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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 마약집행국 국장에 TERENCE J. O'LEARY 임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근까지 뉴욕시 특별 마약 검사실 (Office of the Special 
Narcotics Prosecutor) 검사였던     Terence J. O'Leary를 뉴욕주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산하  마약 단속국 (Bureau of Narcotics Enforcement, BNE) 국장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O'Leary는  내일 취임한다.   
 
Cuomo 주지사는 임명 배경에 대해 "처방의약품의 불법 사용 및 유통과 관련된 범죄는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이며, Terence O'Leary는 이 직책에서 요구되는 수사 및 검사 경험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는 불법 마약 밀매에 대항해 싸운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와 싸우기 위한 새로운 공중 보건 전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현 행정부에 엄청난 자산이 될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특별 마약 검사실 검사 시절,  O'Leary는 마약 밀매조직과 돈세탁 작전의 장기 수사를 
지휘했으며 연방, 주 및 국제 기관들과의 다중 관할권 수사와 기소를 여러 차례 조율했다.     
 
O'Leary의 업적은 2009년  미연방 마약 단속관 협회 (Drug Agents Foundation),  연방 
마약단속반(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그리고 뉴욕주 마약단속 기동대 (Drug 
Enforcement Task Force)와 마약 특별 검사실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그는 메릴랜드 주 
Loyola College와 Seton Hall 대학 법대를 졸업했다.  
 
O'Leary의 상사이자 뉴욕시 특별마약 검사  Bridget G.Brennan은  "Terry O'Leary는 탄탄한 
수사 경력을 지닌 대단히 지능적이고 노련한 검사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수석 수사 
검사로서 일하며 특별 마약 검사실에 재직한 10년 동안 Terry는 최고의 윤리 규범을 
준수했으며 일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열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가 맡은 새 직책에서 
그와 함께 일하기를 고대합니다"라고 말했다. 
 
BNE는 처방 규제 약물의 불법 사용과 밀매를 식별 하고 시설 및 처방자들이 규제 약물을 
유용하는것을 방지하도록 도움으로써 공중 보건을 보호한다.   BNE는 규제 약물을 
모니터하고 규제하며 부모, 교육가 및 의료 전문가들을 위한 처방 마약 남용 방지 운동을 
실시한다.     
 
O'Leary는   보건부가 올해 개시한 처방전 절도와의 싸움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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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이 전략들은 진료 기록과 처방 자료를 분석 및 
평가하여 범죄 및 처방의 유용을 식별하고, 처방의약품 이용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항하는 부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BNE는 정부 및 정신 건강, 규제 
약물 그리고 통증치료 분야의 처방의약품 남용과 싸우는  민간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BNE는 주 전역의 95,000 여 처방 의사들에게 연간 1억7천5백만 이상의 안전한 공식 
뉴욕주 처방전을 제공, 합법적으로 처방전이 작성되고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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