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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MTA 이사회 임명안 발표  

  

Hochul 주지사는 오늘 Janno Lieber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이사회(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Board, MTA Board) 대표 겸 최고경영자로, Elizabeth Velez가 

MTA 이사회 구성원으로 임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로서 뉴욕 주민에 대한 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숙련되고 헌신적이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있는 사람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Janno는 전문적인 관리 능력과 비전으로 MTA를 이끌 

것이며, Elizabeth는 귀중한 지식과 전문성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MTA를 이끌어 나갈 강하고 능력있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승객을 위해 교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Janno Li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 첫째 날부터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을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가 저를 임명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지사, 그의 팀, 우리 의회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여 

지하철, 버스, 통근 철도가 계속 지역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Elizabeth Velez는 뉴욕 주민에게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위원회에 걸맞는 인재이며, 저는 그와 함께 교통 

네트워크 현대화 및 확장, 향후 뉴욕 주민을 위한 평등 및 접근성 보장 등 MTA가 직면한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Elizabeth Vel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저를 MTA 이사회에 임명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MTA는 시 전역에서 뉴욕 주민을 위한 주요 

연결점을 제공합니다. 지원이 임박한 인프라 투자금을 확보한 MTA는 필수 교통 개선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인력 및 구매 모두를 위해 기회를 조성할 것입니다."  

  

Janno Lieber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이사회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2021년 7월부터 대표 겸 최고경영자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MTA 건설 및 개발(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서 Lieber 씨는 뉴욕시 교통부(New 

York City Transit),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메트로 노스 철도(Metro-

North Railroad), MTA 교량 및 터널(Bridges and Tunnels)의 인프라 및 시설에 대한 

주정부의 굿 리페어(Good Repair) 프로그램 등 기관이 주도하는 550억 규모의 5개년 



자본 프로그램을 감독했습니다. 그는 신호 및 기타 수요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 

확대를 비롯해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East Side Access),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Second 

Avenue Subway) 제2차 공사,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주선 서드 

트랙(Third Track) 확대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MTA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업그레이드 및 전문화를 비롯해 MTA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부동산 계획 및 경제 개발 

통합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7년 까지 Lieber 씨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프로퍼티스 유한회사(World 

Trade Center Properties LLC) 대표를 맡아 계획, 설계, 건설 등 월드 트레이드 

센터(World Trade Center) 부지의 재건을 위한 실버스타인 단체의 관리 책임을 비롯해, 

영업, 재무, 법무, 홍보, 정부, 지역사회 관계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경력을 시작했을 무렵 그는 민간 변호사로서 활약했으며, Bill Clinton 대통령과 Ed Koch 

뉴욕시 시장 행정부에서 보직을 맡았습니다.  

  

Elizabeth Velez는 MTA 이사회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벨레즈 오가니제이션(Velez 

Organization)의 대표이며,  

1972년 아버지인 Andrew Velez가 창립한 건설 회사를 2대째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이중에는 브롱크스와 할렘에서 주정부 

및 연방 보조금을 받은 600가구 이상의 프로젝트, 뉴욕 전역의 주요 교육, 보건, 대규모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등이 있습니다.  

  

그는 뉴욕의 세 군데 캠퍼스에서 주로 라틴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간 교육 

기관인 보리쿠아 칼리지(Boricua College) 이사입니다. 그는 뉴욕시 및 뉴욕주 기관, 

청소년 보조금 지원 단체 및 산업 비영리 단체 수 곳의 자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톨릭 자선 위원회(Board for Catholic Charities)와 뉴욕시 경찰 

재단(New York City Police Foundation) 회원입니다. 그는 뉴욕시 재산세 개혁 

위원회(New York City Property Tax Reform Commission) 커미셔너를 맡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후, Elizabeth는 뉴욕 

푸에르토 리코 회복 및 재건 위원회(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 Rebuilding 

Committee), 허리케인 마리아 뉴욕 기념 위원회(NY Memorial Commission for 

Hurricane Maria)에 임명되어, 폰체 푸에르토 리코의 위성 공사청 등 수많은 인력 및 

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국제 부문에서 Velez 씨는 이란의 핵위험을 

종식시키려는 목적의 인권 단체인 이란 180(Iran 180)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Soledad O'Brien이 진행하는 매터 오브 팩트 티브이(Matter of Fact TV), 폭스 뉴스 

라티노(Fox News Latino), 더 데일리 뉴스(The Daily News), 더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엘 디아리노 라 프렌자(El Diario La Prensa), 히스패닉 

비즈니스(Hispanic Business), ENR, 시티 앤 스테이트(City & State), 크레인스 뉴욕 

비즈니스(Crain's New York Business) 등 언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성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여성 리더십과 일/가정 균형 문제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상 및 경력과 더불어, Velez씨는 시티 앤 스테이트가 

선정한 "맨해튼 50대 인사(Manhattan Power 5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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