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 제안된 결의안 

 

의사 협의회 SEIU에 의해 2016년 SEIU 대회에 제출됨 

 

안정적인 의료 시설, 병원 및 건강 시스템 옹호에 대한 결의 

 

양질의 의료적 돌봄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사회적 유익이다; 

 

SEIU는 15불 임금을 위한 싸움 및 유급 가족 휴가를 통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 서고 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SEIU회원들 및 노조들로서, 좋은 직장들, 이민자들을 위한 정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커뮤니티 및 강건한 가족들을 옹호한다; 

 

종종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두 시스템의 이야기를 반영합니다. 하나는 건강 보험을 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또 하나는 건강 보험을 들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안정적인 의료 시설과 병원과 건강 시스템은 우리 의료 시설 시스템의 핵심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려는 자들을 돌보고, 에볼로와 허리케인 샌디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제공한다; 

 

특별히 의학적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유색 인종 및 이민자 공동체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매우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 의해 최상으로 공급된다; 

 

안전한 의료 시설들을 위한 자금들은 항상 그것이 필요한 곳, 즉 대부분의 메디케이드 및 

보험이 없는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 시설과 병원과 건강 시스템으로 가지는 않는다;  

 

우리가 안전한 의료 시설과 병원과 건강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환자들이 저렴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양질의 건강 돌봄을 제공하고 전체 인구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들의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SEIU는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하면서 안전한 의료 시설들과 병원과 건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조직한다: 

 

• 보험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특별히 메디케이드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들에게 (개인 및 공공 병원) 지정되는 자선 기부금이 잘 분배되도록 할 

것; 

• “참된” 안전망을 입법적으로 정의하여 (치료 받는 메디케이드 및 보험이 

없는 환자들에 기초하여), 그들의 메디케이드 상환금을 증가시킬 것; 

•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저렴한 건강 보험 (ACA) 조항에 의해 혜택을 받게 할 

것; 

• 보험이 없는 자들에게 실제로 돌봄을 제공한 것에 기초하여, 주 입법자들이 

DSH 결제 자금 공동 출자를 의료 시설과 병원과 건강 시스템에 집중하는 더 

공정한 방식을 즉시로 이행할 것; 

• 의회가 DSH삭감을 지연시킬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