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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수억 달러가 절약되며 TAPPAN ZEE BRIDGE 프로젝트의 중대한 진일보를 의미하는 

노조 합의를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고속도로 관리국(State Thruway Authority)과 14개 노동 
단체들 사이에 프로젝트 근로 협약(PLA)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Tappan Zee Bridge 프로젝트를 위한 
중대한 진일보이고, 이로써 4억 5천 2백만 달로로 예상되는 금액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Tappan Zee Bridge의 교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 기반 시설 프로제트 중에 속하며,오늘 
체결된 이 합의는 뉴욕주의 수천명의 근로 남성 및 여성에게 새롭고 안전한 교량을 건설하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합의는 수억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절약하는 한편 우리 주의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보호를 마련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동안 Tappan Zee 다리의 교체를 논의해 왔으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말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프로젝트 근로 협약에 포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직종에 대해 표준화된 40시간 정규 작업 주 및 유연한 4번의 10시간 작업일 
일정으로 최적화된 건설 작업을 통해 총 122,956,095달러의 예상 금액을 절약;  
• 일반적으로 단체 교섭에서 허락된 비율보다 높은 도제 대 장인 비율을 통해 5천 9백만 
달러의 예상 금액을 절약;  
• 교대 시간에서 1시간 전에 도착하는 근로자들에게 1시간의 초과 근무 급료 대신 25 
달러를 지불함으로써  5천 9백만 달러의 예상 금액을 절약; 
• 서비스 업종의 초과 근무 급료를 제거한 정규 휴일로 인해 2천 6백만 달러의 예상 금액 
절약. 

 
프로젝트 근로 협약은 또한 허드슨밸리 전역 및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노조 회원의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부가 급부의 지불을 보장하며, 체계화된 불만 해소 절차를 통해 관할권에 관한 논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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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의 역할을 합니다. 합의 약정에 따라 지역 단체 교섭 합의에 대한 타협을 포함해 직장 폐쇄 
또는 기타 작업 중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oward P. Milstein 뉴욕주 고속도로 관리국장은 “이 합의는 납세자를 위해 좋고, 근로자를 위해 
좋고, 프로젝트를 위해 좋습니다. 이 획기적인 합의로 인해 상당한 금액이 절약될 것이고, 수천개의 
기술직들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 합의는 건설 프로젝트의 기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지역내 
근로직을 보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ames Cahill 뉴욕주 건축 및 건설업 위원회장은  “뉴욕주 건축 및 건설업 위원회 그리고 산하 기관 
및 회원들을 대신해 이 역사적 합의를 체결한 고속도로국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 
근로 협약은 뉴요커들을 위한 수천개의 건설직을 창출하고, 뉴욕주를 위해 수백만 달러의 경비를 
절약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시킨 쿠오모 주지사의 비전과 인내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새로운 Tappan Zee 다리 건설에 대해 수십년 동안 논의를 
했지만, Andrew Cuomo의 리더십 하에서 결국 새 다리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국 및 
성공적인 입찰자와 협력해 새로운 다리를 계획된 시간 안에 예산 초과 없이 건설할 날을 
기대합니다” 
 
Ross J. Pepe 웨스트체스터 및 허드슨밸리 건설업 위원회장은 “프로젝트 근로 협약은 교체와 같이 
복잡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필수적입니다. 프로젝트 근로 협약은 지속적인 일터, 비용 효율, 
유연성 및 생산성을 제공함으로써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는 동시에 지역내 근로자들에게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근로 협약은 주정부 계약에 있어서 MWB/E(소수민족 및 여성소유기업)의 참여를 
증대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공약을 토대로 삼았습니다. 약 4억 달러가 걍제적 약소 기업(DBE) 
하청업자들에게 그리고 상당한 부분이 소수민족 및 여성소유기업에 제공됩니다. 이 합의는 
유연성을 추가하여 소기업 및 소수민족 기업의 이용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여성 및 소수민족 
근로자들의 고용 증대를 장려합니다. 
 
프로젝트 근로 협약의 또다른 주요 혜택은 Helmets to Hardhats program(제대 군인 활용 
프로그램)에의 참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향군인들에게 건설업계에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근로 협약이 없다면 재향군인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일자리를 확보할 이점이 
없을 것입니다.  
 
이 합의 하에서, Building Trades Council of Westchester and Putnam, Rockland County Buildings Trades 
Council, New York State Buildings Trades Council 및 Thruway Authority는 설계 시공 일괄 
계약자(Design-Build contractor)의 대표로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합의는 연방 도로 
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및 뉴욕주 고속도로국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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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근로 협약은 New Tappan Zee Bridge Project 입찰 제안서의 필수 
약정이며, http://www.thenewtzb.ny.gov/bidprocess/index.html 획기적 교량 교체에 대한 공공 
투자를 최대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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