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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회에서 SEIU 대표들은 “거대한 99% 운동을 세우는” 리더쉽개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그후 정의활동리더(LAJ)와 함께 노조지부는 28,439 회원리더와 209,532활동가를 모집하고 훈련했는데 이는 
4년전에 대표들이 세운 목표를 능가하는 것이다.   우리의 리더쉽개발시스템의 참여하였던 1000명이 넘는 
지부와 국제부 스텝들과 함께, 이 회원리더들은 경제, 사회, 환경, 인종 정의와 여성, 장애자, 동성연애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평등을 위한 우리의 운동을 구축해가고 있다. 

이 리더쉽개발시스템의 지속적인 성공은 우리 조직과 우리의 사업 전반에 걸쳐 융화하고 당면한 도전에 
적응하려는 우리의 결의에 달려있다.   통찰력있는 리더들이 우리 노조에 결집된 지혜와 전략적 사고를 
투입하여 개선되고, 다가오는 시대에 근로자들의 힘을 키울수 있는 새조직을 만들것이다.   우리는 이 
리더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을 결의한다:

1. 모든 지부는 모든 단계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회원리더, 스탭, 선출된리더, 고위리더) 리더쉽개발계획을 
만든다.  이 계획은:
¾ 지부와 국제부의 전략적 단기 장기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¾ 조직가치과 포용자료의 지부의 분석에 반응한다;  
¾ SEIU리더쉽기준 자격을 포함한다.

2. 지부와 국제부는 인구분포데이타를 계속 파악하고 보고하며, 더 정확한데이타 수집방법 향상에 
노력한다. 

3. 지부는 계속 멤버리더와 활동가 데이타를 파악하고 보고하고, 국제부는 지부를 지원하기 위한 활달한 
책임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4. 모든 지부와 국제노조 켐페인은 조직가치와 포용성을 포함한 리더쉽개발목표가 있어야 한다.

5. 모든 지부는 리더쉽개발지표에 맞추어 일선프로그램들을 관철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다른 노조의 
같은 위치의 담당자들과 협의하는 MLA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6. 국제부는MLA 담당자, 볼드 락우드 코호츠(BOLDRockwood Cohorts), 관리자, 회원자료센타원장( 
Member Resource Center Directors), 테크놀로지스트와 밀레니움리더들 (Millennial Leaders)과 같은 
지부간의 교육의 장을 계속 지원해야한다.      

7. 모든 지부는 35세 이하의 회원리더를 파악, 모집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 지부과 구제부는 서로의 성공을 위해 투자하고, 서로를 위의 7 가지 구축점을 지키도록한다.

이 리더쉽개발시스템은 결의안117 We Are Unstoppable-근로자들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프로그램-에 표명된 
주요전략을 다음 4년동안 실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 전노조와 지부의 켐페인에 힘을 더함과 동시에 우리의 
집단적 리더쉽의 미래 촛점을 다음에 둔다 : 

o 우리의 급변하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승리할수 있는 힘을 세우고 유지하도록 우리 노조를 강화와 
변화의 혁신을 이룬다.   부유한 특수층이 노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에 대한 회원의 헌신과 그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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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성공하며 우리의 가능성을 이룩할 수 있는, 인종평등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종차별주의 특히 반흑인인종차별주의와 싸우는 우리의 결의에 대해 우리자신과 동료들을 교육하고 
동원하여야한다. 

o 진취적인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활동가들의 군대를 형성하여 다음세대의 SEIU리더를 개발한다. 

o 아직 노조화 되지 않은 리더들과 풀뿌리커뮤니티 활동가들과 지역 켐페인 차원에서 협력하여 에너지, 
지혜 그리고 리더쉽을 모아서 서로로 부터 배우고 더 큰 협업을 위한 견고한 연대를 형성한다 .

우리 리더쉽개발사업의 구성요소는 이 결의안의 안내자료인  “전진하는 리더쉽의 필수(Leadership Forward 
Essentials)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