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의 힘을 통한 영향력 극대화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행동하도록 만드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경우에도 강력한 메시지 유지
여러분이 공유하는 모든 사연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이며 여러분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돋보이게 합니다. 입법 회기와 같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핵심 사항을 강조하는 구조를 
따른다면 메시지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 구성
소개: 자신을 친절하게 소개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종사 업종 및 소속 
노조(SEIU 775)를 알려주십시오. 하원의원에게 
여러분이 해당 지역의 유권자임을 상기시킨다면 
더욱 좋습니다.

자신의 사연: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간병인이 
되었습니까?

저희 Union이 기준을 높인 이후에 여러분의 업무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문제에 대한 설명
임금 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양 자녀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가족에게 얼마나 좋을까요?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직원 확충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워싱턴 주에서 Medicaid 홈 케어, 소규모 학급 
규모, 더 저렴한 주택 옵션과 같은 서비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몫의 세금을 걷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 위기가 가족, 클라이언트 또는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임차인과 
구매자를 위한 더 저렴한 주택 옵션과 부당한 
퇴거를 막기 위한 더 강력한 보호 조치가 가족, 
클라이언트 또는 지역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다음 단계
이러한 만남 이후의 후속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저희 지역구에서 의원님의 리더십을 기대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____ 의원님을 지지할 것이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내준 하원의원이나 보좌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후속 계획이 있는 경우에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았다면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고 알려주십시오.
자신의 사연을 계속해서 진실되게 이야기하면서 요점을 전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며 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년간 간병인으로 일해왔습니다. (간병인으로 얼마나 일하셨나요?)
저는 년간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으로서, 저는
 .

연습
이 공간을 사용하여 사연의 주요 내용을 브레인스토밍하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가이드로 사용하십시오.

1 단계: 자기 소개

2 단계: 문제점 설명

3 단계: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리기

사연을 읽은 후 제공되는 의견은 이 공간을 사용하십시오.

부양 가족 건강 보험이 포함되는 혜택과 함께 
홈 케어 요율에 대한 전액 자금 지원
요양원에 대한 전액 자금 지원 
근로 가족 세금 공제 확대 및 개선
미등록 근로자에게 실업 수당 제공

주택 안정성 및 저렴한 주택을 위한 자금 지원
경찰 책임 보장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몫을 지불하고 근로자들이 기본 
생필품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워싱턴 주의 세율을 공평하게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