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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권한 임명 및 개편 계획 실시 

 

 

Patrick J. Foye, 행정 책임자로 추천; James P. Rubin과  

Rossana Rosado, PANYNJ 위원으로 지명; Rubin은 또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국제 경쟁력을 위한 수석 고문으로 지명;  

David Emil, 행정 부책임자로 지명 

 

이 개편은 항만 관리공사를 강화하고, 로어 맨해튼 개발기업 (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과 모이니핸 역 개발공사의 (Moynihan Station Development 

Corporation)운영 제어를 항만 관리공사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Patrick J. Foye를 뉴욕 및 뉴저지(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 PANYNJ) 항만 관리공사 행정 책임자로 추천하며, James Rubin과 

Rossana Rosado를 항만 관리공사 위원으로 지명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주지사는 

위원회가 모이니핸 역 개발공사와 로어 맨해튼 개발공사를 항만 관리공사로 운영 합병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항만 관리공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Mr. Foye의 추천은 PANYNJ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안건입니다. 현재 행정 책임자인 

Christopher Ward는 10월 말까지 직무를 유지한 뒤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동안의 항만 

관리공사 고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만 관리공사는 지역을 위한 계획과 국제적 규모의 사업을 유치할 경제 엔진 역할을 

감당하여 그 잠재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운영을 향상시켜 모든 달러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그것이 재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세금 

및 납세자들을 존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Pat Foye는, "저는 항만 관리공사의 행정 책임자로 추천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지사의 지도력하에, 우리는 뉴욕 경제를 재충전하기 시작했으며 주의 직업 성장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그와 또 항만 

관리공사 위원회와 함께 긴밀하게 일하며 뉴욕 도심지역의 중요한 교통, 시설 및 경제 

개발 향상과 유지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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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모이니핸 역 개발공사와 로어 맨해튼 개발공사 운영을 항만 관리공사에 

합병하는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동일한 일 또는 근접하게 연관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항만 관리공사는 모이니핸 역 개발과 

LMDC의 단계적 축소를 감독하기에 최상의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공사 내에서 

책임을 통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들로 인해 항만 관리공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David Emil은 

PANYNJ의 행정 부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Rossana Rosado와 James Rubin을 뉴욕 및 뉴저지 항만 관리공사 

위원으로, 그리고 Mr. Rubin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국제 경제력 수석 고문으로 

지명할 의도가 있습니다.  

 

"정부, 재정, 및 미디어와 수십년간 일해온 James Rubin은 국제 경제 문제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상업을 위한 관문으로써의 

뉴욕의 역할을 강화시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부여할  

것입니다. " 

 

"Rossana Rosado는 헌신과 비젼으로 뉴욕인들, 특히 라티노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13년간의 El Diaro La Prensa의 발행인 

및 대표이사로서의 경험은 그녀가 뉴욕인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소유자임을 

강조해 줍니다. 이러한 능력은 항만 관리공사가 뉴욕인들과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계속해서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이다." 

 

James Rubin은, "항만 관리공사는 뉴욕지역의 국제 상업의 엔진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 감당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직업 성장과 세계적인 투자를 위해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이 저의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Rossana Rosado는, "저는 Cuomo 주지사께서 저에게,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기쁩니다. 항만 관리공사는 우리 지역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재와 미래에 그것이 가져올 혜택을 더 늘이는 것이 저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Mr. Foye는 현재 주지사의 경제 개발 부사무장으로, 주의 경제회복, 투자, 직업 창출을 

위한 계획을 관리하고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 ESDC)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Mr. Foye는 Edward Mangano Nassau 카운티 행정관 밑의 

비행정관이었습니다. Mr. Foye는 또한 Nassau 카운티를 대표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관리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 MTA) 위원이었습니다. Mr. Foye는 

2010년에 운임 인상-3년동안 세번째-에 반대한 두 명의 MTA 위원중 한 명이었습니다. 

Nassau 카운티에서 일하기 전, Mr. Foye는 Eliot Spitzer 전 주지사를 위한 ESDC의 주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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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였으며, Long Island 전력당국의 부국장이었습니다. Mr. Foye는 Skadden Arps의 

동업자였고, 뉴욕, 브뤼셀, 부다페스트와 모스코바에서 변호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6년간 

S&P 500 REIT 관리팀의 수석 회원이었습니다. Mr. Foye는 또한 3년간 United Way of Long 

Island의 사장 및 CEO였습니다.  

 

Mr. Rubin은 현재 Atlantic Partnership의 사장입니다. 2008년부터 2011까지, Mr. Rubin은 

Bloomberg 뉴스의 오피니언란인 Bloomberg View의 편집담당자였으며, 콜럼비아 대학 

(Columbia University), 국제 정책 대학원의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겸임교수였습니다. Mr. Rubin은 Clinton 대통령 임기시 공보부 차관으로, 그리고 

1997년부터 2000년 5월까지는 국무부 최고 대변인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또한 

Madeleine K. Albright 국무부 장관의 최고 정책 보좌관으로서 코소보 전쟁때 코소보 해방 

군대의 해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특별 협상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Mr. Rubin은 

2001-2004년에 런던 경제대학에서 (London School of Economics) 국제관계부의 

객원교수였으며, 2001-2004년에 재정 고문 회사인 Brunswick Group의 파트너로, 또한 

2002년과 2003년에는 주간 국제 정세 프로그램인 PBS 시리즈 Wide Angle의 진행자로도 

활동했습니다.  

 

Ms. Rosado는 뉴욕 미디어 산업에서 25년 이상 일해왔습니다. 1999년부터 그녀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스페인어 신문인 El Diaro La Prensa의 발행인 및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 직책을 맡은 최초의 여성입니다. 1995년에 편집장으로 El Diario에 

근무하기 전에, Ms. Rosado는 뉴욕시Health & Hospitals 회사에서 공무 부사장직을 맡아서 

Dinkins와 Giuliani 행정부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Bloomberg와 Spitzer 전환을 

도울 이행팀 조력자로도 선발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Ms. Rosado는 WPIX의 

공공 업무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일일 프로그램인 "Best Talk in Town"의 단독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1992년에, Ms. Rosado는 "Care for Kids" 공공 서비스 캠패인으로 인해 

에미상을 수여했습니다. Ms. Rosado는 페이스 대학에서 저널리즘 전공으로 졸업한 후 

1983년에 시청 기자로 El Diario에 입사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페이스 대학의 (Pace 

University) 이사회 회원입니다. 

 

뉴욕시의 파트너십의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회장 및 CEO인 Kathryn Wylde는, 

"Cuomo 주지사의 Pat, James 및 Rossana의 선택은 곧 그의 행정부가 뉴욕의 시설 및 경제적 

개발 향상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Pat과 여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해오면서, 나는 그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지켜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임명들이 항만 관리공사를 새로운 재정적 책임 및 효율로 인도할 것에 확신합니다. 이 

그룹의 관리 능력은 바로 우리의 뉴욕 경제 회복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터 뉴욕 건축 및 건설 거래 위원회의 회장인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 Gary LaBarbera는,"건축 및 건설 거래 위원회 소속 조합과 

100,000명의 남녀 고용인들을 대표하여, 우리는 Cuomo 주지사가 Pat Foye를 뉴욕 및 

뉴저지 항만 관리공사의 행정 책임자로 임명한 것에 찬성합니다. 우리와 또 사업 

커뮤니티의 다른 이들도 Pat과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그가 항만 관리공사의 지역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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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관리하고 확장하며, 세계 무역 센터 자리 재건을 완공하는 중요한 역할에 그의 

능력과 실용적인 관리를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그 궤도에서 

유지하며 공공 자원이 최대의 경제 성장 및 직업 창출을 위해 확실하게 투자되도록 하기 

위해 Pat과 계속해서 협력하려 일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계획 협의회 회장인 (Regional Plan Association) Robert Yaro는, "나는 Cuomo 주지사가 

Pat을 항만 관리공사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을 찬성합니다. 그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경험을 항만 관리공사에 기여하여 그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관리공사와 

같이 복잡한 대행사는 기관의 필요와 뉴욕의 재정 상태를 조정할 수 있는 경험있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Pat과 그의 팀은 항만 관리공사를 뉴욕의 경제 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부동산 위원회 (Real Estate Board of New York) 회장인 Steve Spinola는, "주지사는 

직업 창출이 그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항만 관리공사는 뉴욕의 경제 

개발 및 시설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Cuomo 주지사는 관리공사가 이 주의 

주민들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at Foye와 그의 팀은 

관리공사 팀에 훌륭한 추가요원이 될 것입니다. Pat의 광범위한 관리 경험과 뉴욕 재정에 

대한 예리한 지식은 그로 하여금 항만 관리공사를 경제 엔진으로 바꾸기에 특별히 

적합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Dean Skelos 상원 다수당 대표는, "Pat Foye의 오늘의 임명은 뉴욕 및 뉴저지 항만 

관리공사를 뉴욕 역사의 중대한 시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 발전될 수 있으며, 상원 공화당원들은 Cuomo 

주지사의 팀과 협력하여 뉴욕시 전체에 걸쳐 지역 경제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Pat 

Foye는 국가의 대표자들 및 주지사들을 위해 일해왔으며 수십년간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이 새로운 직책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heldon Silver 하원 대변인은, "항만 관리공사는 다운타운 재개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나는 Pat Foye와 함께 일하며 로어 맨해튼 지역사회의 재개발을 계속해 나가게 될 것을 

고대합니다. Pat은 확고한 경제 개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와 함께 일하며 세계 

무역 센터 자리의 재개발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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