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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차별
귀하의 권리
Washington주 산업안전보건법
(Washingt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개정 코드 (Revised Code 
of Washington, RCW) 제 49.17항에 
따라 고용주는 해당 주의 근로자에게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 산업부 (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 는 산업 안전 보건부 
(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OSH)* 
를 통해 이 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따라야 할 최소 요건을 설정하고, 
귀하가 작업장 안전 및 보건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보호되는 활동으로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조합 또는 DOSH에 안전 또는 보건 관련 
불만 사항을 제기합니다.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점검 또는 차별 조사와 
관련하여 순회 점검 또는 인터뷰에 참여합니다.
 �안전 조회, 또는 작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기타 
활동에 참여합니다.
 �Washington주 산업안전보건법 (Washingt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에서 정의되거나 
암시된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위에 설명된 것과 같이 법적으로 
보호된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귀하를 
해고하거나 귀하에게 징계 조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귀하를 강등하거나 해고하는 행위.
 �귀하를 원치 않는 작업이나 교대 시간에 배정하는 
행위.
 �귀하의 연공서열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급여 또는 기타 근로 혜택을 축소하는 행위.
 �귀하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위협 또는 협박하는 
행위.

조처 방법
작업장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처벌 또는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가능한 한 빨리 DOSH에 
연락해야 합니다.
차별 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만 사항을 제기해야 
합니다. 차별 관련 불만 접수 양식은 
지역 노동 산업부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 L&I) 사무소에서 수령하거나 
다음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Lni.wa.gov/WorkplaceDiscrimination

귀하의 책무
귀하는 안전 또는 보건 요건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사망 위험을 야기하거나 심각한 물리적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DOSH에 
연락할 시간이 없는 경우, 귀하의 작업 거부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귀하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로, 고용주에게 해당 위험에 관해 이야기하고 
가능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다른 작업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및 권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불만을 제기하시려면, 수신자 부담 전화로 저희 안내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귀하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누릴 
합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 참고 사항:
서명된 합의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한, 해당 직원 차별 보호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은 자율에 맡깁니다.

직원 참고 사항: 
귀하는 또한, 보복 관련 불만 사항을 보복 행위 30일 이내에 미 노동부, 산업 안전 보건청  
(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 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OSHA는 병행 조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OSHA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면 주 정부의 최종 결정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연방 정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SHA 지역 사무소 (OSHA Regional Office) 
문의처: 300 Fifth Ave., Suite 1280, Seattle, WA 98104-2442 또는 206-757-6700 (전화)

요청 시 외국어 지원 및 장애인을 위한 문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00-547-8367로 문의하십시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화 장치
(Telecommunications Device for the Deaf, TDD) 사용자는 711로 문의하십시오. 
L&I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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