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안전 및 건강
법률로 규정된 의무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안전한 직장. 

 � 보복 당하는 일 없이 여러분의 고용주 또는 

OSHA(직업 안전 위생 관리국)에 안전 문제 

또는 건강 문제를 제기하거나, 작업 관련 부상 

또는 질병을 보고하십시오. 

 � 작업장의 모든 위험 물질들을 비롯한 직무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으십시오. 

 �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해로운 환경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면 귀하의 작업장에 대한 

OSHA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OSHA는 귀하의 

이름을 비밀로 취급합니다. 귀하는 본인을 

대신해서 대표자가 OSHA에 연락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 OSHA 검사에 참여해서(또는 대표자가 

참여하도록 해서) 비밀 보장 하에 검사관과 

대화하십시오. 

 � 귀하가 귀하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당한 경우 30일 이내에 (전화, 

온라인, 우편을 통해) OSHA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 귀하의 고용주에게 발부된 OSHA 소환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귀하의 의료기록 사본, 직장 내 위험 요소 

측정 시험 결과 사본, 작업장 부상 및 질병 

기록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알려진 위험요소가 없는 직장을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고용주 또는 

OSHA에 건강 및 안전 관련 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작업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신고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종업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모든 해당 OSHA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모든 작업 관련 사망을 8시간 내에 OSHA에 

보고해야 하며, 모든 입원, 절단 사고, 실명 

사고는 24시간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어휘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작업장 내부 눈에 잘 띄는 곳에 에 이 

포스터를 게시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위반 혐의가 발생한 장소 또는 

인근에 OSHA 소환장을 게시해야 합니다.

모든 주에서 중소기업 고용주는 OSHA가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소환장이나 

벌금 없이 위험요인 파악 및 교정에 

관한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OSHA에 연락하십시오. 저희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800-321-OSHA (6742)  •  전신타자기 (TTY) 1-877-889-5627  •  www.osha.gov

이 무료 포스터는 OSHA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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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