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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VERONIQUE HAKIM이 MTA의 임시 경영이사로 재직할 것이라고 발표 

 

7인 추천위원회가 확정적 최고경영자를 물색할 것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확정적인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전국적으로 물색하는 동안, Veronique Hakim이 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의 임시 경영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akim은 2015년 12월 이래, New York City Transit 사장으로 근무한 것을 포함해서, 

MTA에서 24년이 넘게 평생 근무해온 교통 전문가입니다. MTA 부회장 Fernando 

Ferrer가 확정적 회장을 물색하는 동안 회장 대행으로 근무할 것입니다. 

  

현행 MTA 회장 겸 CEO인 Tom Prendergast는 MTA에서 25년 동안 근무한 후 내일자로 

공직에서 은퇴합니다.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향후 수 주 내에 후보자들을 심사해서 주지사에게 추천할 

것입니다.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Tom Prendergast,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회장 겸 최고경영자  

 Joseph Lhota, NYU Langone Medical Center의 선임부총장, 부학장 겸 

임직원대표, 그리고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의 전임 회장 겸 

최고경영자  

 Fernando Ferrer, MTA 이사회 부회장  

 Kathryn Wylde, Partnership for NYC 회장 겸 최고경영자  

 Scott Rechler, Regional Planning Association 회장, 그리고 Port Authority of 

New York & New Jersey 전임 부회장  

 John Samuelsen, Transport Workers Union 상임부회장  

 Rodney Slater, 전임 연방 교통부장관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onnie Hakim은 이번 과도기 동안 국내 최대의 

교통망을 운영하는 도전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을 향상시키는데 평생을 바쳐온 진정한 교통 전문가이며, 저는 

우리가 21세기를 위해서 MTA를 변혁하고 현대화함에 있어서, 그녀가 이 새로운 

역할에서 그러한 일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Tom Prendergast의 

리더십하에서, MTA는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Second Avenue 

Subway를 성공적으로 개통한 것을 포함해서, 극적인 진전을 이루어왔으며, 저는 

추천위원회에 그의 성취 기록을 강화할 후보자들을 물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추천을 

고대합니다.” 

  

Tom Prenderga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Ronnie Hakim이 MTA를 잘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Ronnie는 New York City Transit에 

대한 그녀의 모범적인 운영부터 그녀가 지역의 통근 열차 및 고속도로 관리기관들을 

선도적으로 운영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 교통망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행운을 기원하며, 저는 이 기관의 확정적인 차기 리더를 선택하게 될 

추천위원회에서 봉사하기를 고대합니다.”  

  

Veronique Haki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신뢰하고 이 믿기 어려운 막중한 

책임을 부여한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으며, MTA를 경영하는 동안 

그가 보여 준 훌륭한 모범에 대해서 Tom Prendergast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MTA는 

20년이 넘게 저의 직업적 고향이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지역의 교통을 유지하는 

헌신적인 남여 임직원들을 이끄는 임시 경영이사로 근무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Fernando Ferr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TA는 뉴욕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수적이며, 

이 지역의 믿기 어려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엔진입니다. Tom Prendergast는 

MTA에서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리더십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했으며, 그와 

함께 일한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후보자를 물색하는 동안, 회장 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Ronnie Hakim과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Hakim은 2015년 12월 이래 New York City Transit 사장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그 이전에, 

그녀는 뉴저지주 전역에 걸쳐 12개의 통근열차 회선, 3개의 경전철 회선, 261개의 버스 

노선 및 Access Link 보조 교통기관 서비스를 운영하는 NJ TRANSIT의 경영이사로서 

1년 반 동안 재직했습니다. 그에 앞서, 그녀는 New Jersey Turnpike Authority 경영이사로 

거의 4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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