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3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청장 및 이사회 구성원 후보자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새로운 청장인 나소 

카운티의 Patrick J. Foye와 이사회 구성원 4인을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개혁 및 기금 제안에는 모든 구성원의 임기가 선출된 임원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이사회의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다루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퀸즈 카운티의 Haeda Mihaltses와 킹스 

카운티의 Michael Lynton이 Cuomo 주지사의 임명을 통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Rhonda Herman과 서퍽 카운티의 Kevin Law는 각각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서퍽 카운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관료주의를 

개혁하는 종합적인 계획 없이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 탑승객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 

시스템을 감독 및 관리할 이사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중대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개혁 계획은 뉴욕 주민들이 누려 마땅한 높은 수준의 책임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 주의 교통 네트워크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이전 구성원들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Patrick J. Foye  

Foye는 2017년 8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의 

청장으로 임명되어 핵심 혁신 및 현대화 계획을 이끌었으며 기관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했습니다. Foye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합류하기 전 

2011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6년 동안 상임이사로서 뉴욕뉴저지항만청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을 이끌었으며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항만청-

트랜스 허드슨(Port Authority-Trans Hudson, PATH)의 청장도 역임했습니다. Foye는 

양쪽 주에 걸친 기관인 항만청(Port Authority)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했으며 기관의 

322억 달러 규모 자본 계획의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라구아디아공항(LaGuardia 

Airport) 재개발과 고설즈 브리지(Goethals Bridge)를 포함,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

민간 파트너십(P3)을 감독했습니다.  

  



 

 

또한,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 Foye는 Andrew M. Cuomo 주지사의 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 부장관을 역임하며 경제 회복,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관리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를 감독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스캐든 압스(Skadden Arps)의 합병 및 인수 

파트너와 회사의 브뤼셀, 부다페스트, 모스크바 지점의 매니징 파트너를 역임했습니다.  

  

Haeda B. Mihaltses  

Mihaltses는 현재 뉴욕 메츠(New York Mets)의 대외부 부사장이며 메츠에는 2014년 

합류했습니다. Mihaltses는 시, 주, 연방 담당자와의 주요 연락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이해당사자와의 관계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Mihaltses는 12년 동안 

Michael R. Bloomberg 시장의 행정부에서 정부 간 업무 담당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시장실에 합류하기 전에는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재무부서(Finance 

Division) 전 대변인 Peter F. Vallone 밑에서 근무했으며 결국 시의회의 첫 번째 여성 

재무부서 담당자로 활약했습니다. Mihaltses는 이 역할을 통해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와 시장실 사이의 예산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Michael Lynton  

Lynton은 현재 스냅 주식회사(Snap, Inc.), 워너 뮤직 그룹(Warner Music Group), 

피어슨 유한 책임 회(Pearson, PLC.)사, 아레스 매니지먼트(Ares Management)의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Lynton은 2012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소니 

엔터테인먼트(Sony Entertainment)의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며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소니/ATV 뮤직 퍼블리싱,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소니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감독했습니다. 또한, Michael은 2004년 1월부터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의 회장 및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습니다. 소니 픽처스에 

합류하기 전 Lynton은 타임 워너(Time Warner)사에서 AOL 유럽의 최고경영자, AOL 

인터네셔널 사장, 타임 워너(Time Warner)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그 이전에는 피어슨 

주식회사(Pearson plc)의 펭귄 그룹(Penguin Group) 회장 및 최고경영자를 역임하며 

퍼트넘사(Putnam, Inc.)를 인수하고 펭귄 브랜드를 음악과 인터넷까지 확장했습니다.  

  

Rhonda Herman  

Herman은 2008년부터 메트로-노스 철도 통근자 위원회(Metro-North Railroad 

Commuter Council)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Herman은 현재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일하고 있으며 정보 체계(Information Systems), 영세 자영업(Small 

Business Self Employed), 임금 및 투자부(Wage & Investment Divisions)에서 다양한 

관리직을 맡아왔습니다. Herman은 12년간 걸스카우트 지휘자(Girl Scout Troop 

Leader)였으며 화이트 플레인스 고등학교 학부모 교사 연합(White Plains High School 

Parent-Teacher Association, White Plains HS PTA)의 공동 사장이었습니다. 이제 

졸업생 학부모 교사 연합 장학금 인정 프로그램(Senior PTA Scholarship Recognition 

Program)의 공동 의장입니다.  

  



 

 

Kevin Law  

Law는 2010년 9월 뉴욕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직 중 하나인 롱아일랜드 

협회(Long Island Association)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 Law는 

110만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며 국내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공공 기업인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 LIPA)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역임했습니다. 

2011년 Law는 Andrew M. Cuomo 주지사에 의해 지역의 경제적 개발 계획을 선도하는 

롱아일랜드 지역경제개발협의체(Long Isl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Law는 닉슨 피바디(Nixon 

Peabody LLP)의 롱아일랜드 지사의 매니징 파트너로 근무했습니다. Law는 주지사의 

“픽스 뉴욕시(Fix NYC)” 자문 위원회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교통 재구성 위원회 

모두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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