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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미국 선거는 유권자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를 하나로 
결집하여 우리 가족을 위한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비전, 그리고 우리를 분열하여 과거의 어두운 시절로 
되돌리는 비전. 

우리는 $15의 투쟁을 지원하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통하여 임금인상과 수백만 노동자가  – 홈케어와 
아동케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 노조로 하나 되는 것을 지원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혹은 
공화당 의회와 합세하여 노동자가 자신들의 가족을 위한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해 노조로 연대하는 노력을 
저지하는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이다. 

기로에 선 것은 노동자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것이다: 임금을 인상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그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자녀를 위한 아동케어와 우리 부모 및 조부모를 위한 장기 케어에 투자하며;  
인종주의를 불식시켜 — 특히 반흑인 인종주의— 인종적 평등이 득세하는 세상을 창조하여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번영하며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도모하고; 또한 이민자 가족간의 이별이 없도록 
하며 시민권의 길을 열어주는 사안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15를 위한 성장하는 연대와 전국적으로 대화 주제를 바꾸어 놓은 – 심지어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의 
의제를 바꾸어 놓은 – 노조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과업으로 전국적으로 일천팔백만 노동자의 임금이 
향상되었다. 

우리는 이민자 지역사회에 정의가 실천되도록 매진하였으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끌어 내어 
수십만 이민자 가정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캠페인, 로컬 노조 및 우리의 사회 및 
경제 정의 간부회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였던 공정 사회의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EIU 회원은 미국, 카나다 및 푸에르토 리코의 정치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수백만의 
유권자를 동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거에 개입하면 노동자를 위한 결과를 빚어 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 져스틴 트뤼도 수상의 선출을 도왔는 바, 이들의 
리더쉽은 미국과 카나다의 노동자 가족을 위한 영속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역사적인 재정 및 회계 
위기에도 불구하고, SEIU 회원과 주요 동반자 단체들은 푸에르토 리코에서의 정치 경제 환경 변화와 이 지역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 창출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 

2016년 미국 선거가  SEIU 회원의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단체 구축 노력, 모든 노선에서의 정의구현을 
위한 광범위한 운동 연대 구축, 노조 회원, 그들의 가족 및 우리 지역사회 내의 여타 노동자를 위한 우리 
노조의 과업 혁신 등을 위한 노력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노동자를 위한 승리를 
추구하는 중단없는 프로그램을 진보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노동자 가족을 대변해 줄 우리의 옹호자를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노조는  이에 결의하는 바:

1. 금년 모든 노력을 가동하여 정부의 각 급에서의 2016년 정치 토론에 우리의 의제를 주입시킨다.
2.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후보자가 노동자들의 자신과 그들 지역사회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의 개선을 

위하여 단합하여 노조를 형성하는 노력을 지원할 옹호자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3. 수백만 유권자를 동원하여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을 선출하며각 주와 지방에서 노동자 권익을 

지지하는 우리의 옹호자들을 당선 시킨다.
4. 선거에서 우리와 관련을 맺은 수백만 대중을 수용할 영속적 조직의 용량을 마련하여  iAmerica 와 흑인 

민권 운동 연합 등의 SEIU 단체를 통한 우리의 성장하는 운동연대의 일부분을 구성토록 한다.  우리는 
십이만 회원 자원봉사자를 동원할 것이며, iAmerica  회원수를 삼십만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흑인 
민권운동 연합의 삼십만 이상의 유권자를 등록시킬 것이며, $15 투쟁 유권자 의제에 백만 유권자가 
서명토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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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 노조의 정치기금을 통한 노동자의 강력한 의견 구축을 위해 추가의 삼십만 콥 기부자들이 2020 
컨벤션까지 매달 $10를 기부토록 할 것이며, 모든 로컬 노조에서 최소한 25%의 멤버가 콥 기부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비노조 회원이 새로운 정치행동 기금에 기부하도록 하여 우리 SEIU 
회원과 목소리를 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세력화를 도모할 것이다. 

6. 우리의 중단없는 운동연대를 통하여 8월에 있을 저임금 노동자 회의를 지원하며, 11월 선거 이후 
선출된 지도자들을 독려하여 노동자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실천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며, 
2018년 중요 선거 및 그 이후의 우리의사안에 대한 승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