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장 보건및 안전
지금 예방을 시작하십시오

 근로자의 권리:
•	 작업장 위험 요소 및 그 처리 방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음.

•	 작업장 보건 및 안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여할 수 있음.

•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음.

 근로자의 의무:
•	 법령 및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

•	 고용주가 요구한 보호 장비를 착용 및 이용해야 함.

•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작업 및  
활동해야 함.

•	 모든 위험 요소 및 상해 사건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함.

고용주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건 및 안전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의 의무:
•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한 정보, 지침, 감독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위

험 요소들에 대해 숙지하도록 확인해야 함.

•	 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감독관들이 알도록 확인해야 함.

•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함.

•	 모든 사람이 법령과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해야 함.

•	 근로자들이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 및 이용하도록 확인해야 함.

•	 근로자가 다치거나 직업 관련 질병을 얻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합리적
인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 함.

 감독관의 의무:
•	 근로자들에게 위험 요소들에 대해 통지하고 그들의 문제에  

대응해야 함.

•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을 제시하고 그들이 법령과 작업장 보
건 및 안전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해야 함.

•	 근로자들이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 및 이용하도록 확인해야 함.

•	 근로자가 다치거나 직업 관련 질병을 얻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합리적
인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 함.

온타리오 직업보건안전법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은 근로자의 권리를 정합니다. 이 
법은 보다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고용주, 감독관, 근로자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보건 및 안전 개선 방법:
• 탐색 공동 보건안전 위원회 또는 

보건안전 담당자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상담 보건 및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귀하의 고용주, 감독관, 근로자, 공동 
보건안전 위원회 또는 보건안전 
담당자와 이야기하십시오

노동부 전화 번호 
1-877-202-0008
중대한 상해, 사망 및 작업 거부 사건에 대해 
언제든 보고해 주십시오.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관련 정보, 평일 오전 
8:30 – 오후 5:00.
응급 상황이십니까? 즉각 911에 연락하십시오.

추가 정보:
ontario.ca/healthandsafetya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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