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RB 전자-파일링 시스템
NLRB 전자 파일링

전미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는 단체나 개인들이 본 기관의 전자 파일
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무국장실(Office of the
Executive Secretary), 판사부(Division of
Judges), 사무총장 항소실(General Counsel’s
Office of Appeals), 지역, 부지역 및 주민 사무
실로 불공정 노동 관행 및 대표 사례의 문서를 전
자상으로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
다.
NLRB 전자 파일링 시스템은 아직 본 기관이 고
발이나 청원의 진행을 위해 접수시키는데는 사용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시스템은 기타 모든
문서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접수시켜 절차를 간
소화합니다.

전미 노동 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1099 14th street, NW
Washington, DC 20570
www.nlrb.gov

전미노동 위원회에
전자상으로
문서 제출하기

NLRB 전자 파일링 시스템은 문서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문서 제출하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되며, 본 기관에서 문서를 접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전자 파일링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문서는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고발장/컴플라이언스 사양에 대한 응답
• 항소 제출

전자 파일링의 혜택
즉각적인 제출 확인

문서 전자 파일링 방법
NLRB에 전자상으로 문서를 접수시키려면, 본 기관의 웹사이트
www.nlrb.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E-Gov” 탭 위로 마우스를 이동한 후,
드롭 다운 메뉴에서 "내 NLRB(My NLRB)" 이나 "E-Filing"을 선택
하면 전자 파일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NLRB(My NLRB)"에 등록하신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
력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거나 로그인하지 않고서도
문서를 전자 파일링 할 수 있지만,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도록 등록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등록을 하면 귀하의 연락처 정보가 이
미 시스템에 포함되게 되므로 전자 파일링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
습니다. 등록을 하면, 또한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편집하고, 본 기
관에서 계류 중인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고, 위원회나 ALJ 결정
에 관한 전자 발행에 대한 사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번호를 입력하고 “케이스 검색(Search Case)”을 클릭하면
전자 파일링 절차가 시작됩니다. 시스템이 케이스를 찾으면, 문서
파일링에 대한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전자 파일링 약식 단계
1. www.nlrb.gov으로 갑니다.
2. E-GOV 탭을 찾아서 전자 파일링(E-Filing)을 클릭
합니다.
3. 화면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릅니다.

본 기관에 문서를 전자 파일링하면, 여러분은 바로
확인 페이지를 받아서 기록용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
다. 확인 페이지는 문서를 성공적으로 전자 파일링했
다는 증거가 되는 확인 번호를 포함합니다.

기한 연장
전자 파일링의 다른 중요한 이점은 문서 파일링시 기
한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문서 전자 파일링의 기한
은 기한일의 접수 사무실의 시간대로 밤 11시 59분입
니다. 다른 방식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접수
사무실의 “비즈니스 종료” 시간입니다.

E-서비스 등록
"내 NRRB(My NLRB)"에 등록하면, 또한 위원회의 E-서
비스와 ALJ 결정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E-서비스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위원회나
ALJ의 결정사항이 발표되면, U.S. 우편이 아니라 즉시 이
메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메일 통지는 당사자들이 온
라인상으로 결정 사항을 즉시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링
크를 포함합니다. 위원회나 ALJ 결정사항 내용은 그 다음
영업일에 일반에게 공개되고 이 때 NLRB 웹사이트에 공
지됩니다.
또한, E-서비스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여자
인 케이스에 전자 파일링되는 문서에 대한 이메일 통지
를 받을 수 있습니다. E-서비스에 등록된 사람들은 또
한 새 정책, 절차 또는 기타 케이스 참여자에 관심사항
이 되는 뉴스에 관해 때때로 본 기관으로부터 이메일 소
식을 받게 됩니다. E-서비스에 관해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 보시려면, http://mynlrb.nlrb.gov을 방문해 주십시
오.

• 의견서(Amicus Brief) 또는 의견서에 대한 응답, 청문회 후 브리핑, 청
구(motion) 지원 브리핑
• 이해관계 기권
• EAJA 신청
• 증거
• 근로자 성명 주소 리스트(Excelsior List)
• 예외 또는 상호 예외(Cross Exceptions)
• 증거물(Exhibits)
• 시간 연장 요청
• 공식 합의(Settlement) 동의
• 서한
• 청구(motion), 청구에 대한 반대, 청구 반대에 대한 응답
• 선거 연기신청 (Motion to Stay Election)
• 출두 통지(Notice of Appearance)
• 선거에 대한 이의
• 소환 무효 신청 또는 응답
• 입장 성명서(Position Statement)
• 검토 요청 및 검토 요청에 대한 반대서
• 항소 특별 허가 요청서
• 선거 진행 신청서
• 설문지
• 합의 동의서
• 서비스 문서
• 포기 요청

전자 파일링 할 수 없는 문서
다음 문서는 본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없습니다.
• 불공정 노무 관행 신고
• 대표 청원
• 공식 견해 (Advisory Opinion) 청원
• (20) 메가바이트를 초과하는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