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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비준 내용 발표 
 

MTA, Thruway Authority 및 NYPA에 대한 만장일치 비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Joseph Lhota를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의 회장 겸 CEO로 임명하고, Thomas Madison을 New York Thruway Authority의 
이사로, Gil Quiniones를 New York Power Authority(NYPA)의 사장 겸 CEO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은 이러한 헌신적인 일꾼들의 리더십과 경험의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행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구성원들은 뉴욕주의 교통체계와 에너지 인프라를 
바꾸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집권당 상원 대표 Skelos씨와 Fuschillo, 
Dilan, Ranzenhofer, Perkins, Maziarz, Parker 및 DeFrancisco 상원의원의 신속한 동의 절차 
진행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seph Lhota씨는 "평생 뉴욕에 살면서 공공 교통편을 이용한 사람으로서 저는 MTA가 
뉴욕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며 회장으로서의 책임도 이해합니다. Cuomo 
주지사의 후보 지명과 상원의원의 회의 절차 지원에 감사 드리며 MTA 이용자와 뉴욕의 
납세자들을 위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MTA로 만들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omas Madison씨는 "수 십 년 동안 뉴욕주 Thruway는 지역사회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효과적으로 연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Thruway System 시스템은 뉴욕의 중요한 물리적 
링크일 뿐만 아니라 버팔로에서 뉴욕시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촉매이자 일자리 창출 
도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Thruway Authority가 Cuomo 주지사 및 Milstein 회장의 업무 
파트너로서 뉴욕주의 인프라와 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Gil Quiniones씨는 "Cuomo 주지사가 업무를 시작한 후 '뉴욕 부활'은 미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전력을 제공하고, 
신뢰성 있고 저렴하며 깨끗한 전기를 제공하는데 투자함으로써 이러한 중요한 과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은 주지사의 뉴욕 
경제를 강화하려는 포괄적인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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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Lhota씨는 Rudolph Giuliani 시장 재임시 뉴욕시 운영 부시장으로 재임하며 시의 
일상 관리와 시 기관들을 감독했습니다.  그는 또한 예산 위원으로 재임하며, 360억 달러의 
시 운영 예산 및 450억 달러의 자본 예산을 감독하며, 비용 절감, 기관 재정립 및 병합, 
수행-기준 전략 계획 등을 성취했습니다.  Mr. Lhota는 또한 뉴욕시의 재정위원과 
도심교통국(MTA)의 위원으로 재임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The Madison Square Garden Company의 행정 담당 부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난 민간 부문 경험은 Cablevision 기업행정부의 행정 부사장, Public 
Finance for First Boston의 책임자, Municipal Securities Group for PaineWebber 
Incorporated에서의 상무이사 등입니다.   
 
Mr. Lhota는 Harvard Business School에서 M.B.A.를 획득했고 Georgetown University를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Bronx 출생으로, Long Island에서 자라나 현재는 Brooklyn에 
거주합니다.  그는 은퇴한 뉴욕 경찰부 부서장의 아들이며 뉴욕시 소방부와 뉴욕시 택시 
운전사의 손주이기도 합니다.  
Thomas Madison씨는 교통 시스템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설계 서비스와 건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 STV, Inc.의 교통 정책 담당 부사장 겸 이사였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 Mr. Madison은 미국 교통국의 연방 고속도로 관리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전에는 2005-2007년까지 뉴욕주 교통국의 국장으로 일했으며 
2004년에서 2005년까지 교통 담당 부서기관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주 및 지방정부 홍보 책임자로 일했으며 1999년에서 2000년까지 인사 담당 
부책임자였습니다. 
 
Mr. Madison은 1988년에 SUNY Geneseo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는 뉴욕주 
Association of Transportation Engineers 및American Council of Engineering Companies의 
회원이며 MTA 자본 프로그램 평가위원회(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Capital 
Program Review Board) 및 뉴욕주 대중교통 안전위원회(Public Transportation Safety Board) 
회원을 역임했습니다.  
 
Gil C. Quiniones 씨는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주 전기 시설인 New York Power Authority의 
사장대리 및 CEO입니다. 그는 2008년 6월부터 최고 경영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r. Quiniones는 COO로서 Power Authority의 일상 활동을 관리하고 모니터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Power Authority는 17개의 발전소와 뉴욕주 내의 여러 곳에서 1,400 이상의 
순환마일 송전선을 소유 및 운영합니다. 그는 발전 및 전송, 프로젝트 개발 및 검열, 규정 
준수, 전력 자원 계획 및 매입, 에너지 효능 및 기술, 전력 마케팅 및 경제적 개발, 그리고 
기업 서비스 및 행정 등의 분야에서의 운영을 감독합니다.   
 
Quiniones씨는 전기 사업의 국제적인 연구 및 개발 기관인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의 이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는 또한 두 종류의 국립 공공 전력 기관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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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Large Public Power Council의 Steering Committee 활동과 
American Public Power Association에서 Power Authority의 주대표로 활동합니다.  
 
2007년 10월에  에너지 마케팅 및 기업 업무의 행정 부사장으로 Power Authority에 
합류하기 전에, Quiniones는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에너지 및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수석 부사장으로 4년 이상 일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는 에너지 정책 업무 부분 뉴욕시 최고 자문 위원으로서 Michael R. Bloomberg 시장의 
Energy Policy Task Force를 설립하고 이끌었는데 이것은 미래 에너지 필요를 위한 
총괄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뉴욕시의 장기적인 친환경 계획인 PlaNYC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공공 민간 합작 그룹입니다. 그는 또한 David A. 
Paterson 당시 부지사의 Renewable Energy Task Force에서 뉴욕시를 대표하였으며 이 
그룹의 분산세대 부위원회(Subcommittee on Distributed Generation)의 회장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EDC에서의 재임기간 동안, Quiniones씨는 New York City Telecommunications Task 
Force와 뉴욕시의 Telecommunications Policy Advisory Group의 부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그 전에 Consolidated Edison에서 일했으며, 비규제 에너지 서비스 회사인 Con Edison 
Solutions을 공동 창업한 네 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Quiniones는 Manila의 De La Salle University에서 기계공학 (Mechanical Engineering) 
전공으로 이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학원으로는 N.J.주, Hoboken에 있는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공업경영 및 공학 (Engineering Management and Technology) 분야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Columbia University Business School에서 행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집권당 상원 대표 Dean Skelos씨는 "제 상원 동료들과 저는 Joe Lohta를 MTA 회장으로 
비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Tom Madison을 뉴욕주 Thruway의 집행 책임자로 
임명하며,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Joe Lhota씨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광범위한 경험으로 이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것이며 모든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 많은 뉴욕 주민들을 위해 낭비를 없애고 더 
효과적인 MTA로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수 많은 사업체와 모든 학교를 위해 
귀찮은 MTA 급여세를 성공적으로 철회했지만 MTA에게는 아직도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Fuschillo 상원, 의회의 교통위원회 회장, 모든 구성원들은 Joe Lhota씨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Tom Madison씨의 정부 및 민간 부분에서의 
확장적인 경험과 교통 문제에 대한 광대한 지식 덕택에 이 역할을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저는 의회의 교통위원회 회장인 Fuschillo 상원의원과 우리 멤버들과 함께 뉴욕주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인 Thruway의 안전성, 신뢰성 및 진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Tom과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harles J. Fuschillo Jr. 상원의원은 의회 교통위원회의 회장으로서 "MTA는 몇 가지 재정 
문제에 직면해있으며 다음 지도자는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도 재정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Joe Lhota씨는 확장적인 민간 및 공공 부문 경험을 활용하여 예산을 



 

Korean 

관리하고 더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바로 MTA에게 필요하며 
이용자들에게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의 임명에 박수를 보내며 Lhota 
회장이 새로운 직위에서 일할 때 함께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Cuomo 주지사는 Thomas 
Madison에 입후보할 훌륭한 후보를 제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Mr. Madison의 다양한 정부, 교통 및 행정 부문의 경험은 그가 뉴욕주 Thruway Authority를 
이끌고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2억 7100만 대의 차량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Madison 행정 책임자와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그의 성공을 빕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회의 교통위원회 주요 구성원인 Martin Malave Dilan 상원의원은 "Joseph Lhota를 
MTA의 회장 겸 CEO로 지명한 것은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수 년 동안 이 기관을 괴롭힌 예산 문제를 척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와 함께 곧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Thomas Madison이 연방 및 주 
교통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은 Thruway Authority가 선호하는 경력입니다. Cuomo 주지사기 
Mr. Madison을 뉴욕주 Thruway Authority의 행정 책임자로 지명한 것은 뉴욕주 인프라에 
대한 그의 업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Mr. Madison이 이 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기관 및 위원회 담당 의회 위원회 회장인 Michael Ranzenhofer 상원의원은 "Mr. 
Madison은 Thruway Authority를 이끌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의 
고속도로는 일상적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며 뉴욕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 및 연방 차원의 교통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앞으로도 뉴욕주 고속도로가 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Thruway 
Authority의 행정 책임자로서의 Mr. Madison과 일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기관 및 위원회 담당 의회 위원회 구성원인 Bill Perkins 상원의원은  "Cuomo 
주지사가 Thomas Madison씨를 Thruway Authority의 이끌도록 임명한 것을 지지하며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 십 년 동안의 공공 서비스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교통에 대한 지식을 통해 그는 인프라와 경제 발전을 개선하고 MWBE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더 강하고 너 나은 뉴욕을 만드는 
과정에서 Mr. Madison 및 주지사와 협력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의회 에너지 및 통신 위원회(Senate Energy and Telecommunications Committee) 회장인 
George Maziarz 상원의원은 "최근에 Power Authority와 많은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Gil Quiniones씨가 경험, 노하우, 기관을 이끌어가려는 지도력 을 갖춘 업계 전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뉴욕주 전체의 에너지 공급과 경제 발전 
노력에 Power Authority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Gil이 이해하고 있으며 뉴욕에서 Power 
Authority의 역할을 유지하고 지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NYPA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그와 함께 일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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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에너지 및 통신 위원회(Senate Energy and Telecommunications Committee) 구성원인 
Kevin Parker 상원의원은 "Gil Quiniones씨가 New York Power Authority를 이끌도록 Cuomo 
주지사가 임명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Mr. Quiniones는 일자리 창출, 인프라 
개발, 재활용 에너지 포트폴리오 개선 등을 위해 그의 잠재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뉴욕의 
에너지 부문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Cuomo주지사와 Mr. Quiniones와 
협력하여 뉴욕의 미래가 앞으로도 밝게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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