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위한 커뮤니티 상담 및 범죄 피해자 권리 고지
Protecting Hotel Employees from Harassing or Violent Conduct Ordinance(폭력적 또는 모욕적
행위로부터의 호텔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 Seattle Municipal Code(SMC, 시애틀 자치법) 14.26 항에
따라 호텔 및 호텔 보조 사업체 고용주는 호텔 투숙객에 의한 폭력적 또는 모욕적 행위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에게 이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호텔 투숙객으로부터 폭력적 또는 모욕적 행위를 당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다음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1) 커뮤니티 상담사. 커뮤니티 상담사의 역할은 연중무휴로 무료 비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상담사는 다음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SMC
14.26 항에 의거한 권리 및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설명 제공, b) 개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소개 서비스 제공, c) 원하는 경우 호텔 투숙객의 폭력적 또는 모욕적
행위의 신고 지원.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은 투숙객의 불법 행위 신고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택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시는 지역 사회 기반 피해자 상담 조직인 King County Sexual Assault Resource
Center(KCSARC)와 24 시간 핫라인 계약을 맺고 이러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KCSARC 에 1888-99-VOICE (1-888-998-6423)번으로 문의하여 비밀리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CSARC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kcsarc.org/를 방문하십시오.

2) RCW 7.69.030 에 의거한 범죄 피해자 상담사 및 기타 권리. Revised Code of
Washington(RCW 워싱턴주 개정법률) 7.69.030 에 의거하여 범죄 피해자에게는 형사 법원
및 소년 법원 재판에 적용되는 여러 권리가 제공됩니다. 폭력 또는 성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검사 면담 또는 피고측 면담 중 범죄 피해자 상담사를 입회시킬 권한을 갖습니다.
범죄 피해자 상담사의 역할은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RCW 7.69.030 에
의거하여 불합리한 지연 없이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정
출석으로 인한 급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주와의 중재를 실시한 인력을 보낼
권리를 갖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CW 7.69.030 을 참조하세요.
범죄 피해자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Victim Support
Services(1-888-288-9221) 또는 KCSARC(1-888-998-6423).

3) King County Special Assault Protocol(킹 카운티 특수 폭력 규약). 이 규약은 킹 카운티 내 특정
범죄에 관련된 협동 조사 및 지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RCW 26.44.180 및 RCW
26.44.185 에 따라 마련된 해당 규약은 조사의 무결성 개선, 피해자, 용의자 및 지역 사회의
이익 보호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지원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양식에 관한 질문이 있는 고용주 및 직원은 206-256-5297 번으로 Office of Labor
Standards(OLS, 노동표준국)에 전화하거나 OLS 웹사이트(http://www.seattle.gov/laborstandards)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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