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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노동표준국(Office of Labor Standards(OLS))– 이민자 및 난민 

커뮤니티를 위한 약속 
 

OLS는 난민과 이민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시애틀노동표준국(OLS)은 시애틀 시의 노동 환경 기준을 개선하여 시애틀의 모든 근로자와 사업체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민자 및 난민 고용인들에 대한 임금 착취는 만연해 있으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OLS는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노동 기준 위반 가능성 조사, 근로자 및 사업체에 대한 지원 활동, 자료 및 추천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 
니다.  
 
시애틀의 이민자 및 난민 커뮤니티 대상 주요 정보: 
 
 OLS는 이민 신분에 관해 절대 묻지 않으며, 체류 신분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체류 신분 
기록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OLS는 무료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LS는 시애틀시 내에 위치한 분과로서, 연방 정부와 별개입니다.    

시애틀은 화합과 공평함을 믿기 때문에 모두를 환영하는 도시입니다. 시 공무원은 시민권 여부에 관해 
묻지 않으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자와 난민 모두 환영 
합니다. 
 
OLS는 근로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시애틀에서 근무할 경우, 노동 기준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애틀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  
• 근무 시간당 지불 받을 권리  
•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아프거나 일할 수 없는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권리 
• 고용주가 귀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할 경우 OLS에 신고할 권리  
• OLS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귀하의 이름과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권리 

 
OLS는 근로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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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법령은 노동 기준 위반을 신고하는 근로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보복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이민 당국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이 불법 체류자임을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정부 기관에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 근로자를 해고 또는 강등하는 행위 

OLS는 근로자가 노동 기준에 관한 불만 사항으로 연락한 경우 이에 대한 보복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에게 보복을 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금을 적용합니다. 
보복이나 노동 기준 위반을 경험했다고 생각되거나 권리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OLS에 206-256-
5297, workers.laborstandards@seattle.gov 또는 http://www.seattle.gov/laborstandards/contact#workers 
로 문의해 주십시오.  
 
근로 기준 준수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사업체인 경우, OLS에 206-256-5297 또는 
business.laborstandards@seattle.gov로 문의해 주십시오. 
 
OLS는 또한 커뮤니티 및 사업체 조직과 계약해 노동 기준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제공합니다. OLS에 직접 
문의하기 불편하신 경우, 귀하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당국 협력업체 중 한 곳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å 
 
직장에서 이민 시행 조치를 준비하는 근로자 및 사업체: 
 

• What to Do If Immigration Comes to your Workplace(이민국에서 직장을 방문하는 경우 유의 
사항)(영어, 스페인어, 태국어, 한국어 및 중국어로 제공):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와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전국 고용법 프로젝트) 제공  

• Guidance Concerning Immigration Enforcement(이민법 시행 지침): 워싱턴주 법무장관 제공  

 
DACA 수혜자 

• 시애틀 시 Office of Immigrant and Refugee Affairs(이민 및 난민 업무국)의 DACA 웹 페이지: 
시애틀 시 커뮤니티 협력업체가 시애틀 지역에서 마련하는 기본 정보 및 무료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지원 이벤트 소개 

• 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노스웨스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DACA 리소스 페이지 
• 국가 기관 Here to Stay 유용한 링크 페이지: 정신 건강 관리 조언 등 소개 

법률 서비스 

mailto:workers@seattle.gov
http://www.seattle.gov/laborstandards/contact#workers
mailto:business.laborstandards@seattle.gov
https://www.seattle.gov/laborstandards/outreach/community-fund/2017-2019-community-outreach-and-education-fund
https://www.seattle.gov/laborstandards/outreach/business-fund
http://www.nelp.org/publication/what-to-do-if-immigration-comes-to-your-workplace/
http://www.nelp.org/publication/what-to-do-if-immigration-comes-to-your-workplace/
http://agportal-s3bucket.s3.amazonaws.com/uploadedfiles/Another/AGO%20Immigration%20Guidance.pdf
http://www.seattle.gov/iandraffairs/programs/daca
https://www.nwirp.org/resources/daca
http://weareheretosta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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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ttle-King County Immigrant Legal Defense Network(시애틀 킹 카운티 이민자 법률 방어 
네트워크)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저소득층이고 시애틀 시에서 
일하거나 킹 카운티 거주자여야 합니다. 

시애틀 노동 기준 및 귀하의 권리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OLS에 
workers.laborstandards@seattle.gov 또는 206-256-5297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mailto:workers.laborstandards@seattle.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