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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302 
 굵은 글 밑줄 쳐진 부분이 추가 된 부분입니다. 

 

제 II 조  OBJECTS AND PURPOSES 
목표와 목적 
 
제II조(목표와 목적)을 21세기 청사진위원회가 개발한 3핵심전략- 즉 더 광범위한 
진보적운동 구축, 근로자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세로운 형태의 근로자조직을 구축, 
근로자대표의 현 형태의 혁신- 에 대한 결의를 반영하도록 개정한다.  
 
 본 국제노조의 목표와 목적은 다음에 나열한 방법을 포함하나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회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들의 조건을 향상하는데 있다.  
 
A. 더 나은 임금, 시간, 근로조건을 포함한 경제적 이득을 조직, 단체협상, 법제정과 

정치활동 그리고 그 외의 합법적 방법의 활용을 통해 확보함으로; 
 
B. 본 국제노조 안으로 회원자격을 갖춘 모든 근로남성과 여성을 조직하고 

연합시킴으로; 
 
C. 지역사회와 노조 운동안에서 본 국제노조의 입지를 향상시키고, 본 단체와 

회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방, 전국,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민간, 사회, 정치, 

법률, 경제, 문화, 교육, 자선과 그외 활동을전개함으로 
 
D. 근로 남성과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강화하고, 이 일을 실행하는데 혁신 정인 
방법을 소개함으로 
 
E. 교육, 훈련, 새 테크놀로지 유치, 회원자료센터, 21세기 코뮤니케이션 시스템, 

연금, 사망과 복지해택을 통하여 개개인 노조원, 임원과 직원에게 해택과 이점을 

제공함으로’ 
 
F. 지역노조가 경험을 공유하고, 자원을 모으로, 서로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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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로에게 책임을 지도록 도움으로; 
 
G. 도덕적으로 자금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 단체와 협력하고 지원함으로: 본 

국제노조와의 연계에 상관없이  다른 노조단체, 또는 본 국제노조의 목표와 연관이 

있거나 비슷한 목표를 가진 단체, 또는 본 국제노조와 그 회원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해택이 되는 단체; 
 
H.  그 목적과 목표과 의무를 다할수 있게하기 위하녀 모든 합법적 방법을 통하여 본 

국제노조를 강화하고 보존함으로; 
 
I. 본 국제노조의 목적, 목표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나아가 본 국제노조와 그 

회원의 이익을 직접 간접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본 국제노조의 경비, 투자, 자산, 기금의 

모든 합법적 사용방법을 활용함으로;  
 
J. 긴 역사, 고유한 필요와 전통, 그리고 단체의 성공사례를 인정하는 합의를 통하여 

개별 타 단체의 근로자들과 연계하고, 그런 단체에게 기존회원들에게 해택이 되었던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K. 조직, 협상, 정치활동, 파업과 지역사회와의 협연을 포함한 모든 이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의 프로그램을  모든 면에서 지도하여 참여할수 있도록 SEIU 

회원에게 능력을 부여한다.   
 
L.  근로자들의 집단 경제와 정치력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조직의 
형태를 만들어 냄으로; 
 
M.  정의를 위한 광범위한 운동을 만들어 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