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
Contractor Registration
PO Box 44450
Olympia WA 98504-4450

건설 도급업자 등록 신청서
신청 수수료: $124.70

워싱턴에서 건설 도급업자로 등록하기
1단계: 귀하의 사업 구조(기업 실체)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기.
법인체 (corporate structures)는 먼저 Secretary of State (SOS)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Corporations (법인), Limited Partnerships (합자회사), LLP (유한책임조합), LLC (유한책임회사)가
포함됩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 www.secstate.wa.gov/corps
모든 사업체 형태는 사업 허가 서비스 (BLS) 부서에 사업 허가 신청서 (BLA)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www.bls.dor.wa.gov)으로 신청하거나 지역 L&I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참고: BLA 제출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등록 처리가 안 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 자영업자가 아닌 한, 고용주 식별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www.irs.gov) 국세청(1-800-829-4933)에 연락하십시오.

2 단계: 건설 도급업자로 등록하기
도급업자 등록 신청서와 필수 서류들을 L&I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사무실 주소 목록은 저희 웹사이트(www.Lni.wa.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된 신청서
BLS 에 등재된 각 당사자 소유주, 기업 임원, 구성원, 및 파트너는 신청서의
서명 선서진술서 부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

각 당사자(소유주, 구성원, 파트너, 또는 기업 임원)는 사회보장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 ITIN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1-800-647-0982 로 전화하십시오.
chapter 18.27 RCW 에 의거해 당사자가 최종 작업 평가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 결과를 받았거나 L&I 에게 갚지
못한 특정한 유형의 체납금이 있다면, 이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보증 증서 또는 지정된 보통 예금 계좌

보증금/예금 필수 금액
일반 분야 도급업자

$12,000.00

전문 분야 도급업자

$6,000.00

L&I 를 증서 보유자로 등재한 책임 보험 증서
(신청서 맨 위 왼쪽 모퉁이에 있는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보험 필수 금액
재산 피해
+ 신체 상해

$50,000.00
$200,000.00

건당 총액

$250,000.00

등록 수수료 $124.70(수표 또는 우편환)

*도급업자 등록 신청서, 책임 보험 증서, 보증서에 적힌 상호명이 BLS 에 등재/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서명이
들어간 원본이어야 합니다.
도급업자 등록 법에 대해 숙지하는 것은 건설 도급업자의 책임입니다. Chapter 18.27 RCW 및 Chapter 296-200A-WAC. 건설
도급업자 규칙/규정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일반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 웹사이트(https://www.lni.wa.gov/licensing-permits/)를
방문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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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1 도급업자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일반 분야 도급업자 - $12,000.00의 보증금을 내야 하고 두 건 이상의 건설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 도급업자 – $6,000.00의 보증금을 내야 하고 선택한 건설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건설업에 대한 작업 범위와 추가 요건에 대한 정보는 WAC 296-200A-01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 구조를 선택하십시오. 귀하의 사업이 운영되는 구조. 법인체(Corporate structures)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WA Secretary of State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3 귀하가 수행할 작업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이 정보는 통계 처리용으로만 쓰입니다.
4 귀하는 90일 이내에 직원을 고용할 예정입니까? 향후 90일 이내에 고용할 계획이라면 ‘예’를 선택하십시오.
귀하는 또한 BLS를 통해 L&I에 산재 보상(Worker’s Compensation)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5 상호: 귀하가 (DBA)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호가 BL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귀하의 보증서 및 책임 보험
증서에 등재된 DBA와 일치해야 합니다. DBA가 없다면, SOS에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광고 규정에 대해서는 RCW 18.27.100 을 참조하십시오.
6 통합 사업체 식별자(UBI) - 워싱턴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 및 회사에게 발급된 9자리 숫자.
7 모회사: SOS에 등록된 기업명이 상호와 다르다면 그 기업명을 입력하십시오.
8 사업체 우편 주소: 사업체가 우편물을 수령하는 주소. 우편 사서함을 사용해도 됩니다.
9 물리적/도로 주소: 귀하 사업체의 물리적 위치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우편 사서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사업체 전화 번호: 사업체의 기본 전화 번호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11 이메일: 곧 있을 도급업자 교육 행사와 도급업자 법 변경에 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당사자 선서진술서 작성 방법 안내
1 회사 내 귀하의 역할: 귀하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직위를 선택하십시오. 각 소유주, 구성원, 파트너 또는 기업
임원(직책 필수 - 예: 회장, 비서)은 선서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개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에 표시된 법적 이름 전체(성명):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에 표시된 그대로의 법적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3 운전면허증/정부에서 발행한 ID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의 ID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4 사회보장번호: 도급업자 등록 법 (RCW 18.27.030(1)(a)) 에 따라 귀하는 사회보장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 IT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1-800-647-0982로
전화하십시오.
5 생년월일: 각 개인은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일/년의 형식으로 기재하십시오.
6 거주지 주소: 귀하가 거주하는 물리적 위치. 우편 사서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등록된 동거 파트너가 워싱턴에서 건설 도급업자로 등록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에 표시했지만 사실은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등록된 동거 파트너가 이전에 등록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신청서 위조죄로 $10,000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예라고 답변했다면 이전에 등록할 때
사용한 UBI 및 도급업자 등록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합니까?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저희가
이 등록을 재허가 상태로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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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
Contractor Registration
PO Box 44450
Olympia WA 98504-4450

건설 도급업자 등록 신청서
신청 수수료: $124.70
UBI
For L&I Use Only: (L&I 에만 사용)

Entered by:

Validate:

Verified by:

Effective Date:
BLS
DOR
Infractions

Reg. #:
Tax Warrants
Bond Judgement(s)
Name Change

Cross-Reference
Relicensing

신청서 정보 위조는 RCW 18.27.100(7) 위반입니다. 최대 $10,000 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L&I 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도급업자 유형(하나만 선택)
일반 분야 도급업자 - 두 건 이상의 건설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000 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전문 분야 도급업자 – 한 건의 건설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 도급업자를 선택했다면 전문 분야
건설업을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업 유형은 신청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6,000 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전문 분야 건설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사업 구조: (하나만 선택)
개인 자영업자
LLP*

파트너십
LLC*

법인*
기타

*법인체(corporate structures)는 신청 전에 SOS 에 연락해야 합니다
3. 수행된 작업 유형(하나만 선택)
상가

주택

둘 모두

통계 처리용 질문이므로 귀하가 선택한 유형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향후 90 일 이내에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십니까?
예

계좌 번호(이용 가능할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

5. 상호(DBA)

아니오
6. UBI 번호:

7. 모회사 이름(법인명)
8. 사업체 우편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9. 사업체의 물리적 위치(우편주소와 다를 경우)

시

주

우편 번호

10. 사업체 전화 번호

11. 이메일 주소(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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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자 등록 당사자 선서진술서
정보 위조 시 최소 $2,000.00 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RCW 18.27.100(7))
1. 귀하의 역할/직책은 무엇입니까?

소유주

배우자

파트너

구성원

임원(직책) ___________________

2.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에 표시된 그대로의 전체 법적 이름
3. 운전면허증 또는 사진이 있는 ID 번호(정부 발행)

4. 사회보장번호

6. 거주지 주소(우편 사서함 없음)

5. 생년월일(월/일/년)

시

주

우편 번호

7.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등록된 파트너가 워싱턴에서 건설 도급업자로 등록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변했다면, 이전에 사용한 등록 번호를 아래에 모두 기재하십시오. 필요할 경우 다른 용지를 사용해 첨부하십시오.
UBI 번호
등록 번호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회사가 영업을 계속합니까?
나 자신
배우자
둘 모두
예
아니요
UBI 번호
등록 번호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회사가 영업을 계속합니까?
나 자신
배우자
둘 모두
예
아니오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십시오.
서명 진술서: 본인은 워싱턴 주법 하에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모든 진술문, 답변, 및 이 신청서에서 제공한 정보가
진실하며 정확하다는 것을 선서합니다.
날짜

이름(정자체로 기입)

공증 인장

서명

거주 주:

내 앞에서 서명하고 선서한 날짜:

공증인 서명

직책

공증인 이름(정자체)

내 임명 만료일:

도급업자 등록 당사자 선서진술서
정보 위조 시 최소 $2,000.00 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RCW 18.27.100(7))
1. 귀하의 역할/직책은 무엇입니까?

소유주

배우자

파트너

구성원

임원(직책) ___________________

2.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에 표시된 그대로의 전체 법적 이름
3. 운전면허증 또는 사진이 있는 ID 번호(정부 발행)
6. 거주지 주소(우편 사서함 없음)

4. 사회보장번호

5. 생년월일(월/일/년)

시

주

우편 번호

7.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등록된 파트너가 워싱턴에서 건설 도급업자로 등록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변했다면, 이전에 사용한 등록 번호를 아래에 모두 기재하십시오. 필요할 경우 다른 용지를 사용해 첨부하십시오.
UBI 번호
등록 번호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회사가 영업을 계속합니까?
나 자신
배우자
둘 모두
예
아니오
UBI 번호
등록 번호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회사가 영업을 계속합니까?
나 자신
배우자
둘 모두
예
아니오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십시오.
서명 진술서: 본인은 워싱턴 주법 하에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모든 진술문, 답변, 및 이 신청서에서 제공한 정보가
진실하며 정확하다는 것을 선서합니다.
날짜

이름(정자체로 기입)

공증 인장

서명

거주 주:

내 앞에서 서명하고 선서한 날짜:

공증인 서명

직책

공증인 이름(정자체)

내 임명 만료일:

참고: 각 소유주, 파트너, 구성원 또는 기업 임원은 선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 페이지를 첨부하십시오.
워싱턴 주 외 지역의 공증인은 공증을 위해 별도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공증을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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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
Contractor Registration
PO Box 44450
Olympia WA 98504-4450

건설 도급업자 등록 신청서
신청 수수료: $124.70
전문 분야 도급업자 건설업 유형

전문분야 코드의 정의는 L&I 웹사이트(www.Contractors.Lni.wa.gov)를 방문해서 확인하십시오.
BG

기구, 장비

HM

잡역부

SY

강철 이렉터

XX

석면 및 납

BR

거주지 이사

SZ

구조적 병해충 방제

SA

차양, 캐노피, 파티오 커버 및
외부 스크린

SM

난방, 환기, 에어컨 및
냉장(HVAC/R)

RA

달반자 및 음향 타일

AC

보일러, 스팀 시설, 공정 배관

SN

산업용 장비/기계

RB

수영장, 스파 및 온수 욕조

SB

캐비닛, 목공 제품 및 마감 목공
기술

BT

규격 장비, 붙박이 가구, 실험대,
로커

RC

탱크 및 탱크 제거

SC

중앙 진공 시스템

SO

절연, 습기 제어 및 음향

RE

타일, 세라믹, 모자이크
세공 및 자연산 및 가공
석재

SD

붙박이장

BV

관개 스프링클러 시스템

RF

나무 제거

AB

상업용/산업용 냉장

BW

조경

RG

공급 처리 시설 및
원격통신

BI

콘크리트

SP

라싱 및 미장 공사

RH

창 덮개

SE

건설, 화재 또는 물 피해 정화
작업

SQ

자물쇠, 도난 경보기 및 경고
시스템

CP

물 처리 장비

SF

철거 및 회수

BZ

돌 쌓기 공사

RI

용접 및 장식 쇠붙이

SG

문, 현관문 및 기기 활성화

SR

가공/이동식 주택 설치

RJ

나무/펠릿 및 가스 스토브

RK

배수관 청소 및 스네이킹

CG

금속 재조/ 판금

WD

유정 시추

BK

석고판

OG

오버헤드/차고 문

CB

페인트칠 및 벽지

전기: RCW 19.28 을

참조하십시오

BL

엘리베이터

SS

도로포장/스프라이핑/아스팔트
코팅

SI

굴착, 경사 변경 및 개간

PW

고압 세척

BN

울타리 두르기

CD

지붕 공사

SJ

내화 시공 및 코팅

ST

모래 분사

BO

소방

SU

위생 시스템 및/또는 측면 하수관

SK

바닥 마감재 및 조리대

SV

비계 및 안전 난간

SL

프레이밍 및 러프 목공 기술

CF

주유소 장비 및 유지관리

BP

유리 및 유리공사

SW

외장용 자재

CV

홈통 및 수직 낙수 홈통

SX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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