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는 직원들을 위한 전미 노동 관계법
(National Labor Relations Act:NLRA) 에 따른
직장에서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제공하
도록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1. . 전미 노동 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는 무엇입니까?
전미노동위원회(NLRB)는 고용주와 노동 조합
의 특정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을 집
행하는 미국 정부의 독립 기관입니다. NLRB는
직원들이 공동으로 대표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
기 위한 선거를 실시합니다.

2. NLRB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a) 미전역에 51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www.nlrb.gov 로 가거나 무료 전화인 1 (888)
667-6572로 전화하여 연락할 수 있습니다.
b)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으며 주소는 1099
14th Street, NW 입니다.

3. NLRB 프로젝트는 어떤 권리를 보호합니까 ?
a) 근무 조건, 임금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되는 공동 활동에 참여할 권리
b) 노조 활동에 참여하고 노조를 지원할 권리
c) 보호되는 공동 활동이나 노조 활동에 참여하
지 않을 권리

4.

NLRA를 위반하는 행동의 예로는 무엇
이 있습니까 ?

a)

고용주: 보호되는 공동 활동이나 노조 활동
에 참여하는 직원을 위협,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행위
b) 노조: 직원이 노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협하거나 불만 처리나 직업 알선을 거절하는
행위

5. NLRB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a) 근무 조건, 임금 복리후생을 개선하기 위한 그
룹 활동이나 노조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또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참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행
해진 근로자에 대한 방해나 차별 행위를 조사합니
다.
b) 직원들이 고용주와 근무 조건, 임금 및 복리후
생을 토론할 때 노조나 다른 그룹이 그들을 대표하
기를 원하는지 알아 내기 위해 선거를 실시합니다.

6.

직원들은 어떻게 NLRB에 불만 사항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은 NLRB에 연락하여 보호되는 공동 활동
이나, 노조 활동에 참여 또는 이러한 활동 참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방해를 받았거나 차별받았다
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당 노동 관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또한 노조가 이들을 제대
로 대표하지 못했다고 믿을 경우에도, 부당 노동
관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위원회 위
원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나 고발에 소요
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8. 선거에 대한 청원이 제출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
현장 사무실의 위원회 위원 1명이 처리하도록 배정됩
니다. 직장 직원들의 적정 부서의 최소 30%가 노조나
다른 그룹에 의해 공동으로 대표되기 희망할 경우, 위
원회 위원이 비밀 투표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
반수의 직원이 대표될 것을 선택할 경우, NLRB는 이
러한 대표단이 회사와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다는 것
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9. NLRB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을까요?
NLRB는 여러분의 직장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 답해 드
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관련된 문제들이 고
발장을 제기해야 하는 것라면, NLRB는 여러분의 주장
을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케이스의 합당성에 관한 시
기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관련된 문제가 다른 법과 관련될 경
우, 저희 현장 사무실의 정보 위원이 적절한 기관(들)
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정보 위원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하거나, U.S. 우편이나 웹메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10. NLRB에는 언제 연락해야 합니까 ?
7. 고발장이 일단 제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
현장 사무실의 위원회 위원 1명이 조사 실시에 배
정됩니다. 직원(들)과 증인의 진술서가 취득됩니
다. 고용주나 노조는 자신을 변호하도록 요청받습
니다. 고발장을 기각하거나 발행하도록 하는 결정
이 내려집니다.
NLRB 지역 디렉터가 직원이 보호된 공동 활동이
나 노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
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방해나 차별을 받았다
는데 동의를 할 경우, 이 디렉터는 고발장을 발행
하고 재판 진행을 결정하기 전에 이 케이스를 해결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해결은 복직, 손실된 임금
지급, 부적절한 행동 정정및/또는 직원들에게 직장
에서의 권리를 알려 주는 것등이 포함됩니다. 재
판이 필요할 경우, NLRB의 현장 변호사는 근로자
들 및 기타 관계인들에게 행정법 판사 앞에서 증언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NLRB는 이러한 서
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NLRB 변호
사들이 케이스를 행정법 판사에게 제시할 것입니
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변호사를 구하고자 희망할
경우,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호되는 공동 활동, 노조 활동에 참여했거나, 이러한
참여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을
경우, 해당되는 부당 대우 행위가 발생한지 6개월 내에
NLRB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 www.nlrb.gov or 1(888) 667-6572.

보스톤 (지역 1)
전화: 617-565-6700
팩스: 617-565-6725

탐파(지역 12)
전화: 813-228-2641
팩스: 813-228-2874

앵커리지 (주민 사무실, 19)
전화: 907-271-5015
팩스: 907-271-3055

피닉스 (지역 28)
전화: 602-640-2160
팩스: 602-640-2178

뉴욕 (지역 2)
전화: 212-264-0300
팩스: 212-264-2450

잭슨빌 (주민 사무실, 1 2)
전화: 904-232-3768
팩스: 904-232-3146

포트랜드(부지역 36, 19)
전화: 503-326-3085
팩스: 503-326-5387

알버커키 (주민 사무실, 28)
전화: 505-248-5125
팩스: 505-248-5134

버팔로(지역 3)
전화: 716-551-4931
팩스: 716-551-4972

마이애미(주민 사무실, 12)
전화: 305-536-5391
팩스: 305-536-5320

시애틀(지역 19)
전화: 206-220-6300
팩스: 206-220-6305

라스베가스 (주민 사무실, 28)
전화: 702-388-6416
팩스: 702-388-6248

알바니 (주민 사무실 3)
전화: 518-431-4155
팩스: 518-431-4157

시카고 (지역 13)
전화: 312-3553-7570
팩스: 312-886-1341

샌프란시스코 (지역 19)
전화: 415-356-5130
팩스: 415-356-5156

엘 파소 (주민 사무실, 28)
전화: 915-592-6571
팩스: 915-592-6572

필라델피아 (지역 4)
전화: 215-597-7601
팩스: 215-597-7658

세인트 루이스 (지역 14)
전화: 314-539-7770
팩스: 314-539-7794

호노룰루 (부지역 37, 20)
전화:808-541-2814
팩스: 808-541-2818

브루클린 (지역 29)
전화: 718-330-7713
팩스: 718-330-7579

발티모어(지역 5)
전화: 410-962-2822
팩스: 410-962-2198

피오리아(부지역 33, 14)
전화: 309-671-7080
팩스: 309-539-7794

샌디에고 (주민 사무실, 21)
전화: 619-557-6184
팩스: 619-557-ㅏ6358

밀워키 (지역 30)
전화: 414-297-3861
팩스: 414-297-3880

워싱턴(주민 사무실 5)
전화: 202-208-3000
팩스: 202-208-3013

뉴올리언즈 (지역 15)
전화:504-589-6361
팩스: 504-589-4069

로스앤젤레스 (지역 21)
전화: 213-894-5200
팩스: 213-894-2778

로스앤젤레스 (지역 31)
전화: 310-235-7352
팩스: 310-235-7420

핏츠버그 (지역 5)
전화: 412-395-4400
팩스: 412-395-5986

포트 워스(지역 16)
전화: 817-978-2921
팩스: 817-978-2928

뉴워크(지역 22)
전화: 973-645-2100
팩스: 973-645-3852

오크랜드 (지역 32)
전화: 510-637-3300
팩스: 510-637-3315

지방, 주 및 연방 기관,

디트로이트 (지역 7)
전화: 313-226-3200
팩스: 313-226-2596

휴스턴 (주민 사무실 16)
전화: 713-209-4888
팩스: 713-209-4890

하토 레이 (지역 24)
전화: 787-766-5347
팩스: 787-766-5478

하트포드 (지역 34)
전화: 860-240-3522
팩스: 860-240-3564

학생 그룹/학교,

그랜드 래피스(주민 사무
실 7)
전화: 616-456-2679
팩스: 616-456-2596

산안토니오 (주민 사무실, 16)
전화: 210-472-6140
팩스: 210-472-6143

인디애나폴리스 (지역 25)
전화: 317-226-7381
팩스: 317-226-5103

툴사 (주민 사무실, 17)
전화: 918-581-7951
팩스: 918-581-7970

멤피스, TN (지역 26)
전화: 901-544-0018
팩스: 901-544-0008

오버랜드 파크 (지역 17)
전화: 913-967-3000
팩스: 913-967-3010

리틀록 (주민 사무실 26)
전화: 501-324-6311
팩스: 501-324-5009

미네아폴리스(지역 18)
전화: 612-348-1757
팩스: 612-348-1785

내쉬빌 (주민 사무실, 26)
전화: 615-0736-5921
팩스: 165-736-7761

데스 모이네스 (주민 사무실,
18)
전화: 515-284-4391
팩스: 515-284-4713

덴버, CO (지역 27)
전화: 303-844-3551
팩스: 303-844-6249

클리브랜드 (지역 8)
전화: 216-522-9715
팩스: 216-522-2418
신시내티 (지역 9)
전화: 513-684-3686
팩스: 513-684-3946
버밍햄 (주거 사무소, 10)
전화: 205-933-3018
팩스: 205-933-3017
윈스터-세일럼(지역 11)
전화: 336-631-5201
팩스: 336-631-5210

연사 그룹(Speakers)
NLRB의 아웃리치 및 공공 정보 프로
그램(Outreach and Public Information
Program)은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법
령의 집행에 있어 NLRB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NLRB는 중앙 연사국 (Speakers’
Bureau)을 유지하여 NLRB 대표들이
본 위원회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프
레젠테이션 실시에 대한 요청을 처리
합니다.
NLRB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광범위
한 조직들을 위해 무료로 회의, 컨퍼
런스 및 세미나에 함께 참석하여 설
명을 제공해 드립니다.
직원 및 고용주 그룹,
전문 협회,
근로자 옹호 그룹,
비영리 조직,
선출 관리,
전역 군인 그룹,
커뮤니티 조직 및
기타 일반 대중
저희 연사국 (Speakers’ Bureau)이 연
결해 드리는 NLRB 전문가들은
NLRB, 본 기관의 임무, 고소장 및 청
원 제출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미전역에서 제공됩니다.
http://www.nlrb.gov/about_us/speakers.as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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