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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선지급 서면 승인 

 
이 양식은 고용인에게 선지급된 급여를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 고용주가 서면 승인을 받을 때 사용하는 
템플릿입니다. 

 
선지급은 고용인의 향후 임금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고용인에게 고용주가 제공하는 돈입니다. 선지급은 급여 

선지급 서면 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자 또는 수수료 또는 모든 상환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용주)은(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용인)에 
대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선지급에 동의하며, 해당 지급액은 본 서면 계약서 조건에 따라 급여 공제를 통해 

상환될 것입니다. 
 
선지급액 $________________ 

선지급일 ________________ 

총 공제액 $________________ 

각 공제액 $________________ 

총 공제 횟수 ________________ 

각 공제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환 방법 

 급여로부터 직접 지급 
 별도 거래/지급 

 
 
 
 
 
 
 
 
 
 
 
 
 
 
 
 
 
 
 

 
 

제한사항 
선지급이 제공된 후 기존 선지급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추가 선지급을 제공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급여 공제는 매 급여 기간 1 회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고용인의 고용이 본 계약당 전체 선지급 상환 

이전에 종료될 경우, 고용주는 해당 고용인의 최종 

급여 지급부터 미지급된 전체 선지급 잔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 공지사항  
고용인은 본 계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공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읽고 

분쟁 절차의 조건을 읽고 이해했음을 나타내는 

서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고용주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용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용주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용주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용주 서명 및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고용인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용인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용인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용인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용인 서명 및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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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절차 개요 
 

 1 단계 –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서면 이의 제기 공지서 제출 

 2 단계 – 고용주의 공제 중지 

 3 단계 –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서면 답변 제공 

 4 단계 – 고용주와 고용인의 논쟁 해결 회의 

 5 단계 – 고용주의 최종 서면 결정 공지 

 
분쟁 절차 조건  

 
고용인 서면 이의 제기 - 고용인은 본 계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공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서면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오직 1주 입니다.  

공제 중지 – 고용주는 분쟁 절차 기간 동안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최종 결정을 발행한 3주 후에 공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서면 답변 –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우려사항을 서면으로 1주 이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고용주 

답변은 고용인에게 동의 여부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서면 응답을 

제공하는 해결 회의를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고용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해결 회의 – 고용주와 고용인은 대면 회의에서 나머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회의일 

1주 이내에 서면 최종 결정서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용주 최종 결정 – 고용주는 해당 고용인의 모든 우려사항을 최종 서면 결정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3 주를 기다려 공제를 시작하거나 또는 가능한 빨리 또는 다음 급여 지급 시 해당 

고용인에게 모든 공제를 상환해야 합니다.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고용인)은(는) 분쟁 

절차의 조건을 읽고, 이해하며, 이에 동의하고 본 계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공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직원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고용주 서명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