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데이트 

시애틀에서 근무하는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유급 병가 및 간호 휴가(PSST) 
7월 8일/시애틀 

공유 
이 링크는 새 창에서 열립니다 
 

시애틀에서의 유급 병가 및 간호 휴가 보장 
 
앞으로 지역 규정에 따라 유급 병가 및 간호 휴가가 보장되며, 이에 따른 적립 일수는 2019년 10월부터 
계산됩니다. Uber 파트너로 운행이나 배달을 30일 할 때마다(비연속적) 1일씩 적립됩니다. 시애틀에서 
운행/배달을 1회 이상 완료하면 1일로 계산됩니다. 
 

요건 
 
지난 90일 동안 시애틀시에서 완료한 운행 또는 배달이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1) 

 
(1) 조례에 따라 특정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가 및 간호 휴가 일일 수당 
 
2019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달의 일일 평균 수입을 지급합니다. 이 평균 금액은 매월 
재산정됩니다. 
 
유급 병가 및 간호 휴가 사용 

 
[4 AM PT]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일별로 지급됩니다. 일별 지급 금액은 휴가 사용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연간 최대 9일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유급 병가 및 간호 휴가 종료 
 

운행이나 배달을 완료하면 유급 기간이 취소됩니다. 취소 시 남은 일수는 미사용일에 다시 추가됩니다. 
 
규정의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시애틀에서 일하는 모든 자격을 갖춘 드라이버 파트너와 배달 파트너에게 적용되며,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PSST 조례에 관해 공지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Uber 규정은 조례를 
준수하며 이 규정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한 조례를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eattle.gov/laborstandards/ordinances/paid-sick-and-safe-time/gig-worker-paid-sick-and-safe-time-ordinance


섹션 I: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PSST 조례의 목적, PSST 소개 

 
2020년 6월 12일, 시애틀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유급 병가 및 간호 휴가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임시법률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적용되었으며, 플랫폼 근로자가 해당 플랫폼 회사(이하 ‘Uber’)를 통해 유급 병가 및 간호 휴가(PSS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갖춘 플랫폼 근로자(이하 ‘근로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례 적용 사유에 따라 
24시간 단위로 주어지는 PSST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 진료를 포함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스토킹과 관련된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가구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학교나 돌봄 장소가 폐쇄된 경우. 

회사가 보건 또는 안전 관련 이유로 운영을 감축하거나 중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의 경우, ‘가족 구성원’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배우자, 등록된 동거 파트너, 
자녀, 의붓 자녀, 수양 자녀,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손자, 배우자의 부모님이 포함됩니다. 
 
유급 간호 휴가의 경우 ‘가구 구성원’에는 자녀, 의붓 자녀, 수양 자녀, 형제자매, 부모, 의붓 부모, 조부모, 
손자, 현재 및 이전 배우자와 동거 파트너, 공동의 자녀를 가진 사람, 혈연이나 결혼으로 관련된 성인, 함께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성인, 함께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으며 연인 관계를 맺고 있는 16세 이상의 
개인이 포함됩니다. 

 
섹션 II: 적용 대상 근로자 
 

조례의 목적에 따라 본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 근로자는 Uber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제한되며, 
이때 업무란 시애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즉 시애틀 내 업무 관련 경유지를 포함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섹션 III: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의 누적, Uber의 연도 정의 
 

조례에 따라, 근로자는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에 적용될 수 있는 조치로서 
2020년 3월 3일에 시장이 선포한 민간 비상사태가 종료되거나, 공무원이 선포한 모든 현재 민간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날 중 나중 날짜를 기준으로 이후 180일까지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를 누적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이전에 Uber에서 근로를 시작한 근로자는 2019년 10월 1일 또는 근무 시작일 중 나중 
날짜를 기준으로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를 누적할 수 있고 근무한 30일마다 1일의 유급 병가와 유급 
간호 휴가를 누적할 수 있습니다. 조례와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Uber 플랫폼 수입을 위해 사전 조정된 
배달이나 운송 서비스 제공을 수락하여 시애틀에서 근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한 모든 역일을 
근로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를 최대 9일까지 다음 역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Uber에서 서면으로 달리 확인하지 않은 이상 ‘년’은 역년으로 정의합니다. (2) 

Uber가 누적, 미사용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를 이월하기 위해 연도 정의를 다른 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Uber는 변경 후에도 조례에 규정된 누적, 사용, 이월 및 기타 요건을 유지할 것을 보장합니다. 

근로자가 미사용 유급 병가와 유급 간호 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경우, 다음 해의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의 누적은 이전 해에 누적한 시간에 추가되는 것으로 이월됩니다. 
 

Uber가 사업을 종료, 매각, 교환, 처분하는 경우, 또는 그 승계인이 달리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근로자는 
모든 누적, 미사용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를 보유하고 조례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러한 유급 병가와 
유급 간호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근로자가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기 전 역일 기준 90일 이내에 
시애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플랫폼 회사(이 경우 Uber)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누적된 유급 
병가와 유급 간호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전 90일 이내에 시애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Uber 앱을 통해 PSST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례와 설명의 목적에 따라 ‘연도’는 역년이나 회계연도, 업무 연도, 또는 Uber에서 정한 기타 모든 
고정된 연속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에 대한 수당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업무 
기간으로 사용됩니다. 

 
섹션 IV: 기밀성 및 기밀 유지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Uber는 근로자나 타인이 근로자의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에 대한 
요청을 위해 제공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의 건강 정보, 근로자나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이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의 피해자라는 사실, 근로자가 조례에 따라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를 
요청했거나 받았다는 사실, 근로자가 제공한 모든 서면 또는 구두 진술, 서류, 기록, 보강 증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의 기밀을 유지합니다. 
 

조례에 따라 Uber는 다음의 경우에만 근로자가 제공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법원이나 행정 기관에서 명령한 경우, 또는 

관할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달리 필요한 경우. 
 
섹션 V: 근로 공백 

 
조례의 조항에 따라 근로자의 비활동, 비활성화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Uber에 대한 근로 공백이 생기고 
근로 공백 이후 12개월 내에 다시 근로를 시작한 경우, 

 
섹션 III에 따라 이전의 근로를 산정하여 근로자의 누적 유급 병가 및 간호 휴가를 사용할 자격을 
결정합니다. 단,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산입하는 총 근로 시간은 3년 이내에 수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누적한 미사용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는 근로자가 보유하며,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요청 전 역일 기준 90일 이내에 근로자가 Uber를 위해 시애틀 전체 또는 일부 지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유급 병가와 유급 간호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플랫폼 회사를 위해 근로할 수 없는 비활성 또는 기타 상태에서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그러한 상태는 근로자의 확인된 성폭력 가해 혐의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Uber 플랫폼에서 근로 공백이 있었고 12개월 동안의 공백 이후 근로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전에 누적한 유급 병가와 유급 간호 휴가를 보유할 권리가 없으며 조례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는 새롭게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섹션 VI: 증명 요청 
 

근로자가 3일 이상 연속으로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Uber는 근로자가 조례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유급 병가와 유급 간호 시간을 사용했다는 합리적인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Uber가 누적된 PSST 시간을 법률에 명시된 사유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근로자는 질병, 부상, 건강 상태, 예방적 진료의 성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 Uber는 공무원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선언한 민간 비상사태 중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증명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 비상사태를 선언한 동안 
플랫폼 회사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증명을 요구할 경우 자동적으로 비합리적인 부담으로 간주합니다. 
 

섹션 VII: 권리 고지 
 
이 규정과 더불어 Uber는 Uber 앱을 통해 근로자의 평균 일일 수입과 누적, 사용, 사용 가능 PSST 시간에 
대한 월별 알림을 제공합니다. 
 
섹션 VIII: 보복 금지 

 
Uber는 조례에 따라 보호된 모든 권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권리 행사 또는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Uber는 유급 병가 및 유급 간호 휴가의 사용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 또는 기타 
부정적인 조치를 초래할 수 있는 사유로 간주하는 어떠한 규정도 도입하거나 집행하지 않습니다. 
 
Uber는 또한 근로자가 조례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선의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부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Uber는 조례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에게 근로자가 조례에 따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당 개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 근로자에게 알릴 
의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거나, 근로자나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의 의심스러운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를 
연방, 주, 지역 기관에 신고하거나, 암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신고할 의향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섹션 IX: 집행 권한 및 의무 
 
노동표준국(OLS)과 모든 소속 부서(‘기관’)는 본 조례의 위반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조례에 정의된 
기능을 수행할 권한과 의무, 이러한 수행을 위해 달리 필요하고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적절한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기관은 조례의 시행과 집행을 조정할 권한이 있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알려진 가이드라인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표준국은 조례를 집행하고 근로자가 PSST 사용에 대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PSST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OLS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LS는 무료 기술 지원, 안내 책자, 포스터 및 기타 리소스도 제공합니다. OLS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면 206-256-5297번으로 전화하거나 여기를 방문하세요. 

 
섹션 X: PSST 관련 질문 
 

조례나 PSST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근로자는 Uber나 Uber Eats 지원팀에 문의하거나 본 규정에 
제공된 OLS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자: Uber 
 
카테고리: 업데이트 

http://www.seattle.gov/laborstandards/ordinances/paid-sick-and-safe-time
https://help.uber.com/driving-and-delivering/article/seattle-paid-sick-and-safe-time?nodeId=22c957bc-e1df-4ce4-a073-2ece609e5a87&_ga=2.126038340.817123192.1610403856-2055291841.1606160153
https://help.uber.com/driving-and-delivering/article/seattle-paid-sick-and-safe-time?nodeId=2784817f-919f-4732-8439-2ef0865625b6&_ga=2.130347718.817123192.1610403856-2055291841.1606160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