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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전직 연방 검사이자 LORETTA LYNCH 미국 법무장관의 부비서관을
역임한 CAROLYN POKORNY을 만장일치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의 감찰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
Pokorny는 미국 법무부(Justice Department)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최고위층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상원(State Senate)이 만장일치로 Carolyn
Pokorny을 새로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감찰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okorny씨는 엘리트 연방검사 출신으로 미국 법무부(U.S. Justice Department)의 최고위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Loretta Lynch 미국 법무장관의 부비서관이었으며, 브루클린
검찰에서 근무했고, 많은 주목을 받았던 공공 비리 사건을 기소하여 모든 종류의 사기
근절에 앞장섰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마침내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자금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감찰관이 중심이 되어 기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보해야 할 것입니다.
Carolyn 씨는 현명하고 헌신적인 엘리트 검찰입니다. 그의 리더십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고객과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해낼 것입니다."
Carolyn Pokorny는 브루클린 검찰에서 연방검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마약 및 돈세탁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는 마약왕
Joaquin "El Chapo" Guzman을 포함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거물을 기소하기 위한
전국적 전략을 제안했고, 국제 수준의 조사를 이끌어 콜롬비아의 "Norte Valle" 카르텔의
지도자 30명 이상을 살인, 범죄조직의 지속적인 운영, 돈세탁, 마약 밀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법무장관 특별 표창(Attorney
General's Award for Distinguished Service)과 연방마약청 재단(Federal Drug Agents
Foundation)의 "진정한 미국 영웅(True American Hero)" 상을 받았습니다. Pokorny 씨는
결국 법무부 공공 청렴부(Public Integrity)의 선임 공판검사가 되었습니다.
2011년 Pokorny 씨는 Loretta Lynch 미국 법무장관의 행정팀(Executive team)에
형사부(Criminal Division) 부본부장으로 합류해, 사기 및 부패를 포함한 모든 부문의 형법
부검사(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 AUSA) 100명 이상을 관리했습니다. 2015년
Obama 대통령이 Loretta Lynch를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의 장관으로

임명한 후, Pokorny 씨는 부비서관 겸 카운슬러, 선임보좌관으로 법무부 직원
110,000명을 비롯해 주류, 담배, 화기단속국(Alcohol, Tabacco, Firearm and Explosive,
ATF),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감찰국(Bureau of Prisons) 등 다양한 기관의 운영을 도왔습니다.
Carolyn Pokorny는 가장 최근까지 최고 위원회(Executive Chamber) 공공 청렴부(Public
Integrity)의 특별검사 및 뉴욕주 윤리, 위험, 컴플라이언스부(Ethics, Risk and
Compliance)의 선임 특별검사를 맡았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인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감찰관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활동을 감시하여 뉴욕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저렴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감찰관은 감사를 실시하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시스템 및 운영이 최적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고, 또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근무하거나 고용된 자와 관련된 사기와
남용 등 기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조사와 감사, 기타
활동을 통해, 감찰관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 성과를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수준,
효율성, 효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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