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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청장으로 JOSEPH LHOTA 씨를 

임명한다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Joseph J. Lhota 씨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의 청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중책을 맡은 Lhota 씨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 직면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을 지휘하게 됩니다. Lhota 씨는 청장으로서 1년에 1 

달러의 급여를 받고 최고경영자의 직무를 인물을 계속 물색 중인 영구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Joe Lhota씨는 미국 최대의 대중 교통 시스템이 

직면한 엄청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검증된 실적을 가진 검증되고 경험이 

풍부한 리더입니다. 초강력 폭풍 샌디(Superstorm Sandy)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Joe 

씨는 전면에 등장하여 뉴욕 주민들을 위해 우리 지역의 지하철, 버스, 통근 열차 등이 

가능한 신속하게 운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든 작업이 필요합니다. 통근자들이 겪고 있는 서비스 

수준과 매일 발생하는 불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저는 Joe씨가 

이러한 문제들을 즉시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도시가 제공해야 

마땅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송 시스템을 보장할 것입니다.” 

 

Joseph Lhota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게 엄청난 

도전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의 투자 중단으로 인해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들을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녀 직원들은 헌신적이고 주도적이며 재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도시와 주를 운영하는 엔진입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이 

시스템을 재건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에게 다시 봉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Cuomo 주지사님의 지원과 지명에 감사드립니다.” 

 

Lhota 씨는 이전에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의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그 이전에 Lhota 씨는 뉴욕시 운영 

부시장으로 재임하며 시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시 기관들을 감독했습니다.  



 

Lhota 씨는 또한 예산 위원으로 재임하며, 360억 달러의 시 운영 예산 및 450억 달러의 

자본 예산을 감독하고 비용 절감, 기관 재구성 및 병합, 실전에 기반을 둔 전략 계획 시행 

등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전에 Lhota 씨는 뉴욕시의 재정 담당 커미셔너였습니다.  

 

Lhota 씨는 뉴욕 대학교 랭곤 메디컬 센터 (New York University Langone Medical 

Center)의 수석 부 센터장, 부 학장, 수석 보좌관 등의 직책을 계속해서 맡을 것입니다.  

 

Lhota 씨는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경영 대학원(Harvard Business School)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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