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 

SEIU 로컬 2015 지도력 자율성 결의안 

SEIU 로컬 2015 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400,000 명의 장기간병인이 있는 전국 최대규모 노조이고, 

 

SEIU 로컬 2015 는 간병인, 여성, 캘리포니아 유색인종, 이민자를 위한 최대 규모 단체이며,   

 

SEIU 로컬 2015 는 장기간병인, 가족, 커뮤니티의 단체적 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테크날로지를 연마하고, 

모두를 위하여 좀더 정의로운 사회로 영구적으로 탈바꿈하는 변화를 일으키고 부당한 현재 상황을 붕괴하는 

광범위한 운동을 세우는   캘리포니아의 장기간병인 단체이며,  

SEIU 로컬 2015 는 포용적이고, 인종차별적 시스템과 구조를 붕괴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파트너와 

커뮤니티에서 노력하고, 모든 이에게 노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역량을 키우고, 

SEIU 로컬 2015 는 생계를 유지할 급여, 은퇴보장, 헬스케어, 존중을 하는 좋은 직업에 대한 비전을 달성하고, 

모두를 위한 노조권,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질 좋은 장기간호 사용성, 저렴한 고품격 헬스케어 접근성, 주택 

공급, 안전한 이웃, 교육의 기회, 인종차별 정의를 포함하는 커뮤니티를 위한 양질의 삶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을 행사하며,  

SEIU 로컬 2015 는 다음과 같은 가치관으로 주도한다   

 

지도력  비전을 중심으로 타인과 노조를 만들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강력한 다양한 관계를 맺고 포용력 

있는 팀을 만들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윤리 기준과 문화를 시범으로 보여주며, 또한 우리로 인해 타인이 더 

배우고, 더 큰 꿈을 꾸고, 더 많이 하고, 더 커지게 할 때 나타난다.       

온정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공간을 만들고 해결 방법을 보여줄 때 나타난다   

자율성 근로자가 지도자 잠재력을 발견하고 타인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 나타난다 

책임감  매일 성찰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아이디어에 책임질 때 나타난다  

투명성  회원과 단체에서 모든 차원에서 지속적인 믿음을 쌓기 위하여 열린 소통을 하고 장려하게 할 때 

나타난다     

우수성  성공과 실패로 교훈을 얻는 능력, 매일 배울 기회, 개선하기 위하여 늘 노력하는 열망을 발휘할 때 

나타난다    

SEIU 로컬 2015 는 지도부와 회원 활동으로 힘을 얻는 단체이며,   

모두를 위한 정의를 이루기 위한 비전과 인종적 경제적 정의는 다양한 회원과 커뮤니티의 지도자가 운동을 

펼쳐야만 이루어 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SEIU 로컬 2015 는 지역, 카운티, 시설, 더욱 광범위한 노조와 각각 커뮤니티가 정의안건을 

주도하도록 회원의 역할을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다.   

2. SEIU 로컬 2015 는 구조적 인종차별을 붕괴하고, 포용성을 장려하고, 커뮤니티 전체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신장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지원하고 자율권을 주게 되는 

교육, 도구, 관행, 경험을 개발하여 노조를 조직하는 회원과 지도자를 위한 지도부의 여정을 우선시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