 “저는 공직에 있는 동안 언제나 범죄 분석에 의존하고 범죄를 줄이는 우리의 
공동 과업에 경찰과 검사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전략적 
방식을 추진함으로써 범죄를 줄이고 Monroe 카운티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단히 중요한 직책에 취임하도록 Cuomo 주지사로부터 선택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고 말하였습니다. 
 
상원 범죄 희생자 및 범죄 교도 위원회 위원장인 Mike Nozzolio 상원의원은 “Monroe 
County카운티 지방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Mike Green은 범죄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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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다하였습니다. Mike는 범죄 희생자들을 옹호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의 지방 
검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그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은 우리 
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원 범죄 희생자 및 범죄 교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이 새 
직책에 취임하는 Mike와 협력하여 우리 주의 법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범죄 희생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며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지킬 것으로 기대합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원 교도위원회 위원장인 Jeffrion L. Aubry 하원의원은 “Cuomo 주지사가 Mike Green을 
형사사법 서비스부(DCJS) 행정 차장으로 임명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수십년 
동안 Mr. Green은 거리를 안전하게 하고 뉴요커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저는 
Mr. Green 및 행정부와 협력하여 주의 형사 사법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Joseph Morelle 하원의원은 “Mike Green을 형사사법 서비스부(DCJS) 행정 차장으로 
임명한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Mike는 사법 및 공중 안전에 대한 대단한 헌신으로 
인해 주내에서 가장 훌륭한 지방 검사 중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되었으며 그가 이 직책을 
탁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로체스터 소년소녀클럽 전무이사인 Dwayne Mahoney는 “Mike Green을 임명한데 대해 
주지사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Monroe County카운티 지방 검사로서 그는 공중 안전뿐만 
아니라 위험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읽고 쓰기 교육 및 전환 노력의 중요성을 
이해하였습니다. Monroe에는 손실이지만 주에는 이득이 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Monroe County카운티 보안관인 Patrick O'Flynn은 “Cuomo 주지사가 Mike Green을 
선택한데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Mike는 25년 이상 Monroe 카운티의 검사로서 공중 
안전을 증진하며 Monroe County카운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의 역량과 헌신이 이제 모든 뉴요커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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