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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령 2

근로기준법 등
Chapter 1 Labor Standards Act, etc.

장1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최저기준)을 법으로 규정(내·외국인 근로자 동일 적용)

   ◆ The purpose of stipulating working conditions (minimum standards) by law is to          
       guarantee a decent human life for workers and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applicable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 내·외국인 근로자 동일 적용되고,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의 합법·불법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

   -The law applies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regardless of the legal or   
     illegal status of residence of the foreign workers.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 The labor contract with working conditions that fail to meet the standards set by   
       the Labor Standards Act will be considered null and void for that section.

◆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Subject of Application) Businesses or workplaces with at least 5 full-time workers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Businesses or workplaces with less than 5 full-time workers are subject to only   
      some of the regulations. (Note: Appendix 1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 (적용 제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전면 미적용

   ◆ (Exclusion from Application) “Businesses or workplaces that only hire relatives 
       living together,” or “Those employing a housekeeper” are not applied.

1. 목 적 
1. Purpose

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제11조)
2.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1)

제1절   개 요
Section 1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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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와 어긋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함

   ◆ An employer shall not force employees to work against their will by means of  
      violence, intimidation, imprisonment, or unfairly restraining their mental or physical  
      liberties, and shall not commit violence upon their employees for any reason.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An employer shall not dismiss, suspend, or transfer employees, cut their wages, or punish them    

    without justifiable cause.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 An employer shall not dismiss an employee during a period of temporary   
     suspension for medical treatment due to occupational injuries or diseases and the  
     thirty days immediately thereafter or during a period of maternity leave for women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the thirty days immediately thereafter.

- 다만,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한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the employer has paid a lump  
      sum compensation or where the employer cannot continue to conduct their   
      business.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This does not apply in cases where business can no longer be conducted

3.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제7~8조) 
3. Prohibition of Forced Labor and Violence (Articles 7 to 8)

4. 부당해고 제한(제23조, 5인 이상) 및 해고 예고(제26조)
4. Restrictions on Unfair Dismissal (Article 23, at least 5 employees) 
and Advance Notice of Dismissal (Article 26)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 함

   ◆ If an employer intends to dismiss a worker, they shall give the worker a notice of    
      dismissal at least thirty days in advance of such a dismissal.

-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If the employer fails to provide such advance notice, they shall pay that worker the   
      ordinary wages for no less than thirty days.

-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natural disaster, calamity,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prevent the continuance of the business concerned or 
      where the worker concerned has, on purpose, caused a considerable hindrance  
      to the business or inflicted any damage to the property.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고 
  용관계는 당연 종료
* In cases where the term of an employment contract is specified, the employment  
  relationship shall naturally be terminated without any action, such as dismissal by the   
  employer, once the term of the contract exp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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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The entirety of wages should be paid directly to workers in currency (cash).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    
   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However, where there is special regulation in the statute or collective agreement,   
      part of the wages may be deducted or paid out in means other than currency.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Wages shall be paid at least once a month on a fixed date.

-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음

   -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wages paid on a temporary basis.

◆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이를 준수 
     해야 함

   ◆ The minimum wage is determined annually by the Minimum Wage Commission,  
       and all workplaces employing workers must comply with it.

- 단,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는 3개월 동안   
   시간급  최저금액의 90%를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함

   - However, who are in probation shall be paid 90% of the minimum wage for three   
      months as the hourly minimum wage.

1. 임금 지급(제43조) 
1. Payment of Wages (Article 43)

2. 최저임금의 보장(최저임금법)
2. Guarantee of Minimum Wage (Minimum Wage Act)

제2절   임금 및 퇴직금
Section 2 Wages and Retirement Allowances

◆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 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함
* 1년 6개월간 월 평균 임금 150만원을 받은 경우, 퇴직금은 225만원 수준
◆ Employers shall pay the average wage for no less than thirty days for each one year of    

   continuous employment as a retirement allowance to employees who have quit after    

   being employed for no less than one year.

 * In cases where the employee received a monthly average wage of KRW 1.5 million per 

   month for one year and six months, the retirement allowance is about KRW 2.25 million.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시 출국만기보험도 수령할 수 없음

3. 퇴직금(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3. Retirement Allowance (Guarantee of Workers’ Retirement 

Benefits Act)

◆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년 5,580원, ̀16년 6,030원, ̀17년 6,470원, ̀18년 7530원

   ◆ The minimum wage per hour was KRW 5,580 in 2015, KRW 6,030 in 2016, KRW   

      6,470 in 2017, and KRW 7,530 in 2018.

◆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the worker has been employed for    
    less than one year.
 * In the case of foreign workers,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may not be  
   received if they have been employed for less than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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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근로시간과 휴식 → 농축산, 어업분야 
         근로시간,휴게, 휴일 등 적용제외
Section 3 Work Hours and Recess → 
Agriculture and Stockbreeding and Fishery 
Industries Excluded from Application of 
Work Hours, Recess, and Holidays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 원칙,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   
    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
◆ The work hours per week shall be 40 hours excluding recess hours*, and the working    

    hours per day shall not exceed eight hours excluding recess hours.

 * An employer shall allow a recess of no less than one hour for workers with work hours of at least    

   eight hours.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의   
    인가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 연장 가능

   ◆ The work hours may be extended for 12 more hours per week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It may be further extended under the   
       permiss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consent of the  
       employees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1. 근로시간(제50조~제53조, 5인 이상)   
1. Works Hours (Articles 50 - 53, at least 5 employees)

◆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제55조)

   ◆ An employer shall allow workers at least one paid holiday per week (Article 55).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보장(제60  
     조, 5인 이상)

    ◆ An employer shall grant a paid leave of more than 15 days to employees who   
       have worked no less than 80 percent per year and one paid leave per month to   
       employees who have worked for less than one year or worked less than 80  
       percent per year (Article 60, at least 5 employees).

◆ 임신 여성에게는 출산 전·후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제74조)

*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해야 함

◆ Pregnant women shall be granted a 90-day maternity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the period of leave should be at least 45 days after childbirth (Article 74).

    * The first 60 days of leave shall be paid.

2. 휴일·휴가
2. Holidays and Leaves  

◆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에게 신 
     고할 수 있음

   ◆ If an employer is found to have violated the Labor Standards Act, the employee   
      may report the violation to a labor inspecto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3.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의 신고  
3. Reporting Violat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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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Examples>

1. 업무의 범위·업무환경에 따른 노동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 

   1. In cases where there are differences in labor intensity depending on the scope of work   
      or work conditions.

2. 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

   2. In cases where there are differences in qualifications among employees.

3. 장기근속한 직원들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3. In cases to compensate employees for their long-term careers.

4. 직급에 따라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 등

   4. In cases where the degree of authority or responsibility differs according to position.

◆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  
     계약•통상•직접고용) 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에 있어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기간제법, 파견법)

   ◆ A system that prohibits discriminatory treatment of irregular workers (fixed-term, 
      part-time, temporary agency) in wages in relation to regular workers (indefinite    
      contracts, regular contracts, direct employment) working in the same field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1. 차별시정제도 란?
1. What is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제4절   차별시정제도
Section 4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밖에 근로 조건 및 복리 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 It refers to the disadvantageous treatment of irregular workers without reasonable   
      grounds in regards to wages, regular bonuses, management benefits,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and benefits.

- 단,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아님

   - If there are just causes, disadvantageous treatment of irregular workers shall not  
      be regarded as discriminative.

2.‘차별적처우’의 정의
2. Defini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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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차별시정 신청

* 신청서: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www.nlrc.go.kr)에서 다운로
드 또는 방문
◆ Make a request for remedy of discrimination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or the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overseeing the relevant workplace.
* Application Form: Download from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r  
  Labor Relations Commission (www.moel.go.kr or www.nlrc.go.kr) or visit in person

3. 차별시정 신청방법
3. How to Apply for Discrimination Correction

 <차별시정절차> 
    <Procedures for Discrimination Correction>

  ◆ 차별시정신청→조사→심문→시정명령 또는 기각 

       *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
     ◆ Correction request → Investigation → Interrogation → Corrective order or  
         dismissal
         * If either party finds the decision unacceptable, administrative litigation may be filed     
           after requesting appeal to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 요건판단(당사자적격, 제척기간등) →본안판단(비교대상근로자 유무→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불리한 처우 유무→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 Judgment of requirements (eligibility of plaintiff, exclusion period, etc.) → Judgment on  
       merits (Whether there are workers to be compared → Whether the discrimination   
       prohibited area is applicable → Whether there was disadvantageous treatment → 
       Whether there was a just cause) → Judgmen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Chapter 2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장2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다치거나(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이를 치료해주고 치   
     료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며,

   ◆ Should an employee suffers an injury or occupational disease in the course of  
      employment, the employer shall have them receive medical treatment and  
      guarantee their income during the treatment period, and,

-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후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장해)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사  
   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보험
*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
- Should the labor capacity is lost or reduced following an injury or treatment of an       

   illness(disability), the disability benefit shall be paid, and, should an employee    

   pass away, the survivor's benefit shall be paid to the family of the deceased.

 * The premium shall be paid by the employer in full (workers do not pay the premium).

제1절   개 요
Section 1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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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 단, ①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이 200㎡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②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
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등은 법 적용 제외(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 제2조)
◆ All workplaces employing one or more workers must be covered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① construction of buildings with a total construction cost   

  of less than KRW 20 million or a floor area of less than 100㎡ or construction regarding   

  major repairs to a building with a floor area of less than 200㎡, or ② in agricultural, 

  forestry (except for logging), fishery, and hunting industries, businesses that are not  

  corporations and whos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is less than 5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을 받을 수 있음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 Workers who have suffered a occupational accidents* in workplaces that are not    
  covered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may also receive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 Occupational Accidents: Injury, illness, disability, or death of workers caused by their   
  occupation.

◆ 업무상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    
     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In cases medical care for at least four days is needed due to occupational injuries    
      or illnesses, employees shall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for medical care benefits   
      and submit it to the local office of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where the business is located.

- 내·외국인 근로자 동일 적용되고,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의 합법·불법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

*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신청 대행 가능
- The law applies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regardless of the legal or illegal    

   status of residence of the foreign workers.

* In cases where the employee agrees, medical institutions may apply for medical treatment benefits   

  in their stead.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 여부를 결정(업무와의 연계성)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determines whether an   
       employee has suffered an industrial accident (connectivity with work) and notifies   
       the worker.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 
   사(재심사) 청구

   - If there are any objections to the decision of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the worker shall file a re-examination request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y learned of the disposition of the Service.

◆ 구비서류: 신분증(여권·외국인등록증), 초진소견서, 목격자 진술서, 회사의 산업재해사실 확 
    인서*, 기타 재해사실 확인 관련 서류
* 회사에서 산업재해 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확인 없이 신청하며,근로복지공단에
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

   ◆ Required Documents: Identification (passport, alien registration card), initial  
      inspection report, witness statement, corporate confirmation of industrial accident*,   
      and other related documents proving industrial disaster
    * In cases where the company refuses to confirm the fact of the industrial accident,   
      employees may apply without the confirmation of the employer, and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shall investigate the veracity accident and take   
      measures.

제2절   요양신청 절차
Section 2 Application Procedure for Med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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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
   <Lump-sum Payment System of Insurance Benefits>

* 간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간병급여 지급
* Nursing Benefits: In the case that employees actually receive medical care following the medical     
treatment for occupational injuries or illnesses due to its neccessity, nursing benefits shall be paid.

◆ (유족급여 및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며, 장 
     제 실행자에게는 장의비 지급

   ◆ (Survivors’ Benefits and Funeral Expenses) If an employee dies due to work-   
       related causes, the survivors’ benefit is paid to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and the funeral expenses shall be paid to the survivor who arranges the funeral  
       services.

<보험금 일시금제도>
<Lump-sum Payment System of Insurance>

요양중인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조기에 본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청구 사유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의 보험급여를 한번에 청

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단, 출국이 치료에 지장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함)

In the case that foreign workers who are in medical care wish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early, the insurance benefits of medical care benefit, shutdown 
benefits (injury and disease compensation pension), and disability benefits that 
are expected to be claimed after may be paid to them at once in advance.
(However, there must be medical evidence that the departure will not interfere 
with the treatment)

◆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 제공

   ◆ (Medical Care Benefit) In case at least 4 days of medical treatment are needed for   
       injuries or illnesses,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provide medical treatment.

◆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  
     금의 70% 지급
*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상태가 법
에서 정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 (Temporary Layoff Benefits) 70% of the average wage per day is paid to  
      employees for a period in which are unable to work work as a result of treating  
      injuries or diseases that have occurred due to occupational cases.
    * Injury and Disease Compensation Pensions: In the case that the injury or illness is not   
      cured even after two years of medical treatment, and the conditions meet the criteria for the  
      grade of incurable diseases set by law, injury and disease compensation pension is paid   
      instead of the disability benefit (the conditions shall meet the criteria set by law).

◆ (장해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14등급으로 구  
     분)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Disability Benefits) In the case that the disability remains after the treatment of    
      occupational injuries or illnesses, disability benefit is paid according to the disability  
      grades (classified into 14 grades).

제3절   보험급여 종류
Section 3 Types of Insuranc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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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법률
Chapter 3 Acts on Basic Living

장3

◆ 경범죄처벌법은 심각하거나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규정

   ◆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defines acts that are not serious crimes,    
       but nevertheless harm others or violate the public order.

◆ 경범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즉결심판을 통해 처벌(정식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음)

   ◆ Penalties are imposed on minor offenses or misdemeanants are punished through       
      summary trial (not subject to formal trial procedures).

제1절   경범죄(경범죄처벌법)
Section 1 Minor Offenses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1. 의 의
1. Purpose

2. 유 형

2. Types

 <범칙금 부과 대상> 
    <Subject to Fines>

 ▲ 담배 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  The act of recklessly throwing away cigarette butts, chewing gum, 
         trash, rubbish, etc.

 ▲ 길이나 공원 등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  The act of spitting or relieving oneself on a street or in a park

 ▲ 개 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행위
     ▲  The act of taking animals such as dogs outside and not cleaning their   
        exc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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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부과 대상>

 <Subject to Fines> 

 ▲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꽃·나무 등을 꺾거나 글씨를 새기는 행위
     ▲  The act of picking flowers or trees or engraving letters in parks or amusement   
        parks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  The act of blocking the road or picking a fight without justifiable cause

 ▲ 악기·라디오·텔레비젼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행위A

 ▲  cts causing overly loud noises on instruments, radio, television, etc.

 ▲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하는 행위 
     ▲  The act of causing a ruckus by talking or singing loudly

 ▲ 역·정류장 등에서 줄을 설 때 새치기하는 행위 
     ▲  The act of cutting in line at a station or a bus stop

 <즉결심판 대상> 

 <Subject to Summary Trial>

 ▲ 칼 등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행위 
     ▲  The act of covertly carrying deadly weapons such a knife with no justifiable  
        cause

 ▲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The act of falsely reporting crimes or disasters that have never occurred to   
        public officials

 ▲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The act of doing something that has not been requested and demanding money   
         in return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
     ▲  The act of loudly soliciting customers for sales in places where many people    
        gather or pass

 ▲ 다른 사람의 집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글씨를 쓰는 행위 
     ▲  The act of attaching or writing advertisement on others' houses

 ▲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The act of making people feel ashamed or offended by exposing much of one's   
         body in public places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 등을 여러차레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
     ▲  The act of repeatedly making phone calls, sending text messages, or writing  
         letters to others without justifiable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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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쉽게 해칠 수 있는 흉기를 함부로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경우 처 
     벌 받을 수 있으며, 흉기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 받음
◆ Reckless possession or carrying of deadly weapons that can easily hurt others,  
   such as a knife, may be punished, and punishment is harsher for crimes  
   committed using deadly weapons.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 Tthose who intend to bring illegal guns, swords, and explosives into the country  
    may b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country.

- 입국 후에 총포·도검·화학류 등을 위법하게 소지한 경우 강제퇴거될 수 있음

- In the case of those who acquired guns, swords, or explosives illegally after being  
   admitted, they may be forcibly evicted.

제2절   폭행 등 범죄(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Section 2 Offenses Such as Assault 
(Criminal Law,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1. 의 의  
1. Purpose

고기집 종업원이 술 주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 폭행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형 선고(`12.5월)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감금하고 폭행한 B씨 등 4명 구속(̀09.5월)

▲ 폭력조직을 결성해 집단 폭행을 저지른 C씨등 6명 구속(`11.6월)

”A” was sentenced to jail on charges of assault and abusive language towards an 
employee at a meat restaurant who dissuaded “A” from drinking too much (May 2010).

Four people including “B” were arrested on charges of imprisoning and assaulting their 
colleague for not repaying money borrowed for gambling (May 2009).

▲ Six people including “C” who formed a criminal organization and assaulted others as 
a group were arrested (June 2011).

3. 참고 : 흉기의 소지
3. Note: Possession of Deadly Weapons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받음

◆ Acts of assault on another person’s body, intimidation, intrusion into other   
    people’s houses or damage to property owned by other people are punished.

- 특히, 상기 범죄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공동으로 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
- In particular, if the offense is repeated, jointly committed, or committed with    
  dangerous objects such as deadly weapons, the punishment is more severe.

◆ 서로 치고 받는 싸움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않음(싸움이 있으면 자  
    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
◆ Barring exceptional cases, fighting against one other is not regarded as grounds  
    for self-defense (it is better to avoid the scene if there is a fight).

2. 관련 사건  
2. Relevant In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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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나 길을 걷는 사람이 지켜야할 사항 등을규정
◆ The Road Traffic Act stipulates matters that motor vehicle drivers and pedestrians must abide by.

◆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때에는 벌금 등을 부과하는데 그치지만,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때는 형 
     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처벌 강도가 높으며, 고액의 벌금을 낸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체류기간연장이 불허될 수 있음
◆ In case the level of transgression is light, fines are imposed, but in case the level of       
    transgression is heavy, it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 In particular, driving without a license or drunk driving is severely punishable, and in case of a  
  large fine, the worker’s status of residence may be canceled or extension of stay may not be           
  permitted

제3절   교통범죄(도로교통법)
Section 3 Traffic Crimes (Road Traffic Act)

1. 의 의  
1. Purpose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는 행위
 ▲ The act of passing on a road that is separated from the sidewalk

 ▲ 횡단보도, 육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는 행위

 ▲ The act of crossing roads without using crosswalks or overpasses

 ▲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는 행위

 ▲ The act of leaving obstacles that get in the way of traffic on the road

 ▲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

 ▲ The act of being drunk on the road

 ▲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The act of lying, sitting, or standing in a way that blocks traffic on the road

 ▲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등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The act of throwing objects out of a car while passing by the road

 ▲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행위

 ▲ The act of a motorcycle driver and a passenger failing to wear a safety helmet.

 ▲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

 ▲ The act of driving without a license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

 ▲ The act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

2. 유 형

2.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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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OO시에 외국인 쉼터를 차린 뒤, 마작기계 6대를 들여 놓고 도박장을 운영한  
A씨와 도박을 한 B씨등 18명 처벌(`12.6월)

중국에서 들여온 마작기계를 식당에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A씨 등 일당 13명 및  
상습적으로 마작을 한 84명 처벌(`10.12월)

Eighteen people were punished including “A”, who purchased six mah-jong machines 
and ran a gambling house after building a shelter for foreigners at OO city in Gyeonggi-
do, and “B”, who gambled (June 2012).

Thirteen gang members including “A” who set up mah-jong machines imported from 
China and ran a gambling house and 84 people who habitually gambled were punished 
(October 2012).

◆ 일시적인 오락 등을 제외하고, 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으며, 상습적 
     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
◆ Except for temporary entertainment, in case you gamble with money, you will be 
    punished by Gambling Crimes and punishment will be increased in case you 
    frequently gamble.

- 일시적인 오락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며,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재물의 정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Whether or not it is temporary entertainment is ultimately judged by the court,   
   and it is judged by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such as time and place of 
   gambling, social status and property of the gambler, and details of how they  
   came to start gambling.

제4절   도박죄(형법)
Section 4 Gambling Crimes (Criminal Law)

1. 의 의 
1. Purpose

2. 관련 사건 
2. Relevant In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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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할 경우,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해야  
          하며, 불법 송금업자 등을 통하여 송금할 경우 처벌 받음

◆ In case of sending living expenses to a family member in your home country,     
   you must make the remittance through a foreign exchange bank. If you send   
   money through an illegal remitter, you shall be punished.

◆ 외국환업무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관만 할 수 있으며, 등록 없이 취급하는 경우 처벌 받게 됨

◆ Foreign exchange service can only be performed by legally registered    
   organizations. It shall be punished for dealing in foreign exchange without     
   registration.

제5절   불법 외환거래(외국환거래법)
Section 5 Illegal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1. 의 의
1. Purpose 

▲ A씨는 중국에 있는 환치기 업자와 공모하여 자신 및 친인척 명의로 10여개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후, 7년간 4천여회에 걸쳐 350억 상당을 불법 송금을 하다가 체포됨(`09.5월)

▲”A” was arrested on charged that he opened about ten illegal transaction accounts 
under his name and the names of his relatives in cooperation with a local resident in 
China and illegally remited about KRW 35 billion over seven years (May 2009).

2. 관련 사건
2. Relevant Incident  

◆ 노래연습장 등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      
     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 처벌 받음
◆ In case of singing or dancing with a guest in a karaoke, or entertaining a guest          
    or soliciting other people to do the same job, the offender shall be punished.

◆ 합법체류자로서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취업한 경우, 최초 적발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 In case one is employed as a legal resident in an unauthorized place, fines are    
    imposed for the first time offense.

- 유흥업소에서 종사한 경우에는 바로 강제퇴거 될 수 있음

- In case of engaging in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the offender may be forcibly   
   evicted. 

제6절   유흥업소 종사(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Section 6 Engaging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1. 의 의
1. Purpose  

2. 관련 사건
2. Relevant Incident 

▲ 중국여성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소개한 A씨와 도우미로 일한 11명 적발(`11.5월)

▲”A”, who introduced Chinese women as assistants in enter tainment 
establishments, and 11 people working as assistants were arrested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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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Chapter 4 Immigration Act

장4

◆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려면 입국일로부터 90일 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
◆ In case a foreigner is to stay in Korea for more than 90 days from the date of   
   entry, he or she shall register at the immigration office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entry.

◆ 외국인 등록시 지문정보도 등록을 하여야 함

◆ Fingerprint information shall also be registered when applying for alien  
    registration.

◆ 외국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2~3주 소요),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 체류 
         하는 동안 신분증으로 사용(신분확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In case of being registered as a foreigner, an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will be issued (takes 2 -       
    3 weeks), and the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will be used as ID card during stays in Korea (it  
    may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identification).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
*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자국 대사관에 재발급 신청
* 외국인은 항상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보여 주어야 함
* In case the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is lost, the foreigner shall apply to have it reissued   
  within 14 days.
* In case the passport is lost, the foreigner may apply for it to be reissued to the embassy   
  of their country.
* Foreigners shall possess their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at all times. If an     
  authorized official requires them to present their passport or other certificat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foreigners shall show comply with the request and show them.

제1절   외국인 등록
Section 1 Registration of Foreigners

<참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Note> Returning the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 제출 서류 >
<Documents for Submission>

① 신청서, 여권, 흰색바탕 사진(3.5×4.5cm, 1장), 수수료

①Application form, passport, photograph with white background (3.5 × 4.5cm,   
  1 sheet), commission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Copy of business license

③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마약검사 확인서(등록시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

③Drug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a hospital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ssued within 3   
    months of the time of registration, costs to be covered by the foreigners themselves)
④ (사업장변경자의 경우)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추가

④(In case of changing a workplace) Copy of employment permit, copy of the   
   standard labor contract

○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완전 출국하는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함
○ In case a foreigner residing in the country after being registered as a foreigner    
    is to leave the country, they shall return the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 대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출국하면 재입 
   국 불가
- In case of a foreigner subject to the Loyal Worker Re-entry System, the   
   foreigner shall not be allowed to re-enter if they leave the country without  
   returning the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하면, 기존의 체류자격은 효력이 없어지므로 임시 출국 

시에는 반납하지 않도록 유의

○ If a foreigner returns the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leaves the country,    
their current status of residence will no longer be valid, so they should take care 
not to return thei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when leaving the country tempor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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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사  
     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함(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반드시 출국해야 함)
* 체류기간은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기재
◆In they wish to stay longer than their period of stay allows, foreigners shall    
  receive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 to extend their stay two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ir period of stay (foreigners whose period of stay has  
  expired must leave).
* The period of stay is indicated on the back of the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 체류기간은 취업기간 내(3년 혹은 4년 10개월)에서 고용허가기간(근로계약기간) 동안 부여됨

◆ The period of stay is granted during the period of employment (three years or  
    four years and ten months) within the period of employment permits (the period   
    of employment contract).

제2절   체류기간 연장허가
Section 2 Permission to Extend the 
Period of Stay

< 제출 서류 >
<Documents for Submission>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① Application form, passport,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commission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 Copy of business license, copy of employment permit, copy of standard  
    labor contract
③ 신원보증서

③ Identity guarantee

④ (재고용허가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고용센터 발급)'

④ (Re-licensor) Confirmation letter of extension of employment activity (issued   
    by employment center)
⑤ (사업장변경신청자*) 구직등록필증(고용센터 발급)

⑤ (Applicant for change of workplace*) Certificate of job registration (issued by   
    employment center)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⑥ Documents proving the stay (lease agreement, accommodation 
    confirmation, etc.)

    * 사업장변경 신청기간(3개월) 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를 신청(사업장변경 신청기간 동안 연장 가능)
    * Even if the period of stay expires within the application period (three months),     
      foreigners shall apply for a permit to extend the period of stay (extensions are
      possible during the workplace change applic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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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입국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해야 하나, 불가피할 경우 사업장변경 가능

◆ Foreigners shall continue to work at the workplace that they have signed their      
    labor contract with before entering the country, but shall be allowed to change    
    their workplace in unavoidable circumstances.

◆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와 외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는 고용센터  
    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In the case that a new employer and a foreigner enter into an employment 
    contract through the arrangement of the employment center, the employer shall 
    obtain a work permit from the employment center, and the foreigner shall obtain 
    a change of workplace permit from the immigration office.

< 제출 서류 >
<Documents for Submission>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① Application form, passport,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②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 Copy of employment permit, copy of standard labor contract

③ 신원보증서

③ Identity guarantee

④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등

④ Documents proving workplace-related documents such as 
    business license

제3절   근무처 변경허가
Section 3 Permission to Change Workplaces

< 참고: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 제도 >
<Note: Addition of Workplace System in Agriculture >

(정의)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무급휴직),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제도

(Definition) A system in which foreign workers engag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work in other workplaces for a certain period while maintaining labor contracts 
with the original workplace (unpaid leave).

(절차)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는 농협에 근무처추가를 신청하며, 농협에서 알선 받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

(Procedure) The employer and the foreign worker apply to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for the addition of a workplace and sign an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business partner recommended by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 사업주는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
처 추가허가를 받음

- The employer receives a work permit from the employment center, and the 
foreign worker receives an additional workplace permit from the immigration 
office.

-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사업장으로 자동 복귀

- In case the contract term ends, the foreign worker returns to the original 
place automatically

[제출서류]

[Documents for Submission]

- 신청서,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수수료

- Application form, passport and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commission

- 추가근무처의 고용허가서 사본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Copy of the employment permit of the additional workplace and copy of the standard       
   labor contract
- 영농규모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Certificate of farming scale and business license or copy of certificate of serial   
   number



35 관계법령

제5절   강제퇴거
Section 5 Forced Eviction

◆ 비전문취업자격(E-9)등으로 제조업등에 4년이상 합법취업중인 근로자 중에서 연령, 학력, 자격  
     증 또는 소득, 한국어 능력요건등 을 모두 갖춘 인재를 선발
◆ Among employees who are legally employed for more than four yea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under the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those  
   qualified in terms of their age, education, qualifications or income, Korean  
   proficiency shall be selected.

◆ 이러한 숙련인재들에게는 특정활동(E-7)자격을 부여하고 특정 활동자격 취업기간중에 숙련도 
     등이 향상될 경우, 거주(F-2)자격으로 변경, 계속 체류연장 가능
◆ These skilled workers are eligible for certain activities (E-7) and may change to  
   residence (F-2) status and extend their stay in the case that their proficiency   
   improves during their period of employment in the certain activity.

제4절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 전문취업자격 부여
Section 4 Granting Professional Employment 
Qualification to Skilled Foreign Workers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한국 밖으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음

◆ The Director of the Immigration Office may forcibly evict the following foreigners      
    out of Korea.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한 자

① Those who entered the country illegally

②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

② Those who stayed for more than 90 days without registering as a foreigner

③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

③ Those who have exceeded their period of stay

④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취업한 자

④ Those who have worked in an unauthorized place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⑤ Those who have been released after being sentenced to imprisonment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체류 허가 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항상 유의

◆ Foreigners shall be aware that violating the Immigration Act may result in them being at a 
    disadvantage in numerous ways when they are granted a residence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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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및
고충상담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and 
Grievance Counseling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해결해 주는 고충처리기관을

소개하였습니다.

The grievance settlement organizations that help foreign workers with their 

difficulties through consultations and solutions have been introduced.

성희롱예방교육
Education on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장1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  

    련하여

◆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means that employers, superiors, or workers  
   make other workers feel sexually humiliated or disgusted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positions in workplaces or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By making one feel sexual humiliation or disgust through sexual language, etc., or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give disadvantages to them in employment because they did not comply with  
  sexual behaviors or other demands
*  (2) of Article 2 of Act on Gender Equal Employment and Work-Life Balance

제1절   직장 내 성희롱이란
Section 1 What is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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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Detailed Description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동료, 하급자 포함)가
*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대표이사, 등기 
 이사, 비상근 임원들도 상급자가 될 수 있음

▲ Employers, superiors or workers (including co-workers and subordinates)
    * A superior is a person who is in a position to use his/her position in a workplace, so     
      a CEO, a registered director, and a part-time executive can also become a superior.

▲ 다른 근로자에게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되며, 주로 하급자인 동료 여성 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To other workers
    * Sexual harassment victims in workplaces are both male and female workers. They   
      are mostly subordinate female workers but men can also become victims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로

▲ Sexual harassment can take place due to the abuse of power or is related to    
    jobs in workplaces.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또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불이익을 주는행위

▲ This act causes sexual humiliation or disgust with sexual behaviors or words or   
    gives disadvantages in employment for not complying with sexual behaviors or  
    sexual demands.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Section 2 Judgment criteria on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 육체적 행위 

  ◆ Physical Act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Physical contacts such as kissing, hugging or hugging behind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Touching certain parts of a body, such as a chest or hip.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Forcing massage or caress

  ◆ 언어적 행위 

  ◆ Verbal Acts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화를 포함한다)

   - Making dirty jokes or telling lascivious and scurvy stories 
     (including phone calls)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Sexual analogy or evaluation about one’s appearance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Asking about sexual facts or deliberately spreading information about 
     sexual contents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Forcing or conciliating someone for a sexual relationship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Forcing a person to sit next and serve a drink during dinner among others

1. 성적인 언동
1. Sexual Words and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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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 

        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Unilaterally giving disadvantages in employment or working conditions such as       
    the end of employment, pay cuts, being left out of promotion, the change of 
    occupation, suspension of duty, leaves and getting fired.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2. Giving Disadvantages in Employment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
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함

When judging whether or not an action is sexual harassmen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a victim’s subjective circumstances and also how the victim 
will judge and respond to the action in question if the victim is a rational pers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or not such an action lowers work 
efficiency by creating a threatening and hostile work environment.

◆ 시각적 행위  

◆ Visual Behaviors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Posting or displaying salacious photographs, pictures, graffiti, publications     
     among others (including the use of computer telecommunications or facsimiles)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Deliberately exposing specific sexual parts of one’s own body or 
      touching others’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Words or behaviors that are recognized to cause sexual humiliation or disgust in   
   terms of social norms

제3절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및 방지 요령
Section 3 Coping with and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

◆ Clearly express an intention to refuse sexual harassment to an actor

* 행위자에게 거부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 편지 등 다른 방법으로 중단 요청
  * If it is difficult to express rejection to an actor, it will be proper to ask the actor to stop     
    such sexual harassment via other means such as mailing a letter.

◆ 증거자료를 확보 

◆ Securing evidence

*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Recording dates, times, places, specific details, witnesses, and feelings about   
  sexual language or behaviors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충처리위원이나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이 별도로 없을 경우 상급자 등에  
     게 상담 및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If a company has no honorary equal gender employment supervisor or a  
   grievance committee member, ask superiors among others to take measures so  
   that  a victim will be able to receive proper counseling and sexual harassment  
   will be stopped.
* 회사에서는 피해자 구제절차 및 가해자 징계절차 등을 사전에 회사 규칙 등에 정하여 두고 성희 
  롱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 A company should establish procedures for victim relief and disciplinary procedures for  
  offenders in company rules in advance and proceed with the procedures in the event of  
  sexual harassment. If the victim is given disadvantages, those accountable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1. 성희롱 발생 시 대처 요령 
1. How to deal with sexual harassment when it takes place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신고

◆ Receiving counseling about sexual harassment or reporting it to a local 
    public office to deal with labor matters

* 성폭력·성추행의 경우는 여성긴급전화 1366
* Female hot line 1366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mol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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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담패설을 하거나 음란한 그림·사진을 부착하지 않을 것

◆ Do not tell off color stories, post or show sexually explicit paintings and photos

◆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및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을 것

◆ Avoid excessive interference with others’ appearances or privacy and  
    unnecessary physical contacts

◆ 상대방이 거부감을 나타냈을 경우 즉각 중지

◆ Immediately stop an action when the other person shows resistance

◆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말 것

◆ Do not impose private meetings by abusing positions among others

◆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따르게 하는 행동 등을 하지 않을 것

◆ Do not force employees to serve a drink at a restaurant or picnic.

◆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것

◆ Actively participate in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programs

2.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주의 사항
2. Precautions for not being a sexual harasser  



45 성희롱예방교육 및 고충상담 46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Labor Committee a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부당해고등 사업주로부터 침해당한 근로자 권리 구제 

○ Relief of workers' rights infringed upon by employers such 
as unfair dismissal 

성희롱 금지

(제12조)

Prohibition of sexual 
harassment

(Article 12)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mployers, superiors or employees shall not 

engage in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항)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Article 39 
Paragraph 1)

성희롱 예방교육

(제13조제1항)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Article 13 
Paragraph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mployers must provide education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in order to 

prevent it in workplaces and create conditions 

for workers to work in a safe working 

environment.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3항)

Fine of up to 
3 million won
(Article 39 

Paragraph 3)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제14조제1항)

Measures against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Article 14 
Paragraph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mployers shall immediately take measures 

such as punishing perpetrators when it was 

confirmed that sexual harassment occurred in 

workplaces.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2항)

Fine of up to 
5 million won
 (Article 39 

Paragraph 2)

담당부서
Department 

고충내용
Grievances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Labor Improvement Guide 
Department at Employment 

& Labor Office 

(or its branch)

○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
○ Matters related to Labor Standard Act
-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관계금품 미지급

- Non-Payment of wages and severance pays
- 사업주 및 관리자의 폭행

- Assault by employers and managers
- 근로시간 미 준수 및 강제근로 등

- Non-compliance with working hours and forced labor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Department at 

Employment & Labor Office 
(or its branch)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 Matters related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작업장내 안전과 보건 등
- Safety and health in workplaces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Support Department of 
Employment Center at 

Employment & Labor Office 
(or its branch)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사항
○ Matters related to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및 취업알선 등 관리

- Management of change of foreign workers' workplaces and 
job arrangement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탈 신고서 접수
- Acceptance of reports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and 

departure

- 취업확인서 발급 등 증명서류 발급 등
- Issuance of certificate of employment and etc.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Customer Service Center 
(☎1350) a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근로자 각종 민원상담, 고충처리 기관 안내 등
○ Counseling on workers’ various complaints, guidance on 

grievance remedying agencies and etc.

<부록>   직장 내 성희롱 위반시 벌칙
<Appendix> Punishments for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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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2제1항)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by 

customers

(Article 14 
Paragraph 2-1)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f employees feel sexual humiliation or aversion 

due to sexual words and behaviors by those 

closely connected to their work such as 

customers so ask their employers to remedy their 

grievances, the employers shall make efforts to 

take proper measures such as the change of 

their workplaces and duties.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14조의2제2항)

Prohibition of giving 
disadvantages to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by 

customers (Article 
14 Paragraph 2-2)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mployers shall not dismiss employees or take 

other measures against them on the grounds 

that employees claimed their sexual harassment 

damage by customers or refused sexual 

demands from customers among others.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2항)

Fine of up to 
5 million won
(Article 39 

Paragraph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14조제2항)

Prohibition of giving 
disadvantages to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Article 
14 Paragraph 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mployers shall not take any actions that gives 

disadvantages such as dismissal to employees 

who suffered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or claimed that they suffered it in workplaces.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제2항)

Up to three years in 
jail or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Article 37 Paragraph 2)

성폭력, 성매매 및 모성보호
Sexual violence, prostitution and maternity protection

장2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
◆ All sexual activities that violates other persons' rights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gainst their intentions by abusing power

 -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

※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 
    기도 함
- In a narrow sense, sexual violence refers to rape and indecent assaults that can     
   lead to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by anti-sexual violence law
※ Of late, if a person acts while ignoring others’ intentions, it may be recognized as rape    
    or forced rape even though there was no assault.

제1절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Section 1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and 
protection of victims

1. 성폭력의 의미
1. Meaning of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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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단축키 0번에 범죄신고 112를 입력 위급 시 사용

◆ Enter crime report phone number 112 on a cell phone after shortcut key #0    

    during emergencies

- 호신용 방법용품(스프레이, 경보기, 호루라기 등) 상시 휴대

- Always carry personal protective products (sprays, alarms, whistles and etc.)

◆ 야간•심야시간대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할 경우 지인들에게 마중을 나오도록 요청함

◆ Refrain from going out at late night and ask friends to come for you if inevitable.

- 가급적 골목길보다는 밝은 큰길로 2명 이상이 다님

- It is advised that two or more persons take a bright wide road, not a side street, if   
   possible at late night.

◆ 호의적으로 동승을 권유하는 차량은 타지 않음

◆ Do not get into a car driven by a stranger although the stranger is nice and    

    kind.

◆ 술자리는 가급적 일찍 끝내고 귀가

◆ Go home after finishing a drinking party as early as possible

- 귀가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인들에게 도착지에 마중 나오도록 함

- Use public transportation when you go home, and ask friends to come for you at   
   your destination

◆ 출입문과 창문은 꼭 잠그고, 가스배관 등을 이용한 침입에 대비하여 방범창 설치

◆ Lock doors and windows tightly and install security grilles against unlawful   

    entries using city gas pipelines

- 출입문을 열기 전에 방문객 확인(안전고리를 걸어놓고 대화)

- Check visitors before opening doors (talking with a door safety chain on)

2. 성폭력 예방 가이드
2. Sexual Prevention Guide성폭행ㆍ성추행ㆍ성희롱의 차이

Differences among sexual violence, 
sexual molestation and sexual harassment 

▲ (성폭행) 성폭력 유형중 하나로 강간, 강간미수를 의미
▲ (Sexual violence) A type of sexual violence and means rape and 
    attempted rape.

▲ (성추행)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행위로 간음 이외  
     의 성적 가해 행위(폭행이나 협박을 통할 경우 강제추행)
▲ (Sexual molestation) A sexual action that causes sexual shame or disgust and     
    does harm sexually beside adultery (sexual assault if forced through assault or   
    intimidation)

▲ (성희롱)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 
     위이며,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주로 업무, 고용 등 권력 차이로 발생
▲ (Sexual harassment) All of acts that cause feelings of sexual humiliation and    
    repulsion to victims through sexual words and actions, etc.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are caused mainly due to differences in power in work and    
    employment amo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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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주차장(여성전용, 주차안내원 상주, CCTV 설치 등)을 이용하고, 출입구나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곳에 주차

◆ Use a secure parking lot for females only with an around-the-clock parking    

    guide, CCTVs and etc and park your car near an entrance or elevator

- 내리기 전에 주변을 살펴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

- Look around to make sure no one suspicious is near you before getting off your    
   car.

◆ 택시 이용시 합승은 자제하고, 특히 남자들이 승차한 차량의 합승은 피함

◆ When using a taxi cab, avoid riding together with strangers, especially avoiding  

    a taxi cab with men in.

- 상대적으로 범행하기 어려운 뒷좌석에 승차하고, 탑승 전 차량번호를 외워 탑승 후  
      지인들에게 택시번호를 알려줌

- Ride in a rear seat where it is relatively hard to attack you, memorize the vehicle  
   number before boarding the car and inform your acquaintances of the taxi   
   number after boarding

- 택시기사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 무리한 항거보다는 침착하게 대처하여 우선    
   신변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When a taxi driver suddenly turns into a robber, it is important to secure personal   
   safety first by composedly responding rather than to resist too overly.

성폭력 피해 대처요령
Tips on coping with sexual violence 

1.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1. Seek shelter at a safe place.

2.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2. Report it to the police immediately.

   

    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여성긴급전화(☏1366)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3. Ask for assistance from the Migrant Women Support Center (☏ 1577-1366),    
      and Hot Line for Women (☏ 1366).

4.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보존을 위해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고 병원이나 경찰서에 
가며 증거물은 종이봉투에 보존한다.

4. In the case of suffering damage, go to a hospital or police station without   
   washing yourself or changing your clothing to preserve evidence and keep      
   your   evidence in paper b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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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Number

구분
Center

소재지
location

위탁기관
Commissioned organization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1
서울센터

Seoul Center
서울 송파구

Songpa-gu, Seoul
경찰병원

Police Hospital
02-3400-1117

2
보라매센터

Boramae Center
서울 동작구

Dongjak-gu, Seoul
보라매병원

Boramae Hospital
02-870-1700

3
인천센터

Incheon Center
인천 동구

Dong-gu, Incheon
인천의료원

Incheon Medical Center
032-582-1170

4
충북센터

Chungbuk Center
충북 청주시

Cheongju, Chungbuk
청주의료원

Cheongju Medical Center
043-272-7117

5
전북센터

Jeonbuk Centerr
전북 전주시

Jeonju, Jeonbuk

전북대병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063-278-0117

6
경북센터

Kyungbuk Center
경북 안동시

Andong, Gyeongbuk
안동의료원

Andong Medical Center
054-843-1117

7
대구센터

Daegu Center
대구 서구

Seo-gu, Daegu
대구의료원

Daegu Medical 
053-556-8117

8
광주센터

Gwangju Center
광주 동구

Dong-gu, Gwangju 
조선대병원

Chosun University Hospital
062-225-8117

9
대전센터

Daejeon Center
대전 중구

Jung-gu, Daejeon 

충남대병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042-280-8436

10
경기센터

Gyeonggi Center
경기 수원시

Suwon, Gyeonggi
아주대병원

Ajou University Hospital
031-216-1117

11
경기북부센터

Gyeonggi Northern 
Center

경기 의정부시
Uijeongbu, Gyeonggi

의정부의료원
Uijeongbu Medical Center

031-874-3117

12
경남센터

Gyeongnam Center
경남 창원시

Changwon, Gyeongnam
마산의료원

Masan Medical Center
055-245-8117

13
제주센터

Jeju Center
제주 제주시

Jeju 
한라병원

Halla Hospital
064-749-5117

14
충남센터

Chungnam Center
충남 천안시

Cheonan, Chungnam
단국대병원

Dankook University Hospital
041-567-7117

15
전남센터

Jeonnam Center
전남 순천시

Suncheon, Jeonnam
성가롤로병원

St. Carollo Hospital
061-727-0117

16
부산센터

Busan Center
부산 연제구

Yeonje-gu, Busan
부산의료원

Busan Medical Center
051-501-9117

17
인천북부센터

Incheon Northern 
Center

인천 부평구
Bupyeong-gu, Incheon

인천성모병원
Incheon St. Mary's Hospital

032-280-5678

18
경기서부센터

Gyeonggi Western 
Center

경기 안산시
Ansan, Gyeonggi

한도병원
Hando Hospital

031-364-8117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Migrant Women Support Center

- 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 자국어로 상담과 통역을 지원 
      (☏ 1577-1366)

- Providing counseling and interpretation for migrant female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prostitution for 24 hours a day and 365 days a year in their own  
   languages (☏ 1577-1366)

◆ 여성긴급 전화 1366

◆ Hot Line for Women 1366  

- 피해여성 상담 및 근거리 상담소·보호시설 안내(☏ 1366)
* 365일 24시간 운영
- Counseling for victims and local counseling centers and shelters (☏ 1366)
* Operated 24 hours a day and 365 days a year

◆ 원스톱 지원센터

◆ One-stop Support Center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연중 24시간 상   
   시 운영)
- One-stop servic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ranging from conseling, medical  
   treatment, investigations and legal support (24 hours a day)

3. 성폭력 피해자 보호
3.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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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이 
    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
◆ Performing sexual acts after receiving money, valuables and other commercial   
    benefits from an unspecified person or being given a promise to receive them.

처벌행위
Punishment Acts

첫째,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1) Sexual intercouses or acts similar to sexual intercourses for money such as   
    down payment or commercial benefits

둘째,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업주, 포주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
(2) Arrangement of commercial sex by pimps among others who arrange,   
    recommend and entice prostitution, force prostitution, offer places for  
    commercial sex or attract, move and hide customers. 

셋째,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Producing photos and videos showing obscene contents such as sexual  
    intercourses and arranging such production

넷째, 청소년의 몸과 성적행위를 얻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 
       공하는 행위
(4) Providing food, bedding, and goods as well as money to have sexual  
    intercourses with teenagers and receive sexual services from them

제2절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Section 2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1.   성매매의 의미
1. Meaning of Prostitution

◆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며, 분명한 성범죄임을 인식

◆ It needs recognizing that prostitution is illegal and obviously a sex crime in Korea

- 성매매는 불법이기 이전에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임

- Prostitution is an act that destroys human dignity before it is illegal.

범죄유형

Type of Crim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Act on Punishment of Acts such as Arranging Prostitution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등
Those who forced a person to sell sex by 

assault or intimidation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Up to 10 years in jail or fine of up to 100 million won

감금 등 방법으로 성매매 강요
Forcing sex trade through confinement 

among others

3년 이상 유기징역
At least 3 years in jail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
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등

Those who forced women under protection or 
supervision to sell sex by using drugs among 

others

5년 이상 유기징역
At least 5 years in jail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등
People who arranged prostitution arrangement 

among others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Up to 3 years in jail or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등
Those who arranged prostitution as business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Up to 7 years in jail or fine of up to 70 million won

성매매를 한 사람
Those who sold sex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Up to 1 year in jail or fine of up to 3 million won or 

detention or detention

2.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
2. Change of Awareness of Pro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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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아님을 인식

◆ It is needed to recognize that prostitution is not an easy way to make money.

- 선불금 등의 착취고리로 돈 벌기가 불가능하고, 쉽사리 빠져나오기 어려움(폭력과 학대  

   의 일상화)

- It is impossible to make money by prostitution due to an exploitation chain such   
   as prepayment and it is difficult to get out of prostitution (Rampant violence and 
   abuse)

◆ 성매매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여가 및 놀이문화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음

◆ Prostitution is not inevitable but can be prevented through a healthy leisure and   
    play culture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Migrant Women Support Center

- 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 자국어로 상담과 통역을 지원 
       (☏ 1577-1366)

- Providing counseling and interpretation for migrant female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prostitution for 24 hours a day and 365 days a year in their own   
   languages (☏ 1577-1366)

◆ 외국인여성지원시설(두레방)

◆ Foreign Woman Support Facilities (Durebang)

-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여성에 대한 긴급 보호, 통역 서비스, 상담•의료법률지원
   (☏ 031-841-2609)
- Emergency protection, interpretation services, counseling and medical and legal   
   support for foreign women who suffered from prostitution (☏ 031-841-2609)

◆ 117센터

◆ 117 Center

- 여성폭력 및 성매매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등의 업무수행  
   (☏ 117)
- Receiving reports about violence against women and prostitution and immediately 
   carrying out emergency rescue, investigations, and legal counseling (☏ 117)

◆ 성매매피해상담소(26개소)

◆ Consultation Center for Prostitution Victims (26 centers)

- 의료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시설 등 관련시설에 피해여성들을 연계
  * 연락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 오른쪽 배너(전국지원시설) 참조
- Providing medical and legal support services and linking victims to related    
   facilities such as support facilities.
* Contact: Refer to the right banner (nationwide support facilities) on the homepage of the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www.stop.or.kr)

3. 성매매 피해자 보호
3. Protecting Prostitution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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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 출산,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성은 물론 아이    
    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며, 기업생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Women’s healthy pregnancy, childbirth, and breastfeeding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not only women’s but babies’ health and are also closely  
    related to corporate productivity.

■ 유해·유험한 사업 사용금지(근로기준법 제65조 1항
■ Prohibiting the employment of pregnant women in hazardous and 

dangerous business ((1) of Article 65 of the Labor Standard Act)

◆ 사용자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유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 임산부 사용금지 직종: 터널작업, 진동작업, 고압작업, 잠수작업, 고열작업, 한랭작업 및   
      납ㆍ비소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등

   ◆ Users are not allowed to hire pregnant women (women who are pregnant or gave birth       
       to babies less than a year ago) for morally and physically harmful and hazardous  
       business
       * Pregnant women are now allowed to take the following jobs: Tunnel work, vibration work, high-
         pressure work, diving work, hot and cold exposed work, work to handle harmful materials such 
         as lead and arsenic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2항)
■ Restrictions on working at night and holidays ((2) of Article 70 of 

the Labor Standard Act)

◆ 임산부에게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 
    지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동의나 임신중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 Pregnant women are prohibited from working nightly (from 10:00 pm to 6:00 am) and  
      on holidays in principle and are exceptionally allowed only when* they meet   
      requirements.
       * When a woman who spent less than a year after childbirth agrees or a pregnant woman       
         explicitly asks the company to let her work and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pproves    
         the request.

■ 연장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71조 및 74조 5항)
■ Restriction of overtime (Article 71 and (5) of Article 74 of the Labor 

Standard Act) 

◆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은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 
    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시간외근로 
    가 금지됨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 A company is not allowed to have a woman who spent less than a year after childbirth 
      Women who do not spend less than one year after childbirth are not allow to work   
      overtime for more than two hours a day, six hours a week, or 150 hours a year. Pregnant    
      women are prohibited from working overtime.
       * If a pregnant female workers asks, she will be given easier new work.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근로기준법 제74조의2, 5인 이상)
■ Fetus examination time ((2) of Article 74 of the Labor Standard Act, 

five or more employees)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 
    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If a pregnant female worker asks for time for a regular health check-up for a    
    pregnant woman, the company has to allow her to do that.

-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됨

- Her employer must not cut her wage due to the health check-up time.

제3절   모성보호
Section 3 Maternity protection

1. 모성보호의 의의
1. Significance of Maternity Protection

2. 임산부 보호
2. Protecting Pregn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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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1,항)
■ Maternity Leave ((1) of Article 74 of the Labor Standard Act)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정에 있어 출산 후에는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An employer has to give a pregnant female employee a maternity leave of  

    approximately 90 days before and after giving birth. She has to have a maternity  

    leave of at least 45 straight days after childbirth.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①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If a pregnant female worker has certain reasons such as having gone through a   
      miscarriage, she can use some of her maternity leave at any time before giving birth.
      * ① She went through miscarriage or stillbirth
        ② She is 40 years old or older at the time of asking for a maternity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③ She submits a medical certificate from a medical institution that there is a risk of miscarriage or 
            stillbirth

■ 유산·사산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3항)
■ Leave after miscarriage and stillbirth ((3) of Article 74 of the Labor 

Standard Act)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 
    를 주어야 함
   * 유산·사산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 If a female worker went through miscarriage or stillbirth, she must be given a leave if  
    she requests it
   * In this case, she has to attach her medical certificate from a medical institution to an application   
     form for her leave for miscarriage or stillbirth and submit to her employer

3. 출산 전후 보호
3. Protection Before and After Childbirth 유산·사산 휴가일

Length of Leave After Miscarriage and Stillbirth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  
   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 If the gestation period of a female employee who has gone through miscar   
   riage or stillbirth is fewer than 11 weeks: Up to five days from the day of 
   miscarriage or stillbirth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If her gestation period is between 12 and 15 weeks: Up to ten days from 
   the day of miscarriage or stillbirth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If her gestation period is between 16 and 21 weeks: Up to 30 days from the 
   day of miscarriage or stillbirth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If her gestation period is between 22 and 27 weeks: Up to 60 days from the 
   day of miscarriage or stillbirth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If her gestation period is 28 weeks or longer: Up to 90 days from the day of 
   miscarriage or still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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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 Dismissal Restrictions ((2) of Article 23 of the Labor Standard Act) 

◆ 산전·산후 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 During a maternity leave period and for 30 days after the maternity leave, a    
    company is not allowed to fire a female employee. 

■ 육아시간(근로기준법 제75조, 5인 이상) Infant care time
■ Childcare Time (Article 75 of the Labor Standard Act, Five or More 

Employees)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함
◆ If a female worker with a less-than-one-year-old baby asks, her company has 
    to give her a paid infant care time of at least 30 minutes twice a day

① 고용노동부

①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상 담·해결해주는 기관으로 각 부서별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고충에 대한 접수 및 상담   
    은 민원실에서 처리
◆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ounseling provides counseling and 
    addresses matters. Each department has its own roles. The Public Service  
    Center receives grievances and offers counseling.

②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고충상담실

② Immigration Office of Ministry of Justice       

◆ 출입국 또는 체류과정에서의 불이익이나 고충 해결 및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및 권리 
         구제 안내(☎ 1345)

◆ The Immigration Office provides counseling on the disadvantages and  
    grievances and remedy them in immigration or stay,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medy (☎ 1345)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기관안내)
Grievance remedying and counseling procedures 
(Guide on organizations)

장3

◆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 중에 겪은 모든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에 대하여 고충처리기관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보호를받을 수 있음
◆ Foreign workers can apply for helps at grievance remedying agencies with  
    respect to any unfair and unreasonable treatments that they received while  
    working in Korea and be protected under law.

1. 의의
1. Significance

2. 고충처리 관련 기관과 그 역할
2. Grievance Remedying Agencies and Their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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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경찰서· 소방서

⑦ Police and Fire Stations

◆ 각종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경찰서, ☎ 112)
◆ Report of damages by crimes (police station, ☎ 112)

◆ 화재, 구급환자 등 신고(소방서, ☎ 119)
◆ Report of fires and emergency cases (fire department, ☎ 119)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General Counseling Center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1350 without area 
      code

③ 국가인권위원회

③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처리절차: 상담 및 진정서 제출 → 사건조사(당사자 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 → 구제조치
     등 권고 →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검찰에 고발

   ◆ Investigation in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and relief of victims
      * Procedure: Submission of counseling application forms and complaint papers  → 
        Investigation into case (investigation of parties concerned, request for submission of 
        materials) → Recommending remedy measures and etc. → If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deems necessary, report the case to the prosecution.

④ 근로복지공단

④ Labor Welfare Corporation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요양·보상 신청을 통해 치료와 보험급여 지원      
        (☎ 1588-0075)
  ◆ In case of injury or illness, disability or death due to work, treatment and 
      insurance benefits support (☎ 1588-0075)

⑤ 외국인력지원센터(부록 참조)

⑤ Foreign Human Resources Support Center (refer to the appendix)

◆ 고충상담 어·생활법률·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 Supporting foreign human resources by offering counseling about their grievance 
    and educational programs about the Korean language, basic laws, the Korean 
    culture and etc

⑥ 외국인력상담센터

⑥ Counseling Center for Foreign Human Resources

◆ 취업활동 관련 고충상담(☎ 1577-0071)
   * 현지어 상담원을 통해 16개국 언어로 상담

   ◆ Grievance counseling on employment activities (☎ 1577-0071)
      * Offering counseling in 16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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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안전수칙 및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In order to prevent safety accidents, safety regulations and items to be strictly 

observed are composed to be easily understood.

산업안전의 각종 표지
Industrial Safety Signs

장1
산업안전
Industrial Safety 

안전보건 표지는 작업안전을 위하여 색, 기호, 문자를 이용하여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을 
나타낸 표지판으로 안전을 위한 주의를 명령하는 것이다. 작업자나 주변 사람에게 사고를 미
리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에는 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를 기
입하여야 한다.

Safety and health signs express prohibition, warnings, instructions, and instructions 
using colors, symbols, and letters to ensure work safety.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safety and health signs should be set up for workers and people around them and 
letters should be written to make people understand them easily.

1. 금지표지

1. Prohibition Signs 

금지표지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흰색 바탕  에 빨간색 원과 45도 
각도의 빗금으로 이루어지며 금지할 내용은 원  의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Signs are aimed at limiting specific actions. It consists of a red circle on a white 
background and 45-degree slashes. Prohibited contents center the circle in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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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통행금지
 No Thoroughfare for Vehicles

집단 보행 장소, 비좁은 작업장 내, 위험물 적재 장소 등에 설치하며,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Prohibiting vehicles from passing by setting up this sign in places with 
heavy foot traffic, cramped workplaces and places where dangerous goods 
are loaded and etc.

 사용금지
 Prohibition of Use

고장난 기계 등 일반적으로 수리중일 경우에 사용되며, 유해물질의 취급 
장소에도 설치되므로 해당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This sign is usually used when a broken machine is repaired. Since it is also installed at 
places where hazardous materials are handled, machines in such places must not be used.

 탑승금지
 No Boarding

정지중인 차량이나 수리중인 엘리베이터, 작업장의 지게차 등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될 운전 장비에 부착한다.
This is attached to driving equipment that a person must not ride such as 
a stationary vehicle, an elevator being repaired, or a forklift in a workplace.

 물체이동금지
 Prohibition of Moving Objects

정리정돈이 된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한 장소에 사용되는 표
지로, 이곳의 물체는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This sign is used in a place to preserve well arranged objects or objects 
that must not be moved. Do not move objects here.

 화기금지
 Prohibition of Fire Use

위험물 저장소 및 가스를 비롯하여 인화성과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부착하는 표지로, 담배는 물론 불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This sign is used in places with gas, flammable and explosive materials such as 
dangerous goods storage space. Neither smoking not the use of fire is allowed here.

 금연
 No Smoking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가연물이 있는 작업장 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장소에 설치되므로 이곳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This sign is set up in places with hazardous and flammable materials or no 
smoking places. No one is allowed to smoke here.

 보행금지
 No Walking

중장비 및 분진 작업장 등과 같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Used in places with heavy equipment and dust work among others where 
people are not allowed to walk

 출입금지
 No Entry

위험 또는 유해 작업장 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표지로 출입을 제한한다.
Limiting access to dangerous or hazardous work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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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성 물질 경고
 Warning on Oxidizing Materials

질산저장탱크와 같이 강한 산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며 이곳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크므로 화기를 주의한다.
This sign is used in places with very oxidizing substances such as nitric acid 
storage tanks. People have to pay much attention not to start a fire here.

 인화성 물질 경고
 Warning on Flammable Materials

인화성 물질의 저장 및 취급소에 부착하며 이곳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크므로 주의한다.
This sign is attached to storage and handling space of flammable materials and 
people have to be very cautious about a fire here.

 독극물 경고
 Warning on Poisons

독극물의 저장, 취급 장소 및 저장 용기에 부착하는 표지로, 대상물질은 벤젠, 망간, 
살충제 등이 있으며 이 물질은 취급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This sign is attached to space to store and handle poisonous materials and storage 
containers of toxic materials. It targets benzene, manganese and insecticides among 
others. These materials should be treated with caution.

 부식성 물질 경고
 Warning on Caustic Materials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에 부착하며, 대상물질에는 
황산, 염산, 알칼리, 아세톤 등이 있으며 이 물질은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This sign is attached to places with materials which can corrode human bodies or 
objects. Its objects include sulfuric acid, hydrochloric acid, alkali and acetone
 among others.

 방사성 물질 경고
 Warning on Radioactive Materials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가 발생되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 출입 및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This sign is used in places with radiation and radioactive isotopes. People have to 
be very cautious about working here.

 고압전기 경고
 Warning on High-voltage Electric Power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곳에 부착하는 표지로 발전소 및 높은 전압이 흐르는 
장소에 사용되므로 접근에 주의하여야 한다.
This sign is used in places with danger of electric shocks. People must be very 
cautious when approaching these places.

 매달린 물체 경고
 Warning on Hanging Objects

천정기중기 작업장, 고층건설 작업장, 하역 작업장 등 매달려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 통행할 경우 위쪽을 주의하여야 한다.
This sign is attached to places with hanging objects such as places with ceiling cranes, 
high-rise construction sites and cargo unloading work sites. 

When passing through these places, peopl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ir upper sides.

 낙하물 경고
 Warning on Falling Objects

돌, 블록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의 입구에 부착하는 표지로 
진입할 경우 주의하여야 한다.
This sign is attached to an entrance to a place where there is a danger of falling 
objects such as stones and blocks. Attention must be paid when entering these places.

2. 경고표지

2. Warning Signs
위험에 따른 경고를 나타내는 표지로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삼각 테두리로 만들고 경고할 

내용은 삼각형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Warning signs informs of danger. A black triangle is painted on a yellow 
background. A warning text centers the black triangle.

 폭발물 경고
 Warning on Explosives

광산 작업장, 건설 공사장 등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 이곳에 
출입할 경우 주의하여야 한다.
It is a sign attached to places with explosive materials such as mines, construction 
site and etc. People must be very cautious when entering or leaving thi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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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경고
 Warning on Hazardous Materials

납, 분진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 출입할 경우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People have to wear anti-dust masks when entering or leaving places with this 
sign that says that the places have harmful materials such as lead and dust.

 위험장소 경고
 Warning on Hazardous Places

경고 표지에 해당되지 않는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나 물체에 부착하는 것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주의하여야 한다.
This sign is used in places with dangerous objects or dangerous objects 
themselves not covered by warning signs. Attention must be paid to surroundings 
in these places.

 방진마스크 착용
 Wearing Anti-dust Masks

분진의 발생량이 많은 작업장에 사용되는 표지로서 착용하지 않으면 호흡기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This sign is used in dust-heavy workplaces. People must wear anti-dust masks in 
these places because dust may cause respiratory disturbances.

 방독마스크 착용
 Wearing Gas Mask

방독마스크를 써야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며 
사용방법을 잘 익힌 후 착용한다.
This sign is attached to places which people can enter only when wearing 
respirators

 보안경 착용
 Wearing Goggles

작업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작업자에게 
보안경을 착용하라는 지시이며 연삭작업 등에 사용된다.
This sign instructs people to wear goggles to preclude extraneous materials 
from getting into the eyes during grinding work among others.

3. 지시표지

3. Instruction Signs
올바른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란색의 원형으로 하며 지시하는 내용은 흰색

으로 표시한다.

Instruction signs tell you to take proper actions. They consist of blue circles and white 
instruction texts.

 보안면 착용
 Wearing Face Shields 

주로 용접실 입구에 설치하는 표지로서 강력한 빛이 발생되는 곳이므로 
보안면을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This sign is used usually at entrances to welding rooms. People have to enter 
or leave welding rooms as strong light is generated in welding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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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 착용
 Wearing Safety Helmets 

주로 갱도나 낙하물 위험 장소에 부착이 되며 안전모를 착용 하고 출입한다.
This sign is attached mainly to dangerous places such as tunnels or places where
objects fall and wears a helmet. People have to wear safety helmets before entering 
the places.

 안전화 착용
 Wearing Safety Shoes

채탄 작업장, 중량물 취급 작업장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반드시 안전화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Safety shoes must be used for coal mining work and heavy object work.

 귀덮개 착용
 Wear Ear Plugs

판금 작업장 같은 소음 발생장소 등에 부착하는 표지로, 귀마개를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작업
하면 난청 및 소음에 의한 뇌신경 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If you work for a long time without using an earplug in places with much noise such as 
those for sheet metal work. Workers have to wear ear plugs because much noise 
may cause cranial nervous disorder from hearing loss.

 안전장갑 착용
 Wear Safety Gloves

고온 및 저온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상 및 찰과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갑을 착용한다.
Workers have to wear safety gloves when handling very hot or cold materials as 
they may suffer burns or abrasions.

 안전복 착용
 Wearing Safety Clothing

용광로 및 냉동 작업장 같은 장소에 부착하며 방열복과 방한복을 착용하여야만 
작업할 수 있다.
This sign is attached to places such as furnaces and refrigeration rooms. Workers 
are allowed to work in these places only when wearing heat insulating or warm 
clothing.

 녹십자 표지
 Green Cross Sign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곳에 부착하는 표지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It is commonly used in places where safety awareness needs to be raised.

 응급구호 표지
 Emergency Relief Sign

응급구호 설비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표지로서 의무실, 응급실 출입문에 붙어 있다.
This sign indicates the location of emergency relief facilities and is attached to 
doors to infirmaries and ERs.

 들 것
 Stretchers

구호를 위한 들 것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표지로 위생구호실 출입문에 붙어 있다.
This sign indicates the location of stretchers for emergencies and is attached to 
doors to sanitary relief rooms.

4. 안내표지

4. Guide Signs
안내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로서 녹색 바탕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Guide signs provide guidance information and contents in white are written on green 
backgrounds.

 세안장치
 Eyewashing Devices

눈을 닦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표지로서 청소도구 세척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This sign indicates places where people can wash their eyes. People must not use 
these places for other purposes such as washing cleaning tools.



산업안전77 78

1. 작업환경

1. Working Environment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Hazards in the Work Environment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은 기온, 습기, 소음, 진동, 유해광선 등 물리적 원인과 
분진, 가스 등의 화학적 원인, 전염성 병균 등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 이와 같은 유해원인
이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킨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장 내의 환기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해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Generally, hazardous factors in a work environment are physical factor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noise, vibration and harmful rays and biological factors such as 
chemical causes such as dust, gas, and infectious germs. If such harmful causes 
exceed a certain level, they cause workers health problems. To create a pleasant work 
environment, ventilation and sanitation management in workplaces must be thoroughly 
carried out to eliminate such harmful factors.

안전일반
Safety General

장2 비상구
 Emergency Exit

비상시에 위급한 지역에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비상 출입구를 알려주는 표지로서 좌측 비상
구 또는 우측 비상구 표지로 되어 있다.
This sign indicates emergency exits that can help people escape quickly in an emergency. 
It is a left or right emergency exit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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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통행시 주의사항
Cautions for Walking Inside Factory

공장 내의 통로에서 통행 중 발이 걸리거나 물체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예가 많다. 통로
는 항상 치우고 물건을 놓지 않으며 통행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There are many cases where people got injured when their feet are caught or hit something 
while walking on passages in a factory. It is important to keep passages empty and open all 
the time and strictly follow traffic order.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걷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It is dangerous to walk with both hands in your pocket. In particular, be careful not to put 
your hands in your pockets during winter.

    통행은 반드시 정해진 통로를 이용한다. 통로가 아닌 곳으로 질러가는 것은 위험하다.
 You must use. It is dangerous to take a shortcut by entering areas without designated 
passages.

    통로 위에서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통행을 피한다.
 Avoid a passage when people are working with a crane on it.
    작업장 내를 통행할 때에는 밟거나 걸렸을 때에 부상당하기 쉬운 것이 많으므로  
발 밑이나 주위의 작업에 유의하며 뛰지 말아야 한다.
 When passing a workplace, people are prone to be injured when stepping on an object 
or being caught by an object. So they must not run while watching their steps and 
paying attention to work near them.

    출입구, 코너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향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므로 항상 주의한다. 
 Be always cautious because you do not know what will come out of a doorway, a 
corner, or an invisible direction.

    통로를 횡단할 때에는 일단 정지하고 좌우를 살핀다.
 When crossing a passage, stop once and look left and right.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에는 더욱 주의하고 뛰지 않는다.
 When climbing or descending a stairway, pay more attention and do not run.

    물건을 실은 차나 운반차에는 길을 양보한다.
 Make way for a car carrying things.

    구내에서는 허가된 통로 이외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You must not ride a bicycle on the premises of a factory except permitted passages.

작업장 내의 안전수칙

    작업장 내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Arrange things thoroughly in workplaces.

       바닥에 기름이나 물이 흐르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Keep floors clean and free from oil or water.

      전선, 호스, 배관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Keep wires, hoses and piping thoroughly ordered.

      안전 통로를 확보한다.
 Secure safety passages.

    불필요한 물건의 적재를 금지한다.
 Prohibit the loading of unnecessary objects.

      콘베이어 등 움직이는 기계를 넘어 다니지 않도록 한다.
 Do not cross moving machines such as conveyors. 

Safety rules in work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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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의 구비조건

    착용이 간편해야 한다.
 It must be easy to wear.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It must be convenient and comfortable.

        위험 및 유해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해야 한다.
 A protector must have sufficient protection performance against hazards and harmful 
elements.

        재료의 품질이 양호해야 한다.
 The quality of its material must be good.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해야 한다.
 Its structure and finish must be good.
        외관이 보기 좋아야 한다.
 Its appearance must be good.

보호구의 보관방법 

보호구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한다.
A protector must be cleaned to be ready for use at any time. 

            책임 있는 감독자가 점검을 한다.
 A responsible supervisor has to checks it.

         청결하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Store it in a clean and dry place.

         보호구 사용 후에는 손질하여 항상 깨끗이 보관한다.
 After use, check it and keep it clean.

         세척한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한다.
 After washing it, completely dry and store it.

2. 보호구

2. Protector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과 착용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In order to protect your body from harmful factors in a working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know correct selection and wearing methods regarding protective equipment.

보호구의 필요성

산업현장에서 가스, 분지, 소음 등 각종 유해요인과 추락, 낙하, 충돌, 전기감전 등 위험요인
이 있다. 그러므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들 안전
대책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보조수단으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호구는 작
업조건이나 작업환경에 적합한 보호구를 잘 선택하여 착용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
므로,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과 착용방법, 관리요령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There are various hazardous factors such as gas, dust, and noise, and risk factors such as 
falling, collisions, electric shocks in the industrial field. Therefore, fundamental safety measures 
must be taken to protect workers, but if safety measures are not possible or insufficient,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must be worn as an auxiliary mean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proper selection and wearing methods and tips on how to take care of protective 
gear because the selection and use of proper protective gear can produce its proper 
protective effects. 

보호구 선택시 주의사항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It must be suitable for purposes.

        품질이 좋아야 한다.
 Its quality must be good.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워야 한다.
 It must be easy to use and clean.

        사용자에게 잘 맞아야 한다.
 It must fit its users well.

Need for Protectors

Condition for a good protector

How to keep protective equipment

Tips on choosing a pro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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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의 종류 

머리보호구
Headwear 

머리의 재해는 가장 많이 발생하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으므로 안전모의 착용은 생명
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Head injuries occur more than any other injuries and many of them lead to death, so 
wearing a helmet is directly connected to saving lives.

눈 보호구
Eye Protector 

날아오는 물체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위험물,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
용한다. 실수로 인해 영구적으로 실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안경의 착용은 매우 중요하다.

An eye protector is used to protect eyes from flying objects and prevent eyesight troubles by 
hazardous materials and harmful rays. Wearing a goggle is very important, as a mistake often 
leads to permanent blindness.

얼굴 보호구
Face Shield 

강렬한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용접 작업 시 불꽃 또는 파편에 의한 화상으로부
터 얼굴, 머리 혹은 목을 보호한다.

Protect your eyes from intense harmful rays and protect your face, head or neck from burns 
caused by sparks or debris during welding.

Types of Protectors
귀 보호구
Earplug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작업장의 소음은 작업능률 
저하, 장기간 작업 시 귀의 울림이 멎지 않는 직업병에 걸리거나 더 심하면 아무것도 듣지 못
할 정도로 청력에 손상을 입기도 한다. 소음 작업장에서 오래 근무하면 소음성 난청이 오므로 
반드시 귀마개나 귀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An earplug is used to protect hearing in workplaces with a lot of noise. Noise in workplaces 
can dampen work efficiency, cause tinnitus as an occupational disease during or after a long 
period of work, or even hearing damage to the extent that you will not be able to hear 
anything. Working in a noisy workplace for a long time can cause the harness of hearing and 
you must wear earplugs or earmuffs.

호흡용 보호구
Respiratory Protector

산소결핍작업, 분진 및 유독가스발생 작업 시 신선한 공기의 공급 또는 여과를 통하여 
호흡기를 보호한다.

A respiratory protector protects your respiratory organs by filtering dirt from air to 
them during oxygen depletion work, dust and toxic gas generation work.

손 보호구
Hand Protector

고열이나 전기를 띤 물체, 화학약품, 무겁고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한 절상이나 타박상, 화
상,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손보호구를 착용한다.

A hand protector is used to protect hands from hot materials, electric shocks, chemicals, 
heavy or sharp objects, and other hazards such as bruises, burns, and electric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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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 기본수칙

3. Safety and Health Guidelines
안전보건 수칙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노·사·정 합의하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선정하여 실천한다.

The Safety and Health Guidelines must be observed by workers and employers in 
workplaces.

작업전 안전점검 및 작업중 정리정돈

작업전 안전점검 및 작업중 정리정돈은 사용하게 될 기계·기구 등에 대한 이상 
유무 등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A pre-work safety check and arrangement during work is to make preventive measures in 
advance by checking harmful and dangerous factors such as the abnormality of machines 
and equipment to be used before stating to work.

사업주가 실천할 사항 

What an Employer Must Do

▹ 작업전 안전점검 및 작업중 정리정돈 실시

▹Safety check before starting to work and arrangement during work

▹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대상 작업 선정

▹Selection of work for safety check and arrangement

▹ 점검표, Tag,「안전점검중」표지판 제작

▹Making checklists, tags and sign that says "Safety Check"

▹ Tool Box 등 비치 장소 지정

▹Deciding locations of tool box and others

▹ 점검 요령, 주기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Education on inspection tips and cycles

▹ 점검·정리정돈 결과 미비사항 개선

▹ Improving poor parts after inspection and arrangement

발 보호구
Foot Protector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이나 화학약품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
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It is used to protect feet from falling objects, shocks or sharp objects, chemicals and etc. or 
prevent electric shocks or static electricity.

안전대
Safety Belt 

작업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 주고 인체에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보호구로서, 
건설업에서많이 발생하며, 추락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안전대는 작업자의 생명줄이다.

A safety belt protects workers from falling and mitigates an impact on the human body. It is 
commonly us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 safety belt to prevent a fall is the lifeline of a 
worker.

Pre-work safety check and arrangement dur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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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What a Worker Must Do

▹ 점검요령 및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실시

▹Inspection and Arrangement by Check Tips and Checklist

▹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 및 조치 요구

▹Reporting abnormality in inspection results to supervisor and requesting measures form supervisor

▹ 점검 및 정리 정돈시 안전·보건사항 준수

▹Abiding by safety and health rules during inspection and arrangement

개인 보호구 지급 착용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고 재해의 정도를 경감시키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최소 수단이므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Wearing a protector is a minimum means to prevent accidents such as protecting workers' 
lives or bodies and reducing the level of accidents.

사업주가 실천할 사항

What an Employer Must Do 

▹ 검정합격 보호구 선정·지급 및 보호구 착용 여부 관리

▹Selection and supply of protectors which passed tests and management of protector use

▹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Training on how to put on protectors

▹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의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 지급

▹Immediately replacing faulty protectors with new ones

Wearing Personal Protectors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What a Worker Must Do

▹ 점검요령 및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실시

▹Inspection and arrangement by check tips and checklist

▹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 및 조치 요구

▹Reporting abnormality in inspection results to supervisor and requesting measures form supervisor

▹ 점검 및 정리 정돈시 안전·보건사항 준수

▹Abiding by safety and health rules during inspection and arrangement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작업 중 안전통로 확보는 통행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원활한 
작업진행에도 기여하므로 반드시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As securing a safety passage during work not only protects passers-by but also 
contributes to creating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and smooth work, a safety passage 
must be secured.

사업주가 실천할 사항

What an Employer Must Do  

▹ 안전통로 확보 및 유지·점검관리

▹Securing, maintaining and checking a safety passage

▹ 안전통로에 채광·조명시설 설치

▹Installing lighting facilities for a safety passage

▹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설치

▹Passage signs must be installed in main parts of a passage

▹ 통로 주변 기계·기구의 위험 부분에 덮개 등 안전조치

▹Safety measures such as covers for dangerous parts of machinery and equipment around a passage

Securing Safety Passage in Work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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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정비 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각종 기계·설비를 정지시키지 않고 정비하는 경우나 정지 작업 중에도 다른 작업자가 
기계·설비를 기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재해의 비중이 높으므로 시건장치 설치 내지는 작
업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여 관련 재해를 예방한다.

Since there is a high proportion of accidents caused by workers who check 
machines and facilities without stopping them or other workers who operate them while 
workers check them after putting them on hold, locking devices must be installed and 
work signs must be set up in order to preclude possible accidents.

사업주가 실천할 사항 

What an Employer Must Do

▹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대상 기계·설비 및 작업 선정

▹Selecting machines and equipment to be equipped with locking devices and signs

▹ 정비시 안전작업 요령 작성 및 근로자 교육

▹Preparation of safety work instructions for maintenance and training of workers

▹ 기계·설비 등의 정비·청소

▹Maintaining and cleaning machines, equipment and etc.

▹ 정비시 시건장치 부착, 열쇠 별도 관리 및 표지판 부착 등 방호조치

▹Taking protective measures such as attaching locking devices, managing keys separately and attaching signs during 
maintenance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What a Worker Must Do

▹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후 기계 등의 정비 또는 청소

▹Maintenance or cleaning of machinery after installing locking devices and signs

▹ 정비시 책임자의 지휘감독 사항 준수

▹Following instructions from manager in maintenance

▹ 시건 장치를 한 경우 정비 등 작업 책임자가 열쇠를 보관

▹f a locking device is used, manager keeps the key

▹ 기계·설비 등 재가동 전 다른 근로자의 작업 여부 확인 

▹Confirming whether or not other workers are working before restarting machines or equipment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What a Worker Must Do  

▹ 사업장내 통행시 안전통로 이용

▹Using a safety passage when walking around workplaces

▹ 안전통로내 장애물 위험 상황 보고

▹Reporting danger of obstacles on a safety passage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시킴으로써 사용·취급시의 재해를 예방한다.

This can prevent accidents during the use and handling of chemicals by recognizing their 
hazards and risks in advance.

사업주가 실천할 사항

What an Employer Must Do 

▹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시를 용기 등에 부착

▹ Attaching label on harmful and hazardous materials to containers

▹ 유해·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Conduct education on hazardous and dangerous chemicals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What a Worker Must Do   

▹ 경고표시 내용 숙지

▹Familiarizing oneself with the warning signs.

▹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시 유의사항 등 이행 

▹Complying with handling rules on harmful and hazardous chemicals

Wearing Personal ProtectorsAttaching warning label on 

Wearing Personal ProtectorsAttaching warning label on 

hazardous and danger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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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위험기계·기구 특히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의한 절단, 충돌 등에 의한 재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방호장치를 설치해 신체부위가 기계·기구의 위험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작동에 의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Accidents after being cut and crashed are frequently triggered by dangerous machines and 
equipment, in particular, presses, shearing machines, pressure vessels, circular saws and etc. 
Therefore, protective devices are installed to prevent body parts from being caught by parts of 
machinery and equipment and accidents from occurring due to abnormal operations.

사업주가 실천할 사항  

What an Employer Must Do

▹ 적합한 검정합격 방호장치 선정·구입

▹Selecting and purchasing suitable protection device which passed tests

▹ 방호장치 부착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Conduct education on installation and use of protective devices

▹ 설비 및 방호장치 관리자 지정

▹Designation of facility and protector manager

▹ 방호장치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및 유지·보수

▹Self-inspec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protectors

▹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Immediately replacing protectors with new ones when they are faulty or workers want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What a Worker Must Do

▹ 작업 전·후 방호장치 시험 작동 및 이상 여부 확인

▹Testing a protector and checking whether or not it is working before and after work

▹ 결함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교체 등 조치 요구

▹Report defects to the manager after discovering them

▹ 후임 작업자에게 방호장치 상태·성능 확인 후 인계

 ▹Passing protectors to next workers after checking their conditions and performance

Using Electric Insulation Protector During Live Electric WorkInstallation of protectors on presses, shears, pressure vessels and 
circular saws

전기 활선작업 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전기설비 취급 시 활선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단락·지락에 의한 아크화상 및 특별고압의 
경우에는 섬락에 의한 전격 등의 전기재해가 발생함으로 활선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방호
구 사용으로 감전사고 예방한다.

Carrying out live electric work can spark off electric accidents such as arc burns by short 
circuits and faults and electric shocks by flashover in high voltage. Electric insulation devices 
and protectors are used to prevent accidents during live electric work.

사업주가 실천할 사항

What an Employer Must Do 

▹ 적합한 검정합격 방호기구 구입 사용

▹Purchasing and using suitable protectors which passed tests

▹ 방호기구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Conducting education on how to use protectors

▹ 전로의 개로 후 작업 시 전로의 충전 및 단락접지 여부 점검

▹Checking whether or not an electric circuit is charged and grounded when working after opening it

▹ 활선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접지 여부 점검

▹Checking whether or not mechanical devices for live electric work are grounded

▹ 방호기구, 접지저항의 자체 점검 및 결함 발견시 교체·개선

▹Checking protectors and grounding resistance and replacing or improving them when defects are found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What a Worker Must Do

▹ 방호기구 착용·설치 후 활선작업

▹Kicking off live electric work after wearing and installing protectors

▹ 결함 발견 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교체 등 조치 요구

▹Report defects to the manager when discovering them

▹ 전로의 개로 후 작업 시 전로의 충전 및 단락접지 여부 확인

▹Checking whether or not an electric circuit is charged and grounded when working after opening it

▹ 활선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접지 여부 확인

▹Checking whether or not mechanical devices for live electric work are gro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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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용 기준 안전방망 설치

건설공사 중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안전방망의 설치가 매우 중요
하며 특히, 철골설치 공사작업에는 안전대 부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안전방망의 설치가 필
수적이다.

It is very important to install a safety net when it is difficult to install a footboard or a safety 
railing during construc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install a safety net because it is difficult 
to attach a safety belt during steel frame work.

사업주가 실천할 사항

What an Employer Must Do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Installation of safety net when it is difficult to install footboard

▹ 안전방망의 훼손여부 확인 및 유지·보수

▹Checking, maintaining and repairing safety net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What a Worker Must Do

▹ 안전방망의 임의해체 또는 훼손 금지

▹Prohibiting dismantling or destroying safety net

▹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의 설치 요구

▹Requesting safety nets and facilities for safety belts at dangerous places

▹ 개인보호구 착용

▹Wearing personal protectors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난간이나 덮개의 설치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추락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Installation of safety railings and opening covers for high place work now that simple 
measures such as the installation of safety railings and opening covers can prevent falling 
accidents.

사업주가 실천할 사항  

What an Employer Must Do

▹  측면 개구부에 견고한 안전난간대 설치·유지 관리

▹Installing and maintaining sturdy safety guardrail on side openings

▹ 바닥 개구부에는 견고한 덮개 설치·유지 관리

▹Installing and maintaining sturdy lids on floor openings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What a Worker Must Do

▹  측면 개구부 안전난간대, 바닥 개구부 덮개 등 임의해체 금지

▹ Prohibiting dismantlement of side openings, safety railings, floor openings and etc.

▹ 개구부 주위 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 Wearing safety belt and safety helmet when working around opening

Establishment of Safety Flameproof for Fall Prevention Install safety guardrails and covers for openings when working in 
high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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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시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격리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 용접 불똥 등에 의한 대형 화재·폭발 위험이 상존하므로 
작업장 주변의 가연성·인화성 물질의 존재유무 확인, 격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Welding work always risk massive fires and explosions ignited by flames and welding 
sparks during welding work. But it is possible to prevent such accidents by checking 
work sites for flammable materials and isolating the materials from them. 

사업주가 실천할 사항

What an Employer Must Do

▹ 화학물질의 MSDS 작성·비치 및 교육 실시

▹Preparation and placement of MSDSs of chemicals and education on chemicals

▹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보관장소 마련

▹Preparing exclusive space for flammable or explosive materials

▹ 화기 작업 시 안전담당자 지정

▹Designating safety officer for work involving fire

▹ 인화성·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사용 금지

▹Banning use of fire-using instruments in places with flammable and explosive materials

▹ 소화설비 설치

▹Installation of firefighting equipment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What a Worker Must Do

▹ 작업허가서를 승인 받은 후 작업 실시

▹Beginning to work after work permit

▹  안전작업요령 숙지 및 준수

▹Understanding and following safety work instructions

▹ 작업허가서 외의 임의작업 금지

▹Prohibiting any work other than permitted work

▹ 화기작업 시 표지판 부착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Attaching signs and no-entry notices when working with fire-using instruments

Measurement of oxygen concentration before starting to work in 
confined space

Isolation of flammable materials during welding work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농도 측정

갱내, 맨홀, 탱크, 핏트, 배수관 등 밀폐 공간 작업 시 산소 결핍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므
로 작업시작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보호구를 착용함으로서 대형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Oxygen depletion is caused by a lack of oxygen when working in confined spaces such 
as mines, manholes, tanks, pits, drain pipes and etc.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revent a large 
number of fatalities by measuring oxygen concentration and putting on protective gear before 
starting work.

사업주가 실천할 사항

What an Employer Must Do

▹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보일러의 내부 등 산소결핍 위험 장소에서는 작업 직전 산소농도 측정 및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되도록 환기 조치하고 비상시 대비 응급구조설비 비치

▹ Ventilating work areas with danger of oxygen deficiency such as wells, manholes, pits, septic tanks and tank boilers 
among others to keep oxygen concentration stand at over 18% and place emergency devices and equipment in the 
areas.

▹ 밀폐공간의 공기중 산소농도가 18%미만인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치

▹If oxygen concentration in the air in enclosed space is less than 18%, workers have to wear respirators before 
performing the work.

근로자가 실천할 사항

What a Worker Must Do

▹ 근로자는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및 산소농도 18%이상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 A worker must abide by work safety rules by checking oxygen concentration and whether or not oxygen 
concentration stands at 18% or higher before work.

▹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 A workers has to wear a respirator and follow safety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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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운반의 안전작업 방법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방법
How to Put on Clothes and Protectors

     상의 작업복 소매는 팔에 밀착시키고 상의 작업복 자락은 하의 작업복 바지 속으로 집
어넣어 입는다.
 Put the sleeves of working clothes closely on the arms and the hem of the top of the 
working clothes are put into pants.

     하의 작업복 바지는 안전화 속에 집어넣거나 발목에 밀착되도록 한다.

 The pants are put into the safety shoes or closely put on the ankles.

        안전모, 안전화 및 안전장갑은 몸에 잘 맞는 것을 착용한다.

 A safety helmet, safety shoes and safety gloves must be put on to fit your body.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조건에적합한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Put on a dust mask suitable for working conditions when working in a place where dust 
is generated.

화물의 올바른 들어올리기 자세
Proper Posture to Lift Cargoes

  화물의 무게 중심에 가깝게 다가서서 한  발은 화물 쪽에, 다른쪽 발은 2~3보 옆 뒤
쪽에 안전성 있게 디딘다.
 Stand close to the center of gravity of a cargo, put one foot towards the cargo and 
the other foot about two or three steps back.

    무릎과 정강이, 넓적다리는 9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몸을 가능한 화물과  
가까이 하여 정면에서 다리 힘으로 든다.
 Keep your knees, shin, and thighs at over 90° and your body as close as possible to 
the cargo and lift the cargo, facing its front by using your legs.

    등은 항상 반듯하게 세우고 가능한 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며 턱은 안쪽으로 당겨
서 등과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Your back must always be straight and as vertical as possible to the ground, and your 
chin should be pulled inward to align with your back.

     양팔은 몸에 밀착하고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여 가능한 한 수평거리를 짧게 하며 손
가락 뿐만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화물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잡는다.
 Both arms are in close contact with the body and take a pulling attitude to shorten 
the horizontal distance as much as possible and hold the cargo to be symmetrical 
to the entire palm of the hand as well as the fingers.

4. 운반작업

4. Carrying Work 
물건의 올바른 운반방법은 무리하게 빨리만 운반하려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느

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A right way of carrying goods is that a worker must think about how to carry them safely 
rather than how to carry them fast. 

중량물 운반의 안전작업수칙

  작업 전에 허리를 중심으로 가벼운 운동을 실시하여근육을 풀어 준다.
 Before work, let your muscles relax by performing a light exercise, focusing on your waist.

  작업 전에 노면상태를 점검하여 통로상의 운반장애 요인을 제거한다.

 Check road surfaces and remove obstacles on passages before work.

    작업할 때는 규정에 맞는 작업복 및 보호구를 몸에 밀착되게 착용한다.
 When working, wear working clothes and protectors properl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중량물을 운반하기 전에 반드시 물체를 가볍게 움직여 본 후 운반하도록 한다.

 Be sure to try moving heavy objects a little before moving them.

    혼자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 2인 이상이나 운반보조기구를 활용한다.

 If it is difficult to move an object by yourself, move it with at least one person or aids.

    여러 명이 운반할 경우에는 작업환경에 맞는 신호방법을 정하고 반드시 지킨다.
 When multiple people move an object, set and keep a signaling method that can match 
your work environment.

How to Work Safely in Moving Heavy Goods 

Safety Rules on Moving Heavy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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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운반의 위험 요인
Risk Factors in Moving Heavy Objects 

     바르지 않은 자세 또는 무리하게 무거운 화물을 들거나 운반할 경우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Back pain can occur when lifting or moving a heavy cargo with a wrong posture or 
beyond your physical ability.

       화물을 들거나 내려놓을 때 손·발 등이 끼이거나 다칠 위험이 있다.
 When lifting or putting down a cargo, there is a risk of having a hand or a foot caught or 
injured by the cargo.

       화물 자체의 뜨거움, 차가움, 거칠음, 날카로움, 깨짐에 의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
 Accidents can be caused due to a cargo's own heat, coldness, roughness, sharpness and 
breakage. 

요통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수칙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허리의 힘보다는 팔, 다리, 복부의 근력을 이용하도록 한다.
 When handling a heavy object, use the power of your arms, legs, and abdomen rather 
than that of your back.

       중량물을 들어올릴 때는 물체를 최대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들어올리도록 한다.

 When lifting a heavy object, hold it as close to your body as possible.

       중량물을 다룰 때 허리는 늘 곧게 펴고 가급적 구부리거나 비틀지 않고 작업 하도록 한다.
 When dealing with heavy objects, stretch your back straight and do not bend or twist it.

     몸무게는 항상 양다리의 중심(하복부, 골반)에 두고 밀거나 당길 경우에는 앞발과 뒷발 
사이에 무게를 균형 있게 배분한다.
 Always place your weight at the center of both of your legs (the lower abdomen and 
pelvis). When pushing or pulling, distribute your weight in a balanced manner between 
the front foot and the hind foot.

      화물 들어 올리기는 허리의 힘을 이용하지 말고 다리의 힘으로 들어 허리에 무리가 가
지 않도록 한다.
 Do not use the force of your waist while lifting a cargo. Don’t put too much pressure on 
your waist by lifting it with the power of your legs.

화물의 올바른 운반방법
How to Move Cargoes Properly

       화물을 운반할 때 최단거리를 선택하고 여러 차례 반복운반, 중계운반 등은 하지 않는다.
 When moving a cargo, select the shortest route. Do not move it repeatedly several times. Do not 
relay moving work.

       운반시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은 하지 않는다.

 Face to the direction of progress when moving it. Do not carry it backward.

       어깨 높이보다 낮은 위치에서 화물을 운반한다.
 Move it at a position lower than your shoulder height.

       쌓여 있는 화물을 운반할 때는 중간이나 밑에서 뽑지 말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운반한다.
 When moving a stacked cargo, carry it from top to bottom, not from the middle or bottom.

       길이가 긴 화물(사다리 등)을 운반할 때 혼자서 어깨에 멜 경우 화물의 끝을 작업자의 신
장보다 약간 높게 하여 모서리에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When carrying a long cargo (such as a ladder) on your shoulder, make sure that the 
end of the cargo is placed a little higher than you to prevent yourself and the cargo from 
hitting an edge.

       길이가 긴 화물을 공동으로 어깨에 멜 경우 작업자 모두 같은 쪽 어깨에 메고 지정된 신
호에 따라 작업한다.
 When a long cargo is jointed to the shoulder, all the workers are put on the same 
shoulder and work according to the designated signal.

       공동으로 운반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간의 체력과 신장이 비슷한 사람끼리 작업한
다.
 When moving an object jointly, work with people with similar physical strength 
and heights.

       평평하고 넓은 유리나 철판을 운반할 때는 안전장갑,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운반
한다.
 When moving flat and wide glass or steel plates, move them with safety gloves, safety 
shoes and others on.

Safety Work Practices for Prevention of Low Back Pain



산업안전101 102

요통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방법

최적 안전작업 범위
Optimal Range for Working Safely

       최적 안전작업 범위는 몸의 무게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허리에 주는 부담도 
가장 적다.
 An optimal range of working safely is the part closest to the center of the gravity of a 
body. This way gives the least burden to the waist.

        이 구역은 팔을 몸체에 붙이고 손목만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이다.
 This area is a range where you can attach your arms to your body and move it up and 
down your wrist.

      이 범위 내에서 작업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장 적다.

 The waist receives the lightest burden when working within this range.

안전작업 범위
Range for Working Safely

   이 작업 범위는 몸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구역으로 그 범위는 팔꿈치를 몸의 측면에  
붙이고 손을 어깨 높이에서 허벅지 부위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This work range is slightly away from the body and means a range where you 
can move your hands from your shoulders to your thighs with your elbows on the 
sides of your body.

   이 작업 범위에서 작업 시 허리에 가해지는 압박은 약간 있으나 비교적 안전하다.
 In this work range, there is some pressure on the waist while working, but it is relatively 
safe.

Safe Work Method to Prevent Back Pain
주의 작업 범위
Range of Cautious Work

   이 작업 범위는 몸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진 구역으로 그 범위는 팔을 완전히 뻗어서 손
을 어깨까지 들어올리고 허벅지까지 내리는 범위이다.
 This range is a little further away from the body and means a range where you extend 
your arms completely and lifts your hands to your shoulders and put them down to your 
thighs.

   이 작업 범위에서 작업 시 허리에 가해지는 압박은 비교적 큰 압력으로 허리가 지탱할 
수 있는 한계까지 도달한 상태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It must be noted that the pressure applied to the waist during working in this working 
range has reached the limit that the waist can support with relatively large pressure.

위험작업 범위
Range of Dangerous Work 

   이 작업 범위는 몸의 안전작업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구역으로, 이 범위에서 작업을 
하면 중량물을 놓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허리가 안전하게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
 This range is completely outside a safe working range of a body. Working in this range, 
not only may you lose a heavy object but your back cannot safely support its weight.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매우 크며 이 범위는허리의 지탱 한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매우위험하다.
 Pressure put on the waist is very large, and this range is very dangerous because it 
already exceeds the waist support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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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시 유의사항

중량물 운반하기
Carrying Heavy Goods

   혼자서 운반할 때 
     혼자서 운반할 때는 아래와 같이 운반하고 방향 전환 시는 몸을 틀지 말고 먼저 이동방

향으로 발을 옮긴다.
 When you carry heavy object by yourself

     When moving a heavy object by yourself, carry it as shown below, but do not twist your 
body when you change your direction, but first move your feet in the direction of the 
move.

   2인 이상 운반할 때55kg 이상의 운반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반하고, 운반할 때는 
중량물 가까이 신체를 붙여서 허리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 들도록 하며 지휘자를 정하여

 작업방법, 순서, 기계·기구 점검 등에대하여 지휘를 받도록 한다.
 When two or more people move an object 

     Two or more people are required to move an object which weighs more than 55kg. 
When moving it, they must attach their bodies close to the object and raise it to a position 
higher than their waists. One of them must take command, and the rest must be directed 
in terms of working methods, order, and the inspection of machines and instruments.

중량물 밀기
Pushing Heavy Objects  

운반물이 무거운 것일수록 다리를 크게 벌려 허리를 낮추고 앞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밀도
록 한다.

The heavier an object is, the wider you have to spread your legs. Then push it with your 
back low and your body weight on your foreleg.

중량물 끌기
Drawing Heavy Objects 

무거운 물건을 한 손으로 끌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거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허리
를 다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운반물은 양손으로 끌고 또 다리를 모으지 않도록 한다.

If you drag a heavy object with one hand, you may move toward an unexpected direction, or the 
center can be lopsided to one side and hurt your back. Therefore, carry the item with both hands and 
do not gather your legs.

높은 장소의 물건 들기
Lifting Objects in High Places 

운반 물체에 몸을 가까이 붙이고 안전한 받침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리는 운반물과 나란
히 하지 말고, 앞뒤로 벌려 신체의 균형을 유지한다.

Keep your body close to an object in a high place and use a secure pedestal. Do not 
keep your legs side by side with the object and keep your body balance by spreading your 
legs back and forth.

연속해서 물건을 옆으로 옮기기
Moving Objects repeatedly

허리를 비틀지 않도록 한다. 하반신을 돌려서 다리를 충분히 사용하고 무릎의 탄력을 이용
한다. 계속해서 작업할 때 물건의 무게는 체중의 40% 이하가 안전하다.

Do not twist your waist. Use your legs fully by turning your lower half and tap into the 
elasticity of your knees. When working continuously, the proper weight of objects is less than 
40% of your weight.

Cautions for Handling of Heavy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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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어깨에 메기
Put Objects on Shoulder  

상체를 구부리지 말고 등을 곧게 펴도록 한다. 걸을 때는 허리를 낮추고 무릎의 탄력을 이
용하도록 하고 물건의 중심과 허리와 발이 동일 선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Do not bend your upper body and straighten up your back. When walking, lower your 
waist and use the elasticity of your knee so that the center of the object and the waist and feet 

are kept in line.

요통의 진단 

요통이 의심되면 곧바로 전문의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건강진단 결과 요통 
으로 판명되면 의사와 협의하여 알맞은 분야로 작업을 전환하거나 작업 시간을 단축 
하는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If you have back pain, you must see a doctor immediately. If you are diagnosed with low 
back pain as a result of your health checkup, consult with your doctor to change your work 
or shorten your working hours. Basic Things You Must Know

Diagnosis of Back Pain

5. 응급처치 및 개인위생
5. First Aid and Personal Hygiene 

응급처치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First Aid  

부상을 당하기 전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사고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여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응급처치를 잘못
하여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소에 익혀 두어야 한다.

It is best to try to prevent accidents before you are injured. However, most people are 
confused when they get caught in an accident. Therefore, they cannot judge well. 
Sometimes they lose their lives because of poor first aid. That is why they have to learn 
first aid skills.

평상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응급처치 용구가 있는 장소를 확실하게 알아 둔다.
 Ensure that you know where your first aid kit is located.

 인공호흡방법 등 기본적이고 시급을 요하는 처치에 대해서도 잘 익혀 둔다.
 Learn basic emergency relief skills such as artificial breathing.

 부상자가 숨쉬는지 알아 본다.
 Find out if the injured person is breathing.

 부상자를 옆으로 눕히고, 얼굴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쇼크를 방지한다.
 Lay the injured person on the side, keep his face down to prevent shocks. 

 옷을 느슨하게 풀어 준 후 담요를 깔아 주고 덮어 준다.
 Loosen clothes and cover him or her with a blanket.

 마실 것을 주지 말고 부상자가 원하면 입술과 혀를 적셔 준다.
 Do not give a patient anything to drink. If a patient wants, wet his or her lips and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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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의 일반적 주의사항  

 침착하고 신속하게 피재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한다.
 Carefully and quickly observe the conditions of a patient.

 응급처치의 우선순위는 심장 마사지, 인공호흡, 동맥출혈, 큰 화상, 쇼크, 골절의 순이
며 상처 자체의 치료는 그 다음이다.
 The priorities of first aid are heart massage, artificial respiration, arterial bleeding, serious   
burns, shocks, fracture and the treatment of a wound in the cited order.
 호흡이 3분 이상 정지하게 되면 호흡이 회복되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으므
로 지체없이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Carry out artificial breathing without delay, as a patient cannot come to even after he or 
she begins to breathe normally if breathing stops for more than three minutes. 
 화상은 물을 자주 부어 열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런 다음 의사의 처치를 받도록 
한다.
 As for burns, it is the best way to remove heat by frequently pouring water on burns and 
then follow a doctor’s order.
 팔이나 다리 골절인 경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해당 부위를 곧게 펴지 말고 양쪽에 동
그랗게 말은 담요를 대어 준다. 양쪽에 동그랗게 말은 담요는 골절부분의 충격을 완화시
켜 준다.
 In the case of an arm or leg fracture, the most appropriate method is to roll up a blanket 
on both sides without stretching the fractured spot. The rolled-up round blanket will 
mitigate the impact of the fracture.

기본적인 응급처치법 

인공호흡법
Artificial breathing

물에 빠졌거나 갑자기 숨이 멈추었을때는 인공호흡을 하여야 한다. 제일 쉽고 많이 하는 
방법은 구강 대 구강법으로 입 안에 있는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목을 뒤로 젖혀서 기도를 
확보한 다음 환자의 코를 잡고 입 속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이다.대개 1분에 15~20회 정
도 시행하며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If a person falls into water or suddenly stops breathing, conduct artificial respiration on him or 
her. The easiest and most common method is mouth-to-mouth artificial respiration to remove 
all foreign substances from the mouth, keep the respiratory tract open by lifting the neck 
backward, and then blow air into the mouth by holding the nose. Conduct this 15 to 20 times 
per minute and quickly take the patient to the hospital.

피가 많이 나올 때 상처 소독법
How to disinfect a wound when much blood comes out of it

상처를 소독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피가 나는 곳을 깨끗한 거즈 등으
로 힘껏 눌러 주어 지혈을 시킨다. 약 5분 이상 눌러주면 피는 멈추게 되며 그 이후 상처를 알코올
이나 과산화수소수 등을 솜에 적셔서 핀셋으로 잡아 발라 주며 깨끗한 거즈를 덮은 후 반창고를 
붙인다.

An important thing to do before disinfecting a wound is to stop blood from it. Stanch bleeding with 
pressing down clean gauze among others on the bleeding spot. After about five minutes, the bleeding 
will stop. Put cotton with alcohol and hydrogen peroxide water with tweezers, cover the spot with clean 
gauze and put a sticking plaster on it. 

General precautions for first aid Basic first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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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련을 할 때
Convulsion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 주위 사람은 당황하게 된다.  
이 때는 침착하게 일단 두꺼운 거즈나 종이 등을 입에 물려서 혀를 깨물지 않게 하고, 다른 
곳에 부딪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련은 5분 이내에 멈추며 5분 이상 계속되
는 경련은 지속성 간질의 가능성이 크므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If a person suddenly falls into a fit of convulsions, it will make people around him or her at a 
loss. In this case, calmly put thick gauze or paper into the patient’s mouth so that the patient 
will not bite his or her tongue and prevent it from bumping against something. Most seizures 
stop within five minutes, and a seizure lasting more than five minutes is highly likely to be an 
epileptic seizure so the patient must be taken to the hospital as soon as possible. 

토할 때
Vomiting
 

의식이 있을 때 토하면 등을 가볍게 두드려 준다. 의식이 없을 때에는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
지 못하게 목을 옆으로 돌려 주고 입 안의 토사물을 제거한다.

When a patient is conscious, lightly hit him or her in the back. When there is no consciousness, turn 
the neck to the side so that the vomited matter will not enter the respiratory tract and remove it from the 
mouth.

기도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When a foreign body is caught in the respiratory tract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으로서 환자의 몸 뒤에 서서 양손을 모아 껴안듯이 하면서 명치 
위 가슴에 대고 세게, 그리고 빨리 눌러 이물질이 튀어 나오도록 한다.

This is a life-threatening emergency. Stand behind the patient's body and put your hands 
around the patient as if to hug him or her, hold the patients close to you and pressing him or 
her firmly against your chest strongly and quickly to make the foreign body come out.

의식이 없을 때의 유의 사항
Steps to take when you find someone unconscious 

의식이 없을 때는 제일 먼저 호흡과 맥박을 확인 하여야 한다. 만약 호흡이 없다면 인공호흡을 
하여야 하며, 맥박이 없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호흡과 맥박이 있다면 목을 뒤로 
젖히어 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토할 경우에는 토사물이 기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를 옆
으로 돌려 주면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주의사항은 아무것도 먹여서는 안 된다.

If you find someone unconscious, you must first check the patient’s breathing and pulse. If 
there is no respiration, carry out artificial respiration on him or her. If there is no pulse, CPR 
must be performed.

If the patient breathes and pulses, his or her neck must be leaned backward to keep the 
respiratory tract open. If the patient vomits, quickly take him or her to the hospital while keeping 
his or her head sideway so that the vomited matter will not enter the respiratory tract. Don’t 
let the patient eat any food.

물이나 불에 데었을 경우
Burns by hot water or fire

끓는 물이나 불에 데었을 경우에는 찬물에 15~20분간 담근다. 물집은 터트리지 
않으며, 상처 부위를 깨끗이 소독한 다음 외용 항생제를 사용하고 상처를 보호한다. 
다음에는 화상면적을 확인하고 화상 면적이 30% 이상이라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야 한다.

If you get burned by boiled water or fire, put the burn into cold water for 15 to 20 minutes. 
Do not break blisters. Disinfect the burned spot, use external antibiotics and protect the wound. 
Next, check the burned area and if the area is over 30%, you have to go to the hospital 
without delay.

뜨거운 연기를 흡입한 경우
Inhalation of hot smoke 

환자를 탁 트인 곳으로 옮기고 옷과 허리띠를 풀어주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호흡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단 목을 뒤로 젖히면서 숨을 쉬게 하고 입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준다. 토할 경우에는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
록 하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간다.

Move a patient to an open area, loosen his or her clothing and belt and let him or her drink 
fresh air. If the patient has difficulty breathing, make him or her breathe and remove any foreign 
material from the mouth by leaning the neck backwards. If the patient vomit, turn his or her 
head sideway so that the vomited matter will not enter the respiratory tract. Take the patient to 
the hospital as soon as possible while perform artificial respiration on th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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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생 

몸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은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건강관리 방법의 기초단
계라 할 수 있다.

Keeping your body clean is a basic step in active health care that can prevent diseases.

손 씻기
Hand Washing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손은 항상 몸의 구석구석을 만지기 때문에 
오염된 손은 각종 병균들을 몸의 여러 곳에 쉽게 옮길 수 있다. 손에 묻은 병균은 피부는 물론 눈, 
코 그리고 입, 몸 속으로 옮겨져서 병을 일으킨다. 특히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 가
장 잘 전파되기 때문에 외출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을들이도록 한다.

Washing hands frequently is the first step in preventing diseases. Because hands always touch 
every part of the body, contaminated hands can easily move various germs to different parts of the 
body. Germs on the hands are transferred into the skin, eyes, nose, mouth, and body, causing 
diseases. In particular, viruses that causes colds spread mostly through hands, so be sure to wash 
your hands when you get back from going out.

속옷 갈아 입기
Changing Underwear

속옷을 자주 갈아 입는다. 몸에서는 땀, 피지 등과 같은 분비물이 계속 나오므로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축축해져서 냄새가 나기 쉽고, 곰팡이나 병균의 서식지가 된다. 속옷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몸의 분비물을 흡수하는데, 속옷을 오랫동안 갈아입지 않으면 
나쁜 냄새가 나고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

Change underwear often. In the body, secretions such as sweat and sebum among others 
keep on coming out, so if you do not keep it clean, it becomes damp and smells easily, and 
a good habitat for fungi and germs. Underwear not only protects the body and keep it warm, 
but also absorbs the secretions from it. If you do not change your underwear for a long time, it 
will emit stench and cause a disease. 

손톱과 발톱 관리하기
Taking Care of Nails and Toes 

손톱과 발톱이 길게 자랐는데도 그대로 두면 병균의 온상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나 친구
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손톱을 깎을 때 손톱의 가장자리를 심하게 둥글게 하면 손톱이 
자라는 과정에서 주위의 살을 파고들어 심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손톱과 발톱의 
모양을 지나치게 둥글게 깎는 것은 좋지 않다.

If nails and toes grow long, they will not only become a hotbed for germs, but they 
may also hurt body parts. If you make the edges of your fingernails too round when 
you cut your fingernails, the fingernails can dig into flesh around them and cause 
severe inflammation. Therefore, it is not good to cut fingernails and toes to make them 
too round.

양치질 하기
Brushing Teeth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양치질을 한다. 양치질은 매일 입 안에 형성되는 프라그
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생습관이다. 올바른 칫솔질은 잇몸과 이 사이
에 칫솔을 45도 각도로 놓은 후에 좌우로 약간의 진동을 주어 프라그가 떨어지게 한 후 윗니
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향해 돌리면서 닦아주는 것이다. 양치질은 음식을 
먹은 후에 하는 것이며, 하루에 세 번은 해야 한다. 만일 양치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식
물을 먹은 후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 좋다.

Brush teeth for three minutes after every meal, three times a day.
Brushing teeth is a hygiene habit necessary to removing plaque and food waste formed in 

your mouth every day. 
Correct tooth brushing is placing a toothbrush at a 45-degree angle between the gum and 

the tooth and letting plagues fall by giving the teeth some vibration and cleaning the upper 
teeth from top to bottom and the bottom teeth from bottom to top. Brush teeth after eating food 
and three times a day. If you cannot brush your teeth, it is best to rinse your mouth with water 
after eating.

Person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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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하기
Bathing 

매주 1~2회 목욕을 한다. 피부에서는 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분비물이 생겨나기 때문에 
모기나 벌레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곤충에게 자주 물릴 수도 있고 몸에 세균이 번식
하기 쉽다. 때를 밀 때는 때밀이 타월로 심하게 문지르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한 후 쓰다듬듯 
씻도록 한다.

Take a bath once or twice a week. In the human skin, sweat and other secretions are 
created. They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mosquitoes and insects and invite them to 
bite the body and help bacteria breed. When you cleanse your body, do not rub it too hard 
with a bath loofah. Warm your body first and cleanse it softly.

항문 닦기
Anus Cleaning 

생식기와 항문 주위를 깨끗이 한다. 항문 주위를 깨끗이 닦아 주지 않으면 대변 자체가 항
문 주위의 피부를 자극해서 심한 가려움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대변 속에 있
던 세균이 항문과 가까이 있는 요도나 성기로 옮겨져서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Clean the genitals and anal and spots around them. If spots around the anus are not wiped 
clean, excrement itself can irritate skin around the anus and cause severe itching or 
discomfort. Moreover, germs in stools may be transferred to the urethra or genitalia near the 
anus and may cause a disease.

머리감기
Washing Hair 

머리를 자주 감아야 한다.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는 머리 속에는 기름진 물질인 피지가 많
이 분비되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해 준다. 오랫동안 머리를 감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끈적끈
적해지고 가려움증을 일으키며, 가려움증으로 피부를 긁어 상처를 통해 나쁜 세균이 침투해
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비듬이 없어지지 않고 머리카락에 붙은 채로 남아있게 되어 
자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좋지 않은 느낌을 주게 된다. 적어도 일주일에 3~4회는 머리를 
감아서 머리카락과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Hair must be frequently washed. The human head with hair generates a lot of sebum, 
which is an oily material that softens hair. If you do not wash your hair for a long time, your hair 
becomes sticky and itchy. If you scratch itchy skin, harmful germs can penetrate into your 
body through the scratched parts and cause infections. Moreover, dandruff does not 
disappear and remains attached to hair, which makes you and the people around you 
uncomfortable. You must keep your hair and scalp clean by washing your hair at least three 
to four times a we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