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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과의 임시 노동 계약 발표
주지사 MTA 및 TRANSIT WORKERS UNION LOCAL 100과의

Andrew M. Cuomo 주지사,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의장 Tom Prendergast,
그리고 TWU(Transit Workers Union) 원장 John Samuelsen은 오늘 MTA와 Local 100 간의 2년 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노동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임시 계약은 TWU Local
100에 가입한 34,000여 명의 운송업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5년 계약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들을 보호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운송 시스템은 뉴욕시의 생명선으로, MTA 직원들은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퍼 태풍 샌디가 왔을 때와 그 이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기록적인 시간 동안 자신들의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 분쟁의 해결안은 운송업자들에게 공정한 것으로, 재정적으로 MTA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운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회원들을 위해 끈질기게 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과
이용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John Samuelsen 원장과 평생을 바쳐 이 운송 시스템에 헌신하며
MTA의 이상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한 Tom Prendergast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TWU Local 100 원장 John Samuelsen은 “이것은 운송업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약 체결은 전체 소급 급여와 더불어 매년 계약 때마다 발생하고, 역사적인 유급
출산 및 육아 휴가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의 의료보험, 치과, 안과 복리 후생이라는 패키지에
중요한 개선을 제공합니다. MTA는 이 도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들의 노력, 헌신, 그리고
서비스를 인식하는 회원들에게 계약을 제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가
협력의 손길을 확대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격차를 해소하고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그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MTA 의장 Tom Prendergast는 “지난 3년 간 Cuomo 주지사의 과정을 돌아보면, 그는 적절한 시기에
MTA에 도움을 주었고, MTA 운영 예산을 꾸준히 올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MTA의 재정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이며, 이
계약은 MTA의 예산 및 계획 예산이 반영된 책임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TWU Local 100의 리더이자 MTA의 오랜 동료인 John Samuelsen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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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에 따라, TWU 업자들은 Cuomo 주지사가 주 근로 계약을 달성한 2% 범위 내에서 증가한
액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2012년부터 처음 2년 동안에는 매년 1%씩 증가, 마지막 3년 동안 2%씩
증가). 직원들의 건강보험 비용 분담액은 자신들의 급여 중 1.5%에서 2%로 증가한 모양이
되겠지만, 유급 출산/육아 휴직, 사망한 TWU 퇴직자의 배우자 생존을 위한 건강 보험 적용 등 더
중요한 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며, 치과 및 안과 복지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계약은 MTA 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MTA 재무 계획에 대한 개정 범위 안에 수용될
것입니다.
이 임시 계약은 TWU Local 100 위원회 및 비준회원이 승인해야 하고 이후에는 MTA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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