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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연결 프로그램 (Prevention link)의 등대 기획(Lighthouse Initiative)에서 제공 직장 안전 및 보험법
— 정보 안내서 —

	 직장 안전 및 보험법	(WSIA)이란		
무엇 일까요?

직장에서 상해를 당했을 때 해야 할 것

	보상 청구서 제출 시기

	 어떤 분들이 직장 안전 및 보험법		
(WSIA)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안전 및 보험법 (WSIA)은 온타리오 법으로 업무 상 
상해를 입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를 위한 혜택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규정합니다.

	 WSIB	보상 청구를 위한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 까요?

노동자 (WSIB 문서 양식 6)	
귀하는 상해를 입은 후, 반드시 바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해 당일로부터  
6 개월 이상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고용인 (WSIB 문서 양식 7)	
만약 노동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 할 경우, 고용인은 
노동자의 상해/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1. 
건강 관리를 요하는 경우.
02. 
정규 근무를 결근 하는 경우.
03. 
정규 근무을 하고도 정규 보수 보다 적게 받은 경우.
04. 
정규 보수 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변경된 
근무를 하는 경우.
05. 
정규 보수를 받으면서 달력 날짜로 7일 이상의 
변경된 근무를 요하는 경우.

모든 온타리오 노동자가 이 직장 안전 및 보험법 (WSIA)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즉시 의료 시설을 찾아가서
치료을 받고, 의사에게 직장
상해임을 알려야 합니다

» 귀하는 반드시 가능한
신속하게 고용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귀하는 법적으로 상해를
보고 했다는 이유로
해고 될수 없습니다

» WSIB 문서 양식 6
을 작성하세요
(노동자 상해/ 질병 보고서)

» 직장 상해나 질병을 조사
하고 문서화 하십시오

» WSIB 문서 양식 7
을 작성하세요
(고용인 상해/ 질병 보고서)

» 상해 당한 날의 
노동자들 임금을
지불 하십시오

» 노동자 직업 복귀를 위해 업무
시 제한 되어야 할 것들이나
업무의 한계 등에 관한 권고를
제공하세요

» 직장 상해에 관계된 정보를
WSIB에게 제공하세요

» WSIB 문서 양식 8
을 작성하세요
(건강 전문의 보고서)

노동자 고용인
의사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

귀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이 직장 안전 및 보험법	
(WSIA)을	주관,	관리,	및 시행 할까요?
» 직장 안전 및 보험 위원회 (WSIB)가 이

WSIA을 주관, 관리 및 시행 합니다.
» 직장 안전 및 보험 위원회 (WSIB)가 상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및 서비스 수해 자격을 결정
하기 위해 스스로 그들의 업무 방식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 상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보상 혜택
* 영구 상해 보상 혜택
* 건강 관리 보상 혜택
* 직업 복귀를 위한 지원

» 직장 안전 및 보험 위원회 (WSIB)는 온타리오
고용주들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이지 조세 체계
(세금)에서 자금을 받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직장 상해, 사망 및 질병은 고용주들의 배상 의무
이지, 납세자의 의무가 아님).

» 노동자들 및 고용주들 모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직장 안전 및 보험 위원회 (WSIB)의 결정을
항소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 귀하가 직장에 관련된 질병 질병을 진단 받은 경우

» 귀하가 직장과 관련된 압박/스트레스 관련된 건강
상태를 진단 받은 경우

» 귀하가 직장과 관련된 심리적
건강 상태 진단 받은 경우

» 귀하의 직장과 관련된 상해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발병한 경우

자료 정보
WWW.PREVENTIONLINK.CA 

WWW.WSIB.ON.CA

WWW.ONTARIO.CA/LAWS/STATUTE/97W16

OFFICE OF THE WORKER ADVISER:  
www.owa.gov.on.ca or 1-855-659-7744

INDUSTRIAL ACCIDENT VICTIMS GROUP  
OF ONTARIO (IAVGO):  
www.iavgo.org or 416-924-6477

INJURED WORKERS COMMUNITY  
LEGAL CLINIC (IWC):  
www.injuredworkersonline.org or 416-461-2411

LEGAL AID ONTARIO:  
www.legalaid.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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