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RDSTROM 강제 노동 정책 
 

인권 보호는 Nordstrom 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본이며, 인권 

존중은 우리가 매일 서로를 위해 행하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당사는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급업체도 이와 같이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Nordstrom 의 인권 약속과 파트너 행동 강령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Nordstrom 은 공급업체가 작업장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강제 노동 금지 및 예방은 Nordstrom 의 약속의 핵심 요소입니다. 

본 정책은 Nordstrom 의 모든 에이전트,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제조업체, 공장, 창고 및 

하청업체(“공급업체”)가 그들의 작업장에서 강제 노동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표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Nordstrom 은 가치 사슬에서 강제 노동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하며, 

공급업체와 그 파트너도 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운영 및 가치 사슬 전반에서 본 

정책에 명시된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공급업체는 모든 자회사, 인력 채용 담당자, 에이전트 및 

공급업체와 함께 일하거나 공급업체 공급망의 일부인 기타 제 3 자들이 본 정책의 표준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본 정책을 준수하고 가치 사슬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 절차, 교육 및 기록 보관 관행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 노동 정의 

Nordstrom 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비자발적 노동”) 고용주 또는 제 3 자가 

근로자에게 처벌(“강압”)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수행된 모든 노동을 강제 노동으로 

간주합니다. 강압은 근로자가 해당 직무를 수락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근로자의 채용 절차 중에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면 채용 당시 합의된 업무의 일부가 아니었던 업무를 강제로 

수행하도록 강요하거나, 근로자가 해당 직무를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 

노동은 수행한 작업의 성격이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주, 감독자 또는 통제하는 다른 사람 간의 관계로 

특징지어집니다. 

강제 노동은 아래에 포함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강제 노동 지표로 

알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강제 노동을 식별하는 데 이러한 지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성인 및 아동 강제 노동 추정에 관한 ILO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사업 운영에서 

강제 노동의 지표를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ILO 강제 노동 지표

• 취약성 악용 

• 기만 

• 이동 제한 

• 격리 

• 신체적 및 성적 폭력 

• 위협 및 협박 

• 신원 확인 문서 보관 

• 임금 체불 

• 채무 노역 

• 학대적인 근무 및 생활 환경 

• 과도한 초과 근무 

예방 원칙 및 책임 있는 채용 

Nordstrom 의 강제 노동 방지에 대한 약속은 강제 노동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예방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https://n.nordstrommedia.com/id/9ddcdbff-4c69-4d5c-b9a8-7d0837f010b2.pdf?jid=j011535-13617&cid=00000&cm_sp=merch-_-corporate_social_responsibility_13617_j011535-_-freelayout_corp_p01_info&
https://www.nordstrom.com/browse/nordstrom-cares/strategy-governance-reporting/partner-code-of-conduct


 

 

 
 

 

   
 

이주 노동과 계약 노동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윤리적인 채용 

관행이 강제 노동의 조력자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Nordstrom 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주 근로자에 대한 잠재적인 강제 노동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업계 노력인 책임 있는 

채용에 대한 약속에 서명했습니다. 아래에 요약된 예방 원칙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근로자, 특히 

이주 근로자와 계약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예방 원칙 

 근로자는 수행한 모든 노동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및 경비 

• 공급업체는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고용 수수료 또는 기타 관련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들이 이러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공급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고용 계약 시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근로자들에게 

식품비, 주거비, 교통비 또는 장비 사용료와 같은 생활비를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은 ILO 의 채용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 

•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작업장에 출입하고 작업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를 물리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자는 화장실 및 식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준비한 거주지에 거주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택을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더라도 통행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급업체는 이주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보증금을 내거나 처벌 또는 해고의 협박을 

받지 않고 연차 또는 개인 휴가 기간 동안 자택(본국 포함)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하는 것을 막거나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 계약 

•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임금, 복리후생, 업무 범위,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생활 조건 및 관련 

비용, 업무 관련 위험을 포함한 근로자 고용의 모든 조건을 명시한 고용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고용 계약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고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동의하면, 

근로자의 고용 조건은 합의된 것보다 덜 유리한 고용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본국에서 떠나기 전에 이주 근로자에게 고용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언어로 근로자의 고용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읽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 계약을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https://www.aafaglobal.org/AAFA/Solutions_Pages/Commitment_to_Responsible_Recruitment
https://www.aafaglobal.org/AAFA/Solutions_Pages/Commitment_to_Responsible_Recruitment


 

 

 
 

 

   
 

•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고용 계약 또는 현지 법률 조건에 따라 사직하거나 고용 계약을 

종료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죄수 노동 

• 공급업체는 직접적으로 또는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또는 정부 승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죄수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시 

• 공급업체는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통제하거나 근로자를 협박하기 위해 감시해서는 안 

됩니다. 

• 공급업체는 비자발적인 노동 또는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하기 위해 근로자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문서에 대한 접근 

• 공급업체는 개인 신원 및 이민 서류(예: 여권, 국가 신분증, 학교 증명서, 취업 허가증 등) 

원본을 보존, 압수, 파기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문서에 제한 없이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복 금지 

• 공급업체는 강제 노동을 나타낼 수 있는 고용 관행에 관한 우려 사항을 제기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보고 및 시정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자체 운영 또는 공급망 운영에서 발견되는 본 정책 또는 상기 원칙의 위반 

사항을 즉시 Nordstrom 에 통지해야 합니다.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www.npg.ethicspoint.com 

또는 수신자 부담인 1.844.852.4175 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rdstrom 은 본 정책을 

위반하는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Nordstrom 은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본 정책의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 

강제 노동을 식별, 완화 및 개선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npg.ethicspoint.com/


 

 

 
 

 

   
 

 

국제노동기구(ILO)  

• 성인 및 아동 강제 노동 추정에 관한 ILO 지침  

• ILO 의 채용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의 정의 

• 강제 노동에 관한 국제 노동 표준:  

o 협약 29: 강제 노동 협약, 1930  

o 협약 105: 강제 노동 폐지 협약, 1957  

• 국제노동기구의 강제 노동 근절: 고용주 및 기업을 위한 핸드북  

• 공정 고용을 위한 일반 원칙 및 업무 지침 및 채용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의 정의  

• 강제 노동에 대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국제 이주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국제 채용 무결성 시스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강제 노동 

• 상당한 주의에 관한 가이드 

• 실사 지침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decla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182096.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protect/---protrav/---migrant/documents/publication/wcms_536755.pdf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O_CODE:C029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NO:12100:P12100_ILO_CODE:C105:NO
https://www.ilo.org/global/topics/forced-labour/publications/WCMS_101171/lang--en/index.htm
https://www.ilo.org/global/topics/fair-recruitment/WCMS_536755/lang--en/index.htm
https://www.ilo.org/actemp/areas-of-work/WCMS_632434/lang--en/index.htm
https://iris.iom.int/
https://www.cbp.gov/trade/forced-labor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8-Mar/icprescare2017revision.pdf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7-Oct/OECD%20Due%20Diligence.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