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스트레스 또는 정신건강에 해가 되는 문제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직장  
밖에서 행동하는 것에도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체적인 상해를  
가져오는 다른 산업안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터에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위해요소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해로운 일터는 문제제기를  
통해 고쳐나가야 합니다.

정신적 상해를 입었을 때 보이는 증상

나와 주변에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건강에 해로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증상:
• 만성 피로
• 자주 몸이 아픔
• 두통
• 수면 시간 변화
• 체중 변화

 

행동적 증상:
• 집중 장애
• 무기력한 일상생활
• 자존감 저하
• 사회 생활 기피
• 작업 효율성 저하
•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내는 증상

알고 계셨나요? 

산업안전은 
정신건강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 괴롭힘
• 불공정하거나 차별적 대우
• 고립된 작업
• 폭력 등 정신적 충격에 

노출된 환경
• 성폭력, 성희롱
• 야간 교대 등 고위험 업무 

 

• 일용직 계약 등 고용 불안정
• 임금, 노동 착취
• 업무 강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환경
• 주체적으로 일할 수 없는 환경

정신건강에 해로운 일터라면, 

정신건강을 해치는 일터

이렇게 해보세요:

• 일터에서 정신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잘 
적어둡니다. 여기에서 정신건강 
기록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migrantworkers.org.au/incident_log 

• 의사나 전문의료인에게 
산업안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담하세요

• 노동조합이나 직장 내 
산업안전보건회의에 알리세요 

• Migrant Workers Centre  
(이주노동자센터)와 상담하세요 
migrantworkers.org.au/get_help

• 전문 상담 시설에 연락하세요: 
Lifeline 13 11 14 lifeline.org.au 
(전국구 정신건강 상담기관) 
Victorian Suicide Line 1300 651 251 
www.suicideline.org.au 
(빅토리아 자살방지 상담전화) 
Beyond Blue 1300 269 438  
www.beyondblue.org.au 
(전국구 정신건강 상담기관)

 
호주 인구의 절반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 있으며, 많은 
이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때는 유급 
병가를 낼 수 있고, WorkCover  
(호주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나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빅토리아 
주의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igrant Workers Centre
와 상담하거나, worksafe.vic.gov.au
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우리 모두는 정신건강에 해롭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기 전에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직장 내 산업안전보건회의에 문의하면 직장 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P: (03) 9659 3516 
E: mwc@migrantworkers.org.au 

/mwcvic 

@mwcvic 

@mwcvic

어떻게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