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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행정부행정부행정부행정부 인사인사인사인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arlin씨와 Gerardo Russo씨를 Empire State Development(ESD)에 

임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arlin씨는 대민업무 및 전략 사업(Public Affairs and Strategic Initiatives) 

부사장으로 활동하고, Russo씨는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Kay Sarlin씨와 Gerardo Russo씨가 Empire State Development에 합류하게 됨에 따라 이분들의 

행정부 활동을 환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ESD는 경제개발, 민간투자 유치 및 

뉴욕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는 주정부 기관입니다. Sarlin씨와 Russo씨는 소중한 민관 

부문의 경험을 살려 이러한 임부 수행을 도울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주 커뮤니티의 

지역 경제를 재활성화하는 데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두분들이 이러한 훌륭한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Kay Sarlin 

 

Sarlin씨는 최근에 뉴욕시 소비자보호위원회(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직무에서 Sarlin씨는 마케팅, 창조적 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위원장의 수석고문관으로 활동하였고, 시, 주, 연방 차원에 정치 및 정책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녀는 DCA의 마케팅과 공공인식 캠페인을 감독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시의 업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광고 활동을 관리하고 수십 건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CA에서 4년 간 활동하는 동안, 10건의 공공인식 캠페인을 

벌였고 “당신의 돈을 보호하세요(Protect Your Money)”라는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Sarlin씨는 또한 그 전에 뉴욕시 교통부에서 교통부 주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홍보지원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한 적도 있습니다. DCA에 합류하기 전에는 Glover Park Group의 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요 국영기업,  비영리 및 정치 캠페인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자문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Sarlin씨는 컬럼비아 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Hobart 

and Williams Smith Colleges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Gerardo Russo 

 

Russo씨는 최근까지 Michael R. Bloomberg 시장의 수석 정치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뉴욕시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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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영향을 주는 폭넓은 일일 정책 및 장기 정책, 운영 및 행정 문제들에 관해 연구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 Joel I. Klein 교육감의 언론 비서와 Bloomberg 시장의 언론 부비서 그리고 시장의 

2001년 선거 캠페인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Russo씨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조지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정보정보정보정보 

 

Empire State Development(ESD)는 뉴욕의 주요 경제 개발 관련 에이전시입니다. ESD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정부 및 지역 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 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ESD는 

일자리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민간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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