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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결의안 

 

결의안 초안: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지를 확증하기 

SEIU 1991 

 

2016년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에서 미래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은 또한 이 

나라의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SEIU간호사들은 오래 동안 의료 서비스 개혁을 옹호해왔다. 우리는 의료 개혁 

의 승인과 보호와 실행을 위한 일에 앞장서왔다. 오늘날, 2천만의 미국인들이 

ACA법안으로 인해 건강 보험을 갖게 되었다. 

 

SEIU간호사들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며, 

의료 센터들 너머에 있는 커뮤니티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의 차기 대통령으로서, 힐러리 클린턴은 더 많은 가족들이 더 좋은 건강 

보험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본인 부담 비용 및 프리미엄 비용을 

낮추기 위해 ACA 법안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그녀는 또한 가족들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근로자 가족들에게 중요한 이슈들을 위해 싸우고 승리하여 

시행할 것이다: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임금을 인상시키며, 저렴하면서 

훌륭한 보육 기회를 보장하고, 포괄적 이민 개혁을 통과시키며, 구조적 인종 

차별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SEIU간호사들은 미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올 해 초반에, SEIU간호사들은 아이오와와 네바다와 

버지니아와 플로리다에 가서, 근로자 가족들에 대한 힐러리 클린턴의 결의에 

대해 유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한 사람, 심지어 대통령도 근로자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 SEIU 간호사들은 그녀와 함께 사회 

정의, 경제 정의, 그리고 인종 정의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SEIU 간호사들은, 

 

1. 계속해서 ACA를 열정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할 것이다. 



2. 이러한 대통령 선거의 최전선에서, 가장 신뢰 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인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투표권 및 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하는 힘을 이해하고 있다.   

3. 힐러리 클린턴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및 더 나은 

건강과 병행하는 더 높은 임금을 어떻게 지지하는지에 대해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과 커뮤니티에 전하기 위해 우리 동료 간호사들과 연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