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청의 산재
보상청구 사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이의란 무엇입니까?
이의는 귀하의 근로자 보상 청구에 대한 노동청의 판결에동의하지
않는 다는 귀하의 의향을 진술하는 서신입니다. 이의는
반드시 해당 판결 사항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이의 제기시 포함해야 할 내용:

귀하의 이름과 청구 번호.
노동청의 판결 일자.
동의하지 않는 이유와 귀하가 노동청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지지하는 제공자의 보고서 또는 기타 정보.

이의 신청 또는 재심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https://secure.Lni.wa.gov 의 Claim and Account Center
(민원 및 어카운트 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보내십시오(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계정과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는

보낼 주소: 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

P.O. Box 44291, Olympia WA 98504-4291. 또는

항소 서신을Board of Industrial Insurance Appeals (BIIA),

Executive Secretary, P.O. Box 42401, Olympia WA 98504-2401

앞으로 보내거나 www.BIIA.wa.gov 에서 전자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십시오. (Labor & Industries [산업노동청] 에서 귀하의
문제를 처리하려면 산업보험항소위원회[Board of Industrial
Insurance Appeals, BIIA] 의 명령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제 이의 서신을 접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의 산재보상청구 담당 매니저가 귀하의 산재보상
청구파일을 검토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노동청의 원 판결 내용을 번복함. 새 판결 내용이 적힌 서신이나
명령서, 또는 둘 다를 귀하께 보내드립니다.

2. 노동청의 원 판결 내용이 정확하다고 결정함. 노동청의 판결이
정확하였음을 지지하는 새 명령서가 귀하께 발송됩니다. 이
새 명령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산업보험항소위원회(BIIA)
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기 기한과 우송 주소는 그
명령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함. 이 경우, 귀하께 해당 판결
사항이 미결 중이라는 서신을 발송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하는 서신 발송 또는 둘 다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산재보상청구 담당 매니저는 귀하에게, 귀하의 의사에게 또는
귀하의 고용주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결정은 추가 정보의 필요 여부에 따라 30에서 60일
또는 그 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후 30일
이내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귀하의 산재보상청구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이의 또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60일이
지난 후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의나 항소를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본 판결 내용에 대해
나중에 이의 또는 항소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제 산재보상청구건에 관한 질문이나
염려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산재보상청구건에 대한 특정 질문은 귀하의 사례를
담당하는 산재보상청구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를
하시면 매니저가 통역관과 연결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산재보상청구 정보는 노동청의 무료 전화,

1-800-547-8367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이 전화번호는
스페인어로도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다음 무료 서비스에 연락해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Project Help(프로젝트 헬프), 1-800-255-9752. 통역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 법률 교육, 자문 및 위탁(Coordinated Legal Education, Advice
and Referral, CLEAR), 1-888-201-1014.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
보통 주중 오전 9:15에서 오후 12:15 사이에 전화 상담과 소개 등을
해 드립니다. 스페인어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헬프 또는 CLEAR에 연락하는 것이 당국의 판결에 이의나
항소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국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
문서에 설명되어 있는 단계들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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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는 요청할 경우 다른 형식으로 된 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800-547-8367로 전화하십시오. TDD 전용자는
360-902-5797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L&I(산업노동청) 는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