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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MTA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CEO 지명지명지명지명 

Thomas F. Prendergast가가가가 MTA의의의의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CEO로로로로 봉직하도록봉직하도록봉직하도록봉직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지명되었습니다지명되었습니다지명되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Thomas F. Prendergast를 광역교통청(MTA)의 회장 겸 CEO로 

봉직하도록 지명하였습니다. Prendergast씨는 뉴욕시 지하철 및 버스 시스템을 운행하는 MTA New 

York City Transit의 사장으로 3년 이상 봉직하였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MTA의 임시 집행 이사로 

봉직해 왔습니다. 그는 Joseph Lhota의 후임입니다. 

“Tom Prendergast는 미국 최대의 교통 시스템을 감독하기 위한 이상적 후보자로서 뛰어난 수송 

리더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MTA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 백만 명에 달하는 

통근자들의 매일의 삶과 뉴욕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om은 인프라와 교통 분야에 넓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뉴욕시의 지하철과 버스뿐만 아니라 통근 열차를 여러 해동안 

관리하였습니다. 노반으로부터 예산과 21세기를 위한 우리 시스템의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의 광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와 그것이 직면한 도전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을 

본인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북미 최대의 교통망을 이끌고, MTA가 직면한 많은 난제에서 Cuomo 지사 및 그의 행정부와 

협력하도록 지명된 것은 믿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라고 Prendergast는 말했습니다. “MTA는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더욱 효율적으로 운행하며 미래를 위해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퍼폭풍 

Sandy의 여파 속에서 공격적으로 더욱 스마트하고 더 잘 재건할 것입니다. Cuomo 지사님은 우리의 

자본 계획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고 그의 최근 예산에서 MTA에 추가 자금을 할당하며 물론 

Sandy가 덮치는 동안 및 그 후 그의 리더십으로 MTA를 강력하게 지원해주셨습니다. 저는 주지사, 

그의 관리팀, MTA 이사회 및 66,000명의 헌신적인 MTA 가족 직원들과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2011년에 주지사의 MTA 수색 자문위원회는 MTA를 이끌 가장 재능 있는 후보자들을 찾고 

추천하기 위해 전국적인 검색을 실시하였습니다. Prendergast씨는 이 위원회에 의해 적극 

추천되었는데 위원회 위원들은 그의 지명과 관련하여 자문에 응하였으며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된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선두적인 대중교통 전문가들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경영 전문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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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MTA 회장 겸 CEO 임명은 상원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Prendergast씨는 대중 교통 경력 전문가이며 전 MTA 간부로서 2009년 11월에 MTA New York City 

Transit의 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당시 Vancouver, B.C.의 TransLink의 CEO였던 Prendergast는 

뉴욕으로 돌아와 2009년 12월 1일에 취임하였습니다.  

시카고 태생으로서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시스템공학 학위를 받은 Prendergast씨는 그의 경력을 

1975년에 Chicago Transit Authority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그는 워싱턴 DC의 미국 

교통부에 들어간 다음 1982년에 New York City Transit Authority의 시스템 안전 담당 이사보로 

옮겼습니다. 1984년에 그는 TA의 시스템 안전부 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87년에 그는 Staten 

Island 총지배인이 되었고, 1989년에는 이 기관의 최고 전기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1991년에 지하철부의 선임부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94년에 Prendergast는 Brooklyn의 Jay Street에 있는 지하철부의 선임부사장 사무실을 떠나 Long 

Island Rail Road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는 교통 컨설턴트로 일하기 위해 공공 부문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8년 동안 그는 영국, 북미 및 아시아에서 수 많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2008년에 밴쿠버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TransLink로 옮김으로써 다시 

공공 부문으로 돌아왔습니다. 

 

MTA의 회장 대행인 Fernando Ferr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통 문제에서 폭넓은 지식을 

갖춘 오랜 공복으로서 Tom Pendergast는 MTA를 위해 일급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는 허리케인 

Sandy에 대한 MTA의 성공적 대비와 대응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그의 현재 

및 이전 직위에서 이 기관을 잘 섬겼습니다. Cuomo 지사는 MTA를 이끌 더 강력하거나 더 자격 있는 

분을 선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Tom Prendergast는 MTA의 훌륭한 머리가 되기 위한 기능적인 손과 교통에 대한 오랜 집념을 갖고 

있습니다.  Straphangers’ Campaign은 Tom이 접근 가능하고, 해박하며, 현명하고, 공정한 분임을 

발견하였습니다”라고 NYPIRG Straphangers’ Campaign의 스탭 변호사인 Gene Russianoff가 

말했습니다.  

“Tom은 벅찬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고 주요 자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MTA의 강력한 전문가 

리더십의 지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는 비즈니스 공동체의 완전한 신뢰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의 사장 겸 CEO인 Kathryn Wylde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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