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노동표준국(2022/8/11) 

시애틀 노동표준국(Seattle Office of Labor Standards)     

서면 공지 – 항목별 지불 정보(샘플) 

상업 고용자는 독립 계약자에게 지불할 때마다 특정 항목별 지불 정보를 명시하는 서면 공지를 시애틀의 독립 

계약자 보호 조례(ICP, Independent Contractor Protections Ordinance)가 적용되는 자영업 독립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서면 공지는 영어와 정보를 받는 독립 계약자의 기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용자는 이 

문서의 번역본이 필요한 경우 노동표준국(Office of Labor Standards)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애틀 노동표준국에 (206) 256-5297 번으로 문의하시거나 https://www.seattle.gov/laborstandards 를 

확인해 주십시오. 

항목별 지불 정보 

지불은 작업 전 서면 공지에서 양방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오늘 날짜  

B. 독립 계약자 이름  

C. 고용자 이름  

D. 지불 대상 작업에 대한 설명  

(예: 근무 시간 및 날짜, 완료된 프로젝트 

또는 작업 설명, 계약 주요 단계에 대한 

분할 지불 횟수 또는 특정 송장에 명시된 

작업 설명 통합) 

 

E. 지불 대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F. 작업료 지불 금액 설명: 항목별 사례 참조 

1) 급여율 및 기준 -- 해당되는 경우 가격 

승수, 변동 가격 정책 또는 인센티브 

지급 명시 

• 시급 

• 일당 

• 주급 

• 프로젝트 건별 수수료 

• 피스 레이트(능률급) 

• 수수료 

• 비재량적 보너스 

• 재량적 보너스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 시간당 $___의 서비스 요율로 ___(#)시간 

$ = 1 일 $___의 서비스 요율로 ___(#)일 

$ = 1 주 $___의 서비스 요율로 ___(#)주 

$ 
 = 프로젝트 건당 $___의 요율로 프로젝트 
___(#)건 

$ = 1 피스당 $___의 요율로 ___(#)피스 

$ = 매출 $_____의 ___% 수수료 

$ = 목표 초과 시 보너스 $___ 

$ = 조기 완료 보너스 $___ 

$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팁 지불(해당되는 경우) $ = 팁 

3) 봉사료 지불(해당되는 경우) $ = 봉사료 지불 

4) 상환된 항목별 비용(해당되는 경우) – 

각 비용 명시 

$ = _________ 비용 상환 

$ = _________ 비용 상환 

지불 총액 $  

G. 항목별 공제액,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  

(해당되는 경우) – 각 공제약,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 명시 

$ = __________에 대한 공제 

$ = __________에 대한 수수료 

$ = __________에 대한 기타 요금 

순 지불 총액 $  

  

  

https://www.seattle.gov/laborstanda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