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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국 대학 전문직 연합(UNITED UNIVERSITY PROFESSIONS,
UUP)과의 6년 계약 체결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정부가 SUNY 임직원 35,000여 명에 봉사하는 미국
최대의 고등 교육 조합인 미국 대학 전문직 연합(United University Professions)과 6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계약 합의서에는 2021-2022년까지
매년 임금 인상 2%, 새로운 유급 휴가 혜택, 비상근 교수 최소 임금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해당 정책이 발효된 이후 유급 가족 휴가 혜택이
포함된 최초의 주정부-노동 조합간의 협약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UUP와 체결한 협약은 뉴욕주 전역에서 고등
교육을 받는 학생을 지원하는 SUNY 임직원이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협약은 뉴욕주의 모든 공립 대학에 있어 커다란 진일보이며, 차세대
리더를 위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보장합니다. 이번 협약이 가능하도록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수년간 UUP의 성장과 성공을 고대합니다.”
미국 대학 전문직 연합(United University Professions) 의장 Frederick E. Kowal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합당한 급여 인상,
유급 가족 휴가, 시간제 교수 최소 급여 보장, 조합원의 현안을 해결하는 기타 개선
사항이 포함된 공정하고 공평한 계약입니다. SUNY 학생, 환자 및 대학 시스템에 대한
조합원의 헌신과 봉사를 인정하는 협약을 맺기 위해 기꺼이 노력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협약을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조합원들이 이를 알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SUNY Kristina M. Johnson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맺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 주신 SUNY 팀과 주정부 및 UUP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UP 회원인 대학 임직원은 SUNY, 학생 및 주정부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임직원의
업무는 차세대 학생을 교육하고, 주정부 전역의 연구, 혁신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급 가족 휴가 혜택을 비롯하여 주요 협상 분야에서

진전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최고의 고등 교육 교수진과 임직원을
계속해서 유치 및 유지하는 데 필요한 SUNY와의 협업이 계속되기를 고대합니다.”
이제 UUP 조합원은 협약을 승인 및 비준해야 합니다. 올해 여름 우편을 통해 비준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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