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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3월 15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홍보홍보홍보홍보 실장으로실장으로실장으로실장으로 MELISSA DEROSA의의의의 임명임명임명임명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Melissa DeRosa를 홍보 실장으로 임명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Melissa DeRosa는 최근에 홍보실을 사직하고 CNN으로 이직한 Allison Gollust의 업무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시 당국에 Melissa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수년간 Melissa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녀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녀의 경험, 성품, 지적 능력을 믿습니다. 그녀가 홍보 

활동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지적 능력은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시 당국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은 시 당국에서 수행하는 일들을 뉴욕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에 비범한 재능을 발휘하는 데 동의해 주신 

Melissa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DeRosa는 “뉴욕은 미국에서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선구자로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왔으며 

그러한 전통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의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공공 서비스에 전념하고 뉴욕주 전반에 걸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뉴욕 시민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팀을 조직했습니다. 이미 대단한 성공을 거둔 지난날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주지사를 비롯해 여러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Melissa DeRosa는 30세로 지난 10년간 뉴욕주 정계에서 활동했습니다.  

 

2011년 이래로 DeRosa는 법무 장관 사무실 수석 부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수석 

보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행정 부서 관리, 전략적 홍보 총괄을 비롯해 정부간 업무 및 

입법부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DeRosa는 국가의 가장 공격적인 처방 약품 개혁 패키지 I-

STOP(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과잉 처방 추적 법률)를 협상하고 통과시키는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AG에서 근무하기 전에 DeRosa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 정치 활동 기구인 미국을 위한 조직 

Organizing for America의 뉴욕주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OFA에서 근무하는 동안 DeRosa는 뉴욕의 

국회 대표단이 보험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풀뿌리 전략을 

개발하고 감독했습니다. 2010년에 그녀는 OFA-NY 중기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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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A에 합류하기 전에 DeRosa는 Albany에 소재한 공무 기관인 Cordo and Company에서 홍보 및 법률 

담당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Tracey Brooks 국회의원 선거 사무장, 국회의원 Nydia Velazquez의 홍보 비서 대행, 2005년 

교통망 재건 및 갱신을 위한 뉴욕 채권법 캠페인 “찬성표를 던지세요”의 홍보 비서 대행으로 

활동했습니다.  

 

DeRosa는 코넬 대학에서 산업 노사 관계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민주당 전국 위원회의 여성 리더십 포럼 네트워크 이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DeRosa는 4월 1일 공식적으로 첫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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