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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6월 7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뉴욕주경찰수색위원회뉴욕주경찰수색위원회뉴욕주경찰수색위원회뉴욕주경찰수색위원회, 만장일치로만장일치로만장일치로만장일치로 GEORGE BEACH 중령을중령을중령을중령을.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경찰국장으로경찰국장으로경찰국장으로경찰국장으로 

추천하다추천하다추천하다추천하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Beach 중령을중령을중령을중령을 차기차기차기차기 뉴욕주경찰국장으로뉴욕주경찰국장으로뉴욕주경찰국장으로뉴욕주경찰국장으로 지명하다지명하다지명하다지명하다 

 

뉴욕주 경착수색위원회가 한 달에 걸친 심사 끝에 만장일치로 George P. Beach 중령을 

뉴욕주 경찰국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4월 Cuomo 주지사가 처음 발족한 이 위원회는 

법집행, 법률 및 입법 문제, 국가보안 및 지방 정부 관련 경험을 가진 다양한 개인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Beach 중령을 차기 뉴욕주 경찰국장으로 지명하였습니다. Beach 

중령은 위기조치 대응, 작전 계획, 긴급사태 관리 및 공공정책에서 30여년의 전문지식을 

갖춘 경험 많은 법집행 전문가입니다. Beach 중령은 2011년 이후 뉴욕주 경찰국장으로 

활동해온 Joseph D’Amico 현 경찰국장의 자리를 이어 활동할 예정입니다. 
 

“Beach 중령은 뉴욕주 경찰국장으로 활동할 아주 훌륭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경찰대장에서 경감에 이르기까지 활동한 Beach 중령은 

불굴의 용기와 자존감 및 영예로움으로 뉴욕주 경찰청을 이끌었습니다. Beach씨는 

33년의 복무 기간 중 청렴함의 본보기를 보여준 분으로, 진정 뉴욕 최고의 공무원 중의 

한 분입니다. Beach 중령의 지명을 축하 드리며, 뉴욕시민들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합니다.”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계속계속계속계속 말을말을말을말을 이어갔습니다이어갔습니다이어갔습니다이어갔습니다, “또한 뉴욕경찰국에서 헌신적으로 

복무해주신 D’Amico 경찰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주신 경찰수색위원회 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경찰국장으로 지명되어 큰 영광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Beach 중령이중령이중령이중령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시간을 뉴욕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을 최고 

수준으로 지속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저를 

지명해주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리며 주지사와 함께 일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Beach 씨는 2013년 뉴욕주경찰청의 중령이 되어 3,200명의 군인들을 감독, 관리하고 

이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Beach 중령은 정책 개발팀의 실무위원회 위원과 기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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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공동의장을 역임했습니다. Beach 중령은 또한 뉴욕주경찰국장 및 주정부 관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원을 조정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뉴욕주 단위의 긴급 대응 

활동을 관리하였습니다. 
 

과거에 Beach 중령은 뉴욕주경찰국의 경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7 – 

2013년에 Beach 중령은 경찰국의 1,000명의 서약 경찰관들 및 민간인 직원들의 사내 

문제와 감사 업무를 관리했고, 평가 및 청렴성 문제에서 검토 장교로 활동했습니다. 

Beach 중령은 또한 연간 200여명의 사람들과 범죄자 고발에서 징계 조치를 승인하고 

행정 및 예산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Beach 중령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뉴욕주 고속도로 및 운하 시스템의 Troop T 사령관을 

포함해 뉴욕주 경찰국을 위해 다수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Troop D와 

Troop F의 캡틴으로 100명의 서약 경찰관들을 감독하고 Kingston에서 North Syracuse에 

이르는 세 개 카운티 지역에서 다양한 커뮤니티에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Beach 

중령은 또한 1987 – 1997년에 경사로도 활동했고 이후 중위로 활동하였습니다. 
 

Beach 중령은 뉴저지 Irvington에 있는 Municipal Fire Department에서 소방수로 경찰국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1983년에 뉴욕주경찰아카데미를 졸업하였고 1992년에 

FBI National Academy를 졸업하였습니다. Beach 중령은 University of Idaho 

졸업생이며, 뉴욕 State University at Albany New York에서 형사사법행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K2 Intelligence의의의의 부의장부의장부의장부의장 겸겸겸겸 전직전직전직전직 뉴욕시경찰국장이었던뉴욕시경찰국장이었던뉴욕시경찰국장이었던뉴욕시경찰국장이었던 Ray Kell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each 중령은 뉴욕주 경찰국장으로 활동할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입니다. 이쪽 분야에서 20여년 동안 리더십을 발휘해왔던 Beach 중령은 수사관, 

감독관 및 사령관이라는 다양한 직무에서 능력과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추천한 위원회 소속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그를 지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도 감사 

드립니다.” 
 

전직전직전직전직 부지사이자부지사이자부지사이자부지사이자 Rochester 시장시장시장시장 겸겸겸겸 경찰서장이었던경찰서장이었던경찰서장이었던경찰서장이었던 Bob Duff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each 중령이 차기 뉴욕주경찰국장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Beach 중령은 

복잡한 경찰 업무를 대단한 능력으로 처리해온 인상 깊은 윤리 단속 전문가로 높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리더십은 경찰국이 우리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행한 좋은 일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 확신하며, 그분이 새로운 역할에서 계속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Gibson, Dunn & Crutcher LLP의의의의 파트너였고파트너였고파트너였고파트너였고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전전전전 법률고문이었던법률고문이었던법률고문이었던법률고문이었던 Mylan 

Denerstei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each 중령의 지명은 뉴욕주 경찰국을 이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Beach 중령은 이 중요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 판단력 및 재능을 적절히 잘 겸비한 분입니다. 경찰청에서 30여년 간 다양한 

업무를 해온 Beach 중령은 뉴욕주 경찰국을 발전시킬 아주 적합한 인물입니다. 이분을 

지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리며, 뉴욕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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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Redland Strategies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전무이사전무이사전무이사전무이사, 전전전전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대민안전부장관을대민안전부장관을대민안전부장관을대민안전부장관을 역임한역임한역임한역임한 

Michael Balboni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의 커뮤니티의 안전과 뉴욕주 경찰국의 

수장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다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완수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Beach 중령은 최고의 윤리 기준을 내세우는 최우수 

법단속 집행관으로 명성이 자자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번 지명을 축하 드리며, 

이처럼 훌륭하신 분을 지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Rockland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지방검사지방검사지방검사지방검사 및및및및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지방검사협회지방검사협회지방검사협회지방검사협회 사장을사장을사장을사장을 역역역역임한임한임한임한 Thomase Zugibe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경사에서 Uniform Force의 중령에 이르기까지 Beach 중령은 뉴욕주 

경찰국을 이끄는 데 필요한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Beach 중령은 이처럼 화려한 

경력을통해서 부서별 업무 방식을 바꿔놓았고 부서의 기술을 향상시켰으며 수십 건의 

비상대응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이분을 지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리며, 

Beach 중령이 이처럼 중요한 업무에서 펼쳐보일 리더십과 전문지식을 기대합니다.” 
 

범죄피해범죄피해범죄피해범죄피해, 범죄범죄범죄범죄 및및및및 교정교정교정교정 상원위원회상원위원회상원위원회상원위원회 의장의장의장의장 겸겸겸겸 전전전전 Eri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보안관을보안관을보안관을보안관을 역임한역임한역임한역임한 Patrick 

Gallivan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경찰국 내에서 주요한 리더십 및 관리 업무에 

수십 년간 활동하신 Beach 중령은 경찰국을 이끄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곧 일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처럼 훌륭한 지명을 단행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대민안전대민안전대민안전대민안전 부장관인부장관인부장관인부장관인 Rachel Small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each 중령은 뉴욕주 

경찰국에서 관리 및 수사 분야에 수십 년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자로 

입증되었습니다. Beach 중령은 최고의 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뉴욕주 경찰국을 이끌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지명은 훌륭한 기관에 꼭 맞는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뉴욕주 경찰국이 

뉴욕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훌륭한 활동에서 Beach 중령과 함께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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