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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린트 (Flint)에서 일어난 비극은 이 나라를 뒤흔들 놓았으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주 정부가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렇다. 전체 커뮤니티에 어떻게 그렇게 광범위한 중독이 발생될 수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 나라 전역의 커뮤니티들이 축소된 과세 기준과, 기본적인 공중 보건 기반 
시설에 대한 부족한 자금 공급, 그리고 커뮤니티 전체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환경 
및 공중 보건 위협들에 직면하고 있다. 
 
주 정부는 플린트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비상 사태 관리 
책임자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지역 어린이들 및 가족들이 중독된 물을 마시도록 
허용했다. 
 
결과는 재앙수준이었다. 플린트의 어린이들은 그들이 마시는 물에서 발견된 납 
성분에 오래 동안 노출된 결과로 인해 장기적인 합병증으로 고통당할 수 있다.  
많은 주민들은 심각한 폐렴(legionnaire disease)에 걸렸으며, 다른 사람들은 기억 
상실증과 빈혈 및 피로를 경험하고 있다.  
 
이 비극은 플린트 커뮤니티가 그들이 선출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절한 공중 보건 
시설을 주장할수 있게 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플린트에 살고 있는 600명을 포함하는 SEIU회원들은 이러한 비극에 대해 책임 및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노조 리더들 및 의료 서비스 근로자들로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하는 지를 알고 
있으며, 플린트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일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모든 커뮤니티들, 특별히 가난한 소수 민족의 커뮤니티들은 학교와 공중 
보건소와 커뮤니티 안에 공중 보건 간호사들을 두고 있으며, 또한 



커뮤니티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모니터하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에 대해 
주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영양사들을 두고 있는 튼튼한 공중 보건 기반 
시설을 지녀야 한다.  

2. 간호사들 및 공중 보건 전문가들로서, 우리는 납 오염 및 기타 환경 위험 
요소들과 같이 공중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부터 우리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그러한 일을 옹호해 나갈 
것이다. 

3. 플린트와 같은 커뮤니티들은 이러한 재앙 및 기타 유사한 커뮤니티 보건 
위기들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장기적 건강 관리와 교육 및 
경제적 지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SEIU 간호사들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정책 전면에 
건강하고 번성하는 커뮤니티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