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케어/PSW
노조 간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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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출일 

집 주소(거리/도시/주/우편 번호) 

우편 주소(다른 경우) 

이메일 휴대폰 유선 전화 

선호 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광동어 또는 북경어  기타 

직종:  홈 케어 종사자   개인 지원 근로자  Union 가입 년수 
  개인 간병 보조(PCA)   ICC 

필요한 경우 추가 용지를 사용하여 다음 질문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십시오. 작성한 양식은 Local 99의 수석 간부, 
HCW 또는 PSW에게 제출하십시오. 2 페이지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1. 노조 간부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며 간부가 된다는 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2. 노조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활동, 역할, 교육, 폰뱅킹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간부가 되고 싶은 동기를 부여 받은 업무 경험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4. 특히 지난 12개월간 직장에서 문제 해결 기술을 어떻게 사용 했습니까? 

5. 어떤 노조 지도부 직책을 맡았습니까? 현재 지도부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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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케어/PSW
노조 간부 신청서 

SEIU 503 행동 강령

괴롭힘 및 기타 따돌림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 타인에 대한 폭력적인 위협 또는 언어
• 차별하는 농담 및 언어
• 장애인 차별 농담 및 언어
•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 및 언어
• 성별, 성 정체성 및 표현, 성적 취향, 장애, 정신 질환, 신경형, 외모, 신체, 나이, 인종, 민족, 국적, 언어, 가족 상
태, 경제적 지위, 이민 상태 또는 종교 등과 관련된 불쾌한 발언

•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 상기의 행동을 옹호하거나 장려하는 행위
• 타인에 대한 반복적인 괴롭힘
• 고의적 협박
• 사람들의 모임을 설명하기 위해 고의적인 미스젠더링 또는 거부된 이름 사용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Union 행사에 참여할 때 행동 강령을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제출일 

서명 

www.seiu503.org | 1-844-503-SEIU (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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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지침

페이지 1과 2를 분리하십시오(페이지 3과 4는 보관하십시오). 

우편으로 제출

SEIU 503 Member Resource Center
Attn: Local 99 Steward Application
PO Box 12159 
Salem, OR 97309

직접 제출

SEIU 503 Member Resource Center
1730 Commercial St. SE
Salem, OR 97302

팩스로 제출

503-581-1664

Seiu503.org/UnionStewards에서 제공되는 추가 정보



서비스 종업원 국제조합(SEIU) Local 503, 오레곤 공익 근로자 조합(OPEU)은 오레곤의 다양한 서비스 근로자를 포괄하는 90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노조입니다. 조직 구조에서 각 조합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거버넌스를 가지며 SEIU 503의 산하에서 
운영됩니다.

Local 99 Homecare는 홈케어 위원회(HCC)에서 선출된 회원들이 관리합니다. 수석 간부(HCW 및 PSW)가 접수한 모든 간부 
신청서는 SEIU Local 503 헌법, 조례, 그리고 행정 정책 및 절차(AP&P)를 준수하고 행동 강령(COC)을 포함하는 조례와 행정 정책 및 
절차(AP&P)에 따라 처리됩니다.

모든 간부는 Local 99의 현행 관리 문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체 교섭 계약(CBA), 조례 및 AP&P. 간부의 의무 및 임기(2년)는 
Sub-Local 99: AP&P, Article IX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부는 기록된 현재 거주지를 기반으로 다음 9개의 HCC 지구(카운티에서 
지정함,지도 참조) 중 하나에서 근로자에게 식별됩니다. 작성된 모든 신청서에는 실제 거주지 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카운티를 명시해야 
합니다.

Local 99
노조 간부 정보 

Local 99 간부의 일반 책임 
• 멤버쉽, CAPE, 교섭 등에 관해 해당 지역의 신규 및 
기존 노조원에게 연락합니다. 

• 문제를 해결하고 불만 사항을 인식합니다.
• 필요한 경우 회원 콜 센터(MRC)와 협력하여 불만 
사항을 제기합니다.

• MRC를 이용한 근로자에게 연락해서 다른 노조 
활동의 참여를 모집합니다. 

• 근로자가 투표에 등록하도록 돕고, CAPE에 근로자를 
등록하고, 로비 행사, 시청 회의 및 기타 노조 주도 
정치 활동에 참여할 다른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 주소 변경, 고용 상태 변경, 사임 또는 휴가를 수석 
간부 또는 회원 콜 센터(MRC)에 알립니다. 

• 간부 임명은 서면 통지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Local 503 일반 직원 지원 및 수석 간부
• 전화, 이메일 또는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 집행 교육(CET) 및 기타 교육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활동 일정을 제공합니다. 

• Local 99 근로자와 대화할 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불만과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MRC의 후속 조치를 위해 지속적인 보고서 및 목록을 
제공합니다. 

• 노동 운동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 활동, 후보자 추천 및 기타 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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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하는 번호 

SEIU 503 회원 지원 센터  1 (844) 503-7348
SAIF, 산재보상위원회  1 (800) 285-8525 
ACA 의료 보험 등록 팀  1 (855) 437-2694
홈케어 근로자 복지 신탁 1 (844) 507-7554

오레곤 홈케어 위원회  1 (877) 867-0077
DHS 지불 제공자 관계 부서 1 (800) 241-3013
DHS 범죄 기록 확인 부서 (503) 378-5470

SEIU 사무소 
포틀랜드 (6401 SE Foster Rd) | 살렘 (1730 Commercial St. SE) | 유진 (488 E. 11th Ave Ste 200) 

메드포드 (1257 N Riverside #7) | 벤드 (925 SE Second St, Suite C) | 펜들턴 (920 SW Frazer, Ste 120)



Local 99
노조 간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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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 위원회 코커스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AFRAM) 코커스  AFRAMCaucus@seiu503.org 
아시아, 인도 토속인 및 태평양 제도인 코커스 Meng Chen mengc@seiu503.org
원주민 코커스 Fernando Cortés Chirino corteschirinof@seiu503.org
라틴인 코커스 LatinoCaucus@seiu503.org
라벤더 코커스(LGBTQ+) LavenderCaucus@seiu503.org
유색인 여성 코커스 Luci Whitesell at whiteselll@seiu503.org 

District 1
Washington, Multnomah, Clackamas

District 2
Yamhill, Polk, Marion

District 3
Benton, Linn

District 1
Washington, Multnomah, Clackamas

District 4
Josephine, Jackson, Klamath, Lake

District 5
Eastern Oregon

District 6
Columbia, Clatsop, Tillamook, Lincoln

District 7
Lane

District 8
Coos, Curry 

District 9
Doug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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