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근로 안내서
고용주는 신규 직원이 근무를 시작할 때 본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www.fairwork.gov.au/fwis 참조

급료 및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 정보
코로나바이러스 기간 동안 직장 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coronavirus.fairwork.gov.au를 참조하세요.

호주의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아래에 따른 혜택자격 및 보호를 받습니다.
공정근로법

• 모든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혜택자격
•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전국 고용
표준) 포함

단체협약서

근로기준서 (AWARDS)

• 산
 업 또는 직업에 대한
최저 급료 및 근로조건
명시
• 호주의 대다수
근로자에게 적용

고용계약서

• 특정 직장에 대한 최저
급료 및 근로조건 명시

• 개별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근로조건 제공

• 공식 절차를 통한 협상
및 승인

• 최
 소 혜택자격을
축소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귀하의 근로기준서를 찾아보십시오: www.fairwork.gov.au/awards. 귀하의 직장에 단체협약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www.fwc.gov.au/agreements

임시직 직원
임시직 직원도 일을 시작할 때 임시직 고용 안내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fairwork.gov.au/ceis를 참조하십시오.

급료
최저 급료는 근로기준서 또는 단체협약서에 명시됩니다. 귀하의 일자리에 대한 근로기준서 또는 협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적어도 국가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근로자가 더 낮은 급료 지급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저 급료는 보통 매년 갱신됩니다.
근로자가 받아야 할 사항을 알아보십시오: www.fairwork.gov.au/minimum-wages
국가 최저 임금
2021년 7월 1일부터

시간당 $20.33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시간당 $25.41
임시직 (casual)

이 금액은 근로기준서 또는 단체협약서가 없는 근로자를 위한 성인 급료입니다.
미성년자, 수습직원 및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더 낮은 급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료, 휴가 및 종료 혜택자격을 확인하려면 아래의 본 기관 무료 계산기를 사용하십시오.
www.fairwork.gov.au/pact

알고 계셨나요?
아래 사이트에서 무료로 나의 계정 (My account) 을 만들고 한 곳에 직장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www.fairwork.gov.au/register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면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에서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되는 무료
온라인 코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www.fairwork.gov.au/learning
Record My Hours app은 자신의 근무 시간을 신속하고 쉽게 기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앱은 App Store 및 Google Play에서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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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및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 정보
전국 고용 표준
이는 모든 피고용인들을 위한 최저 기준들입니다. 규정 및 예외사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기준서 혹은
계약에 좀더 자세한 사항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www.fairwork.gov.au/NES에 있는 전국 고용 표준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자
연차휴가

개인휴가
(병가 또는 간병인 휴가)

간병인 휴가

연간 4주 유급 휴가 (파트타임의 경우 해당 비율) + 해당
자격이 되는 교대근무자를 위한 1주

연간 10 일 유급 휴가 (파트타임의 경우 해당 비율)

허용되는 경우마다 2일 무급 휴가 (특별 휴가가 남아

허용되는 경우마다 2일 무급

있지 않는 경우)

휴가

경조사 휴가

허용되는 경우마다 2일 유급 휴가

가정 폭력 휴가

12개월마다 5일 무급 휴가

지역사회 서비스 휴가
• 배심원단 서비스
• 긴
 급사태 관리 자원봉사
활동

임시직 근로자

10 일 유급 휴가와 보충 급료 + 필요한 경우 무급 휴가
해당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급 휴가

허용되는 경우마다 2일 무급
휴가

12개월마다 5일 무급 휴가

필요한 경우 무급 휴가
해당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급 휴가

장기근속 휴가

유급 휴가 (금액 및 자격 규정은 주 및 준주에 따라 다름)

주 및 준주에 따라 다름

육아 휴직
12개월 근무 후 자격

12개월 무급 휴직 – 고용주의 동의가 있으면 최대
24 개월까지 연장 가능

정기적 또는 체계적 임시직의
경우 12개월 무급 휴직 고용주의 동의가 있으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풀타임 근로자: 주당 38시간k + 적절한 추가 시간
최대 근무 시간

파트타임 및 임시직 근로자: 38시간 또는 근로자의 통상적 주당 시간 (둘 중에서 적은 쪽)
+ 적절한 추가 시간

공휴일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유급 휴일. 근무
요청을 받는 경우 거부하는 것이 적절하면 거부할 수
있음.

고용종료 통지

고용 기간 및 연령에 기초한 1-5주 전 통지 (또는 통지를
대신하여 급료 지급)

정리해고 급료
12개월 근무 후 자격

고용 기간에 기초하여 4 -16주 급료 (일부 면제사항 적용)

무급 휴일. 근무 요청을 받는
경우 거부하는 것이 적절하면
거부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직원으로 전환될 권리

임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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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및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 정보
유연성

직장에서 보호

근로자가 55세 이상이거나, 간병인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가족의 폭력을 겪고 있거나 (또는 폭력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고 있거나), 학령기 이하
아동의 부모이거나 보호 책임자인 경우에는, 고용된 지
12개월 이후부터 유연한 근로 조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아 또는 입양 휴가에서 복귀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요청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적절한 사업적 이유에 근거해서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가 개별적 유연성 조정안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협상을 통해 근로기준서 또는
단체협약서의 특정 조항을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별적 유연성 조정안은 진정한 선택
사항이어야 합니다 – 그것이 고용의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귀하의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모든 근로자는 직장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자는 권리를
갖거나 행사하는 것 때문에 차별 대우나 더 나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데, 예를 들면, 근로자가 유연한 근로 조정안을
요청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용에 관해
문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합법적 노동쟁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결근하거나
차별, 따돌림, 괴롭힘, 성희롱, 강요, 왜곡된 표현, 사기 계약
및 부당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겪을 때 보호를 받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www.fairwork.gov.au/protections
www.fairwork.gov.au/bullying-harassment

고용 종료

www.fairwork.gov.au/flexibility

고용이 종료되면, 여러분의 최종 급료에 임금, 미사용 연가
및 장기 근속 휴가 등과 같은 미지불 혜택자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입 권리
출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업무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대변하는 근로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 의심되는 안전 문제를 조사하는 것 또는 직장
법률의 위반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용주에게 통보하는 것과 같은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문서를 조사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참여 허가서 소지자,
노동조합 및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www.fwc.gov.au/entry-permits

여러분이 고용종료 통지를 받거나, 또는 통지 대신 급료를
받을 자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비행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직하는 경우
여러분이 고용주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및 최종 급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fairwork.gov.au/ending-employment
해고가 불공정하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공정
거래 위원회에21일 이내에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정 및 예외사항이 적용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www.fwc.gov.au

협약서 작성
단체협약은 고용주,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예: 노동조합)
사이에 협상됩니다. 사이에 협상됩니다. 이 절차를 ‘단체교섭’
이라고 하며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공정 근로
위원회는 단체협약을 점검하고 승인합니다. 단체협약의
체결, 변경 또는 종료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fwc.gov.au/agreements

사업체 양도
사업체의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전의 고용주와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3개월 이내에 새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일부 혜택자격이 그 새로운 고용주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매각되거나 업무가
외주화 되는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www.fairwork.gov.au/transfer-of-business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공정 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
•
•
•

급료
무료
직장
직장

공정 근로 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 직장의 불공정 해고, 불법적 종료, 괴롭힘, 성희롱, 차별
또는 ‘불리한 조치’에 대한 주장에 대처
• 단체협약 승인, 변경, 종료
• 참여 허가서 발급 및 노동쟁의 해결

및 혜택자격에 관한 정보 및 조언
계산기, 서식 및 온라인 코스
문제 해결 지원
법률의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집행

www.fwc.gov.au - 1300 799 675

www.fairwork.gov.au - 13 13 94

상업적 건축 업계에서 근무하는 경우 호주 건축 건설 위원회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abcc.gov.au - 1800 003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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