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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SARAH FEINBERG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이사회 의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JANNO LIEBER는 최고경영자로 임명되었다고 발표  

  

Feinberg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뉴욕시 교통청을 선도한 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이사회 의장으로 봉사하는 최초의 여성이 될 예정  

  

Lieber는 최고경영자로 봉사하고 뉴욕과 지역의 경제 부흥을 발전시키면서 역사적인 

515억 달러 자본 계획을 계속 이끌 예정  

  

Pat Foye는 팬데믹을 통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을 이끌고 코로나19 연방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 이후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임시 사장 겸 최고경영자로 선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arah E. Feinberg를 이사회 의장으로 지명하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최고경영자로 Janno 

Lieber를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대표 및 회장 겸 최고경영자로 기관을 

이끌었던 Pat Foye는 기관을 7월 30일에 떠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임시 대표이자 최고경영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입니다.  

  

Feinberg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이사회 의장으로 봉사하고 한 세기가 넘는 기간 중 

최악의 공중 보건 위기를 통해 뉴욕시 교통청을 선도한 후 업무를 맡은 최초의 여성이 될 

것입니다. Lieber는 기관의 역사적인 515억 달러 자본 계획을 수립하고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건설 및 개발(MTA Construction & Development) 사장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기간 동안 기관의 견고한 건설 노력을 추진한 후 7월 30일부터 

최고경영자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사회 의장 및 최고경영자는 기관의 전략적 방향을 감독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arah, Janno와 Pat은 헌신적인 공무원 일뿐만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교통 네트워크를 한 세대 중 최악의 공중 보건 위기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입증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덕분에 우리의 필수 노동자들은 목적지로 이동했으며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전반에 걸쳐 역사적인 변화와 건설 과정을 

감독 및 진행하여, 시스템에 몇 세대 동안 승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업그레이드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을 대신하여 3명 모두의 지속적인 봉사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역할을 맡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이사회 의장 예정자인 Sarah Feinber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하철 및 버스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 및 도시와 지역의 교통 미래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치를 맡게 되어 기쁩니다. 승객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높은 우선 순위는 없어야 합니다. 승객이 돌아오면서 도시의 경제 회복 또한 돌아올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최고경영자 예정자인 Janno Li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는 다시 한번 대중교통이 좋은 시기든 나쁜 시기든 뉴욕의 

핵심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직업, 교육, 

기회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이 중요한 새로운 역할을 맡고 

뉴욕 지역의 경제 부흥을 지원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임시 대표 겸 최고경영자 예정자인 Pat Foy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이 팬데믹에 대비하고 대응한 방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초대응자와 필수 노동자라는 영웅의 이동을 담당한 영웅적인 

직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저희가 구현한 재정 효율성과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 

통행료 징수(Central Business District Tolling)의 성공적인 승인을 기반으로 더 강력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지 및 수령한 연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금의 많은 액수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얻은 수많은 이익은 Sarah와 

Janno의 감독 아래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임시 대표 겸 

최고경영자로 봉사하고 Steve Cohen 회장과 협력하여 뉴욕의 팬데믹 후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혁신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커미셔너 대행 및 대표 겸 최고경영자 지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가 우리 주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기간 중 하나에서 달성할 수 있었던 놀라운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를 위해 일하며 뉴욕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큰 특권이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이사회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회장 Steven M. Coh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기간 동안 Eric Gertler가 이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놀라운 공무원 팀이 최전선에 나섰고, 뉴욕 전역의 병원과 

최초대응자들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주의 경제가 전례없는 

폭풍을 견디도록 했습니다. Eric은 여름에도 자리를 유지할 예정이지만, Eric은 

최고경영자이자 대표로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기간에 영웅적인 리더십과 지침을 

제공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Eric의 지도 하에 뉴욕이 복원하면서 우리는 지역 경제를 

촉진하고 뉴욕의 미래에 대한 최선의 투자 방법을 재고할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가족이 될 임시 대표 Pat Foye를 



 

 

환영합니다. Pat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을 팬데믹의 최악의 시기에 개혁하고 인도한 

검증된 리더입니다."  

  

Feinberg는 2020년 3월부터 뉴욕시 교통청(New York City Transit)의 임시 대표를 

역임해 왔으며, 이곳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전반에서 기관의 53,000명의 

인력을 이끌었습니다.  

  

승객이 돌아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Fainberg는 임시 대표로 근무 중에 고객 

및 교통 근로자의 서비스,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는 데 끊임없이 집중해 왔습니다. 팬데믹 

전반에 걸쳐 다른 교통기관이 서비스 규모를 크게 줄였으나 뉴욕주 교통청은 상당한 

수준의 지하철 및 버스 서비스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Feinberg와 뉴욕시 교통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획기적인 청소 및 소독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국내 최초의 대중 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되었으며 적극적인 보안 

카메라 프로그램을 포함한 추가 보안 조치를 시스템에 추가했습니다.  

  

Feinberg와 교통청 리더십 팀도 성공적인 가족 연락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생명을 잃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직원들의 가족을 돌보고 

코로나바이러스 가족 혜택을 분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페인버그의 지도력 하에 

뉴욕시 교통청은 사망한 동료들을 기리는 최초의 기념관을 시작했으며, 이는 국가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Fainberg는 또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대중 교통 문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뉴욕 니코(NY Nico)와 함께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지하철 공지사항에 상징적인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뉴욕시 교통청에서 일하기 전에 Feinberg는 미국 철도 시스템의 유일한 안전 규제 기관 

역할을 한 연방 철도국(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을 이끈 역사상 두 번째 

여성이었습니다. Feinberg 또한 이전에 미국 교통부의 참모총장, 회장 특별 보좌관 및 

백악관 참모총장인 Rahm Emanuel의 수석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Feinberg는 민간 

부문에서 페인버그 전략 유한책임회사(Feinberg Strategies, LLC)의 대표로 및 

페이스북(Facebook)과 블룸버그 LP(Bloomberg, LP)에서 근무했습니다.  

Feinberg는 워싱턴 앤 리 대학교(Washington and Lee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Lieber는 현재 그가 처음부터 쌓아온 1,800명 규모의 조직인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건설 

및 개발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Lieber는 획기적인 515억 달러 규모 2020-2024 자본 

프로그램의 승인을 감독했습니다. 그는 L 기차 터널 프로젝트(L Train Tunnel Project), 

롱아일랜드 철도 더블 트랙(Long Island Rail Road Double Track), 2020년 11개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역의 역사적인 완공, 기록적인 시간 내에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에 피해를 입은 마지막 지하철 터널인 F 라인 럿거스 

튜브(F-line Rutgers Tube)의 복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East Side Access), 25억 달러 규모 

롱아일랜드 철도 써드 트랙(LIRR Third Track) 프로젝트, 메트로 노스 펜 액세스(Metro-

North Penn Access)(이스트 브롱크스에 4개의 새로운 역을 추가할 예정), 펜실베이니아 

역 재건 및 확장, 이스트 및 센트럴 할렘으로 지하철을 연장할 세컨드 애비뉴 

서브웨이(Second Avenue Subway)의 2단계 등 진행 중인 대형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Lieber는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금융 위기에 직면하여 연방 정부로부터 140억 달러를 

확보하려는 기관의 성공적인 노력을 선두에서 도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에서의 근무 전, Lieber는 14년간 세계 무역 센터 부동산(World 

Trade Center Properties)의 대표로서 재직하면서 세계 무역 센터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실버스타인 부동산(Silverstein Properties) 프로젝트 개발을 관리했습니다. 그 전에 

Lieber는 로렌스 루벤 컴퍼니(Lawrence Ruben Company)에서 공공 민간 개발을 

이끌었고 컨설턴트로 시카고 교통청(Chicago Transit Authority), 뉴저지 교통청(New 

Jersey Transit), 모이니한 트레인 홀(Moynihan Train Hall)을 감독한 펜실베이니아 역 

재개발공사(Penn Station Redevelopment Corp.) 등의 고객들과 협력했습니다.  

Clinton 행정부 동안 Lieber는 미국 교통부에서 부차관보 및 정책 차관보 대행으로 

재직했습니다. 경력 초기에 Lieber는 뉴욕 패터슨, 벨크냅 웹 앤 타일러(Patterson, 

Belknap Webb & Tyler)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였으며, Ed Koch 뉴욕시장실의 교통 

정책 자문으로 재직하였습니다.  

Lieber는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와 뉴욕 대학교 로스쿨(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을 졸업하였습니다. 

  

Foye는 4년 이상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회장 겸 최고경영자로서 북미 최대의 교통 기관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 하에 메트로폴리탄 

교통청는 최초의 여행 계획 도구 출시, 운송 근로자를 위한 최초의 검사 및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직원 보호 프로그램, 새로운 청소 기술 및 솔루션 

시범사업 등 일련의 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 이니셔티브를 통해 교통기관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Foye는 의회에서 수요가 높은 자금 14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하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끌었으며, 전국의 교통기관을 위한 비상 

연방 자금에서 32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한 교통기관의 국가 연합을 개발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그는 기관이 연방 지방자치단체 대출 시설(Municipal Loan Facility)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자금 조달 활동을 감독했으며, 균형 잡힌 기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비용 절감으로 8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Foye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역사적인 515억 달러 자본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재정 기반인 

뉴욕 최초의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 통행료 징수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주 법안을 

주도했으며 프로그램 구현의 첫 번째 단계를 감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에 합류하기 전, Foye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을 전무로서 이끌며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재개발 및 새로운 고설즈 브리지(Goethals Bridge) 

건설, 기관의 10개년 322억 달러 규모 자본 계획 개발 및 채택 등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P3 거래의 일부를 감독했습니다.  

  

또한 스캐든 압스(Skadden Arps)의 합병 및 인수 파트너로서 및 업계를 선도하는 다각적 

부동산 투자 신탁(REIT)인 AIMCO의 수석 부사장으로 법률 및 부동산 경력을 쌓은 후, 

Cuomo 주지사의 경제 개발 부장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다운스테이트 회장,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 부회장 및 이사회 일원으로 

근무했습니다.  

  

Foye는 포드햄 칼리지(Fordham College)와 포드햄 대학교 로스쿨(Fordham University 

Law School)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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