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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홍보 실장으로 ALLISON GOLLUST의 임명 발표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Allison Gollust를 홍보 실장으로 임명했음을 발표했습니다. 
Allison Gollust는 2011년 1월 1일부터 홍보 실장으로 일해온 Richard A. Bamberger의 
후임자입니다.  

“Allison이 저희 팀에 합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녀의 능력을 뉴욕 주 정부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데 감사드립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Allison은 홍보 및 경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완벽한 전무낙입니다. Allison의 비범한 노동 윤리와 지성 및 헌신이 홍보 
실장에게 필요한 필수 자질로, 같이 일하기를 고대합니다.”  

“Rich는 2008년 법무 장관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뉴욕주민을 위해 일해 온 팀의 매우 
중요한 멤버이었습니다. 그가 떠남을 아쉬워하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Rich의 
헌신과 공공 서비스 및 우정에 감사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미 뉴욕주를 성공적으로 변혁시킨 주지사와 그의 팀에의 합류는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라고 Gollust양은 말했습니다.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대중에게 알리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주 전역에 걸쳐 새 뉴욕을 위한 주지사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기 위해 주 행정부와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Cuomo 주지사와 같은 헌신적인 공직자와 함께 뉴욕주를 위해 일하게 됨은 큰 영광이며 
특혜입니다. 1년의 노고로 시작한 일들이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주지사와 그의 팀이 
뉴욕주 전역의 뉴요커를 대표해 일을 하고 있다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라고 Bamberger씨는 말했습니다. “Allison은 주 행정부에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지사의 사면은 항상 뉴욕주민을 위해 일할 최고의 
가장 총명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입니다. Allision이 그 중 한 사람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멘토이자 
친구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준 데 대해 감사합니다.”  

Gollust양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리포터이자 프로듀서로 사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Gollust양은 
저널리스트로 일하다가 프로 축구 리그의 홍보 실장이자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최근 
NBC Universal에 합류하여 기업 홍보 담당 전무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NBC Universal의 
글로벌 자산, 컨텐트 및 경영진의 커뮤니케이션 정책 및 전략적 포지셔닝을 담당했습니다. 
Gollust양은 NBC Universal의 국내 및 국제 미디어 전략과 실행, 경영진의 홍보, 내부 홍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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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활동 및 커뮤니티활동 등을 감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Gollust양은 NBC Universal의 홍보 
기획관으로도 근무했습니다.  

Gollust양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NBC News Communications의 상무로 재직했습니다. 그녀는 
NBC News의 상무로 NBC의 24시간 케이블 뉴스 채널인 MSNBC, 비즈니스 뉴스의 세계적인 대표 
브랜드인 CNBC 및 일기 예보 채널의 홍보를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NBC News 뉴스의 모든 내부 및 
외부 홍보와 Today, Nightly News with Brian Williams, Dateline, 및 Meet the Press 등 프로그램을 
관리했습니다. Gollust양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NBC News Communications의 부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Gollust양은 NBC News에 근무하면서 2008년 Tim Russert의 비극적인 죽음에 이어 David 
Gregory가 후임이 되고, 2006년 Today의 앵커가 Katie Couric에서 Meredith Vieira로 바뀌며, 
2004년 NBC Nightly News의 앵커가 Tom Brokaw에서 Brian Williams으로 바뀐 3가지 주요 
네트워크 앵커 과도기 동안 홍보 전략을 담당했습니다.  

Gollust양은 1998년 11월 NBC News Communications에 Today 담당 선임 홍보 담당원으로, 앵커 
Katie Couric과 Matt Lauer 담당 단독 홍보 담당원이자 대변인이면서 방송 홍보 기획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Today에서 근무하기 전 , NBC의 기업 홍보부 홍보 담당원으로 운영되는 내부 
홍보는 물론 기업 행사 및 자선 행사를 관리했습니다.  

Gollust양은 남편 및 두 딸과 함께 뉴욕시에 살고 있습니다.  

Bamberger씨는 주 행정부에 남아 이 과도기적 상황을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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