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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지불자 결의안 
 
SEIU 회원들을 포함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 및 우리 
지역사회들은 급격한 의료 비용에 직면하고 있으며, 혼동스럽고 비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이해하느라 힘들어 하고 있고, 우리의 인종과 성별과 이민 신분과 
같은 것들에 기초하여—이러한 모든 것들은 근로자와 개인과 가족들로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타협하게 한다—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거절 
당하고 있다. 
 
미국 의료 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자들과 제약 회사들과 보험업자들 그리고 
기타 부유한 이익 단체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우리를 동등하게 치료하지 않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됨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주 후원 건강 보험 시스템 하에서, 심각한 건강 상태를 치료하는데 드는 많은 
비용들로 인해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SEIU 회원들을 위해 격렬하게 싸우고 
있으며, 이것은 임금과 은퇴 안정과 근로 기준들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얻기 위해 
협상을 하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SEIU는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상품이 아인 인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굳게  지키고 있다.  
 
SEIU는 모든 개인들이 이민 신분과 관련하여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 평등을 
지지하지만, 많은 필요가 있었던 저렴한 건강 보험 조항 (ACA)의 개선이 있은 
후에도 건강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현행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SEIU 회원들은 건강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ACA 하에서 이룰 수 있는 
주(state) 수준에서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고해 왔으며, 더 나은 
방식들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미래의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SEIU는 포괄적 혜택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단일 기준을 지니면서 의료 
서비스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의료 서비스 정의 및 공개적으로 자금을 대는 



단일 지불자 시스템을 옹호하고 교육하고 조직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노동 
및 소비자 연합에 가입할 것이다.  

2. SEIU는 그러한 모델들을 주 (state)에 맞게 제정하기 위해 ACA하에서 할 수 
있는 주(state) 단위의 혁신을 지지할 것이며,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전국적 차원에서 단일 지불자 시스템을 옹호할 것이다. 

3. SEIU는 우리 나라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저렴, 보편성, 평등, 양질, 참여, 책임, 투명성과 같이 중요한 
우선 사항들을 실천하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