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IU 775 헌장 및 부칙 개정안   

  

투표 용지는 개표를 위해 2022년 12월 6일 오후 12:00(정오)까지 Ryder Election Services, LLC, PO Box 

7716, Bend, Oregon, 97708에 우편으로 도착해야 합니다.  
  
  

SEIU 775 헌장 및 부칙  
SEIU 775 이사회는 투표를 진행했으며 아래의 결의안을 통해 SEIU 775 헌장 및 부칙의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회원의 동의를 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회는 “예”에 투표하도록 

권고합니다. 귀하께서는 유자격 회원이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를 받으십니다.  
  

SEIU 775 Constitution and Bylaws(헌장 및 부칙)(현재 영어로만 제공되며 2023년에 번역될 예정)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은 삭제 표시되어 있거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삭제 표시는 제거될 내용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밑줄은 추가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을 검토한 후, 동봉된 투표 용지에 표시하고 반송해 주십시오. 동의하려면 “예”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동의하지 않으려면 "아니오"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투표 용지에 다른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정관 및 규정 개정안  

  

10년 전 SEIU 775는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Vision 2022 위원회"를 설립했고, 그 

위원회는 SEIU 775의 사명, 비전, 가치 및 목표를 회원에게 제시했으며, 회원은 2013 SEIU 775 

컨벤션에서 이러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초기 10년 비전을 기반으로 Union(간병인 조합)은 대부분의 간병인의 임금을 시간당 약 $20로 

인상하고, 홈 케어 종사자를 위한 퇴직 수당을 획득하고, 전국 최초의 장기 요양 사회 보험 

프로그램을 통과시키는 등 획기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이사회는 SEIU 775는 우리의 사명, 비전, 가치 및 목표를 수정하고 10년 후의 미래를 

다시 내다볼 수 있도록 투표를 통해 Sterling Harders 회장을 임명하고 임원, 이사회 위원 및 

일반 위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비전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새로운 비전 위원회는 1년 동안 분야 전문가와 SEIU 리더의 의견을 듣고, SEIU 775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 사명, 비전, 가치 및 목표를 논의하고 검토했습니다.   
   

새로운 비전 위원회가 고려한 주제로는 임금 인상과 혜택을 통해 전문 간병인에 대한 존중 

향상, 홈 케어, 요양원 및 주거 간병에서 간병 시스템 개선, Unio에서 더 많은 지도자를 

개발하고 더 많은 직원을 조직, 그리고 보다 평등하고 건강한 세상 건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비전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는 SEIU 775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명 선언문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간병인의 힘을 모으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간병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비전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는 SEIU 775에 대한 다음 비전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통해 동기를 부여 받습니다.    

• 간병인과 모든 근로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미래   

• 우리가 간병하는 사람들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미래   

• 간병이 양질의 인력이 모이는 존중 받는 직업으로 여기지는 

미래   

• 근로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할 기회를 얻는 

미래   

• 모든 사람들이 저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래   

•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미래   
   

비전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는 SEIU 775에 대한 다음 목표가 포함됩니다.   
   

• 간병을 좋은 직업으로 만들기   

• 간병인과 모든 근로자를 위해 힘을 키우기   

•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의료 및 장기요양   

• 모두의 정의를 위한 투쟁   
   

비전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는 SEIU 775에 대한 다음 가치가 포함됩니다.   
   

• 연합 – 우리의 힘은 간병인으로서의 연합과 다른 단체와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 존엄성 – 우리 Union은 우리의 일에 대한 존경과 존엄성을 얻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 리더십 – 우리는 정직하게 이끌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 Union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형평성 – 우리는 모든 간병인, 특히 권력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낮은 

지역 사회 간병인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 책임성 – 승리하기 위해서는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고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지속성 - 우리는 미래의 비전을 위한 싸움을 끈질기게 이어갑니다.   

    

Union의 이사회는 비전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채택하기로 투표했습니다.   
   

Union의 이사회는 비전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우리의 새로운 사명, 비전 및 목표를 

통합하고 일부 추가 언어를 정리한 헌장 및 부칙 개정안을 회원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헌장 및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합니다.*   

   
1.3 사명. 우리의 사명은 모든 간병인의 힘을 모으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간병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의 힘을 하나로 합쳐서, 삶을 개선하고, 더 공정하고 인간적인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4 비전. 우리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통해 동기를 부여 받습니다.    
   

• 간병인과 모든 근로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미래   
   

• 우리가 간병하는 사람들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미래   
   

• 간병이 양질의 인력이 모이는 존중 받는 직업으로 여기지는 

미래   
   

• 근로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할 기회를 얻는 

미래   
   

• 모든 사람들이 저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래   
   

•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미래   
   

• 간병인과 모든 근로자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미래   
   

• 의료가 특권이 아닌 권리인 미래 장기 간병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대우받고 양질의 저비용 의료 서비스가 보장되는 미래   
   

•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이 품위 있게 생활하고, 존중 받고, 그들의 

재능과 기술을 개발할 기회가 있는 미래   
   

• 우리 회원들의 힘이 모든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길로 인도하는 미래   
   

   

1.5 목표. 우리의 목표:    
   

• 간병을 좋은 직업으로 만든다. 간병인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다.   

• 간병인과 모든 근로자를 위해 힘을 키운다.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확장 가능한 노동자 조직을 구축한다.   



•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의료 및 장기요양을 달성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품질과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료 및 장기 치료를 혁신한다.   

• 모두의 정의를 위해 투쟁한다.  직장인의 번영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줄인다.   
  

1.6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1. 노동자 리더십과 행동주의를 구축합니다.   

2. 노동자들이 조합 및 기타 강력한 조직을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3.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4. 강력한 계약을 체결하고 양질의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5. 정부, 업계 및 여론에 영향을 주어 친노동자 정책을 

발전시킵니다.   

6.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7. Union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합니다.   

8. 적응. 혁신. 구축.   
  

또한, 모든 문장에서(예: 섹션 2.4, 2.5, 2.7, 2.8, 4.2, 4.5, 4.7, 4.8, 5.5, 6.2, 6.5, 6.8, 6.9, 17.1, 12조 

및 14조)    

• "his 또는 her"라는 표현은 "they"로   

• "him 또는 her"라는 표현은 "them"으로   

• "his 또는 her has"라는 표현은 "they have"로    

• "he 또는 she is"라는 표현은 "they are"로   

• "he 또는 she deems"라는 표현은 "they deem"로 변경됩니다.   
  

또한 헌장 및 부칙에 이미 설립된 39개의 조합 사무소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하우스키핑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결의합니다.    
   

6.4 청원서. 선거 위원회는 모든 임원 후보자가 사용할 표준 청원서를 공표하고 늦어도 선거 

7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각 청원서에는 Union의 37개 39개 사무소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한 자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명 청원을 요청한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 명단은 요청에 따라 선거 위원회에서 정회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빨간색 밑줄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