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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공공안전공공안전공공안전공공안전 담당담당담당담당 과장과장과장과장 선임을선임을선임을선임을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행정부의 새로운 공공안전 담당 과장으로 Thomas P. Abt의 선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본인은 공공안전 담당 과장으로 Thomas Abt를 본인의 행정부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전국적 형사 사법 문제와 미국 전역의 폭력을 줄이고 위험한 동네를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해 왔습니다. Abt씨는 뉴욕주 정부에 소중한 경험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새 

뉴욕주를 계속 건설함에 따라 Abt씨는 공공 안전을 증진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선도할 것입니다. 공공 안전은 든든한 경제와 번영하는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본인은 뉴요커들을 위해 바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Abt씨와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Cuomo 지사님은 매일 뉴요커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상적 팀을 꾸렸는데, 

본인은 그들과 합류할 기회를 갖게 되어 흥분됩니다”라고 Abt씨는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은 

취임한 이래 뉴욕주의 공공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진두지휘해 오셨습니다. 즉, 총기 

폭력과 싸웠고, DNA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사법 제도를 개혁하고, 

방심운전이라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저는 모든 뉴요커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노력 및 기타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구축하게 되어 흥분됩니다.” 

 

최근까지 Abt씨는 미국 법무부에서 사법프로그램실(OJP)의 참모장으로 봉직하면서 미국의 주요 

형사사법 허가 및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여 증거, 정책과 실천을 통합하였습니다. Obama 

행정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Abt씨는 청소년 및 갱 폭력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는 연방기관, 

지역사회 및 민간 파트너들의 네트워크인 청소년 폭력 예방 전국 포럼을 조율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위험한 동네가 스스로 기회 동네로 탈바꿈하도록 돕기 위해 연방 투자를 

조율하는 장소 기반 노력인 동네 재활성화 이니셔티브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최근에 하버드대학교의 John F. Kennedy 스쿨에 의해 금년의 정부 혁신 톱 25 중 하나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Abt씨는 과학적 증거의 질, 양을 개선하고 형사사법 정책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는 OJP 증거 통합 이니셔티브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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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Abt씨는 뉴욕 소재 로펌 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Manhattan 지방검사실에서 지방검사보로 봉직하였습니다. Abt씨는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우등으로 법률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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