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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ATHERINE LEAHY SCOTT 을을을을 감사관으로감사관으로감사관으로감사관으로 임명하다임명하다임명하다임명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atherine Leahy Scott 을 뉴욕주 감사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cott 은 2012 년 2 월 28 일부터 감사 대리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1 년이 넘는 기간 동안 Catherine 은 감사관 직을 성실하게 그리고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수행해왔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러한 성과 기록을 계속 달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근성 있는 변호사로 활동한 기록은 우리 뉴욕주의 

감사관 업무를 지속할 자질이 충분히 넘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뉴욕주를 보다 공정한 곳으로 만들고 모든 주민들을 위해 단순한 주 이상의 모습을 가꿔나가도록 

Cuomo 주지사의 임명을 받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Scott 이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며 주정부의 청렴성을 지켜나가기를 고대합니다.”  

Scott 이 감사 대리로 활동하는 동안 뉴욕주 감사관실은 다음을 포함한 수많은 중요한 조사, 

연구결과,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 뉴욕주가 저소득 가정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연방정부 지원금 중 

1 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용한 주공무원 조사. 이 조사로 해당 주공무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고발과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 Monroe 카운티 공공안전실험(Public Safety Laboratory)의 부적절한 실험 활동 조사, 이 

조사에는 이 지역 범죄 사건에 대한 핵심 물증의 파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Bronx 비영리 기업의 실무자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하게 이끈 조사. 감사관 조사 결과, 이 

실무자는 주정부 관련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업체들로부터 주택 개량 사업으로 수 천 

달러를 수수하고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혁신 계약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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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박람회에서 부실경영, 부실한 조달 활동 및 느슨해진 보안이 발견된 조사. 이 

조사로 뉴욕주 박람회가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 올해 초, Scott 은 모든 실무기관의 장들과 법률고문 및 윤리담당관을 교육하였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펼쳐진 Scott 의 프리젠테이션은 주정부의 청렴성과 효율적인 업무 

활동을 이끌기 위해 실무기관에게 윤리강령 및 최우수 사례를 포함한 균일한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사 대리가 되기 이전에는 감사 제 1 차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Scott 은 이 직무를 통해 

감사관직의 활동을 감독하고 기관의 담당건수를 감독 및 관리하였으며 뉴욕주 State Forensic 

Commission 과 Stimulus Oversight Panel 에서 감사실을 대표해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 

뉴욕주는 2009 년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을(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통해 

260 억 달러를 제공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뉴욕주 부감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 사건과 공공청렴 사건에 중점을 두고 

형사사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Scott 은 Columbia 카운티 지방검사 직을 13 년 이상 역임하였고, 

이 중 8 년은 제 1 지방검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Scott 은 각종 범죄를 조사 및 고발하였고, 

새롭고 혁신적인 법원 관련 마약치료 프로그램을 내놓았으며, 지방검사로 활동하는 모든 

검찰관들을 감독하였습니다. 이 때 Scott 은 법아동 인터뷰 프로토콜(Committee for Establishing 

Protocols for Forensic Child Interviews) 마련을 위한 뉴욕주위원회에 임명되었고 뉴욕주 

지방검사협회 및 전미지방검사협회(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s)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Scott 은 Columbia 카운티의 국선변호인으로도 활동하면서 Columbia 카운티에서 1 인 

기업으로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Scott 은 Hofstra University 에서 문학사를 취득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Scott 은 1981 년 Hofstra 

University 의 올해의 여성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Hofstra University 법과대학에서 법률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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