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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의 소리(이하 “본 단체”라고 한다)는 범교회적 기독교 단체로서 개신교 교회와 교단, 기독교

인들이 히브리서 13장 3절의 명령을 수행하여 기독교 제한 국가에서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독

교인들과 협력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Voice of the Martyrs Korea (hereinafter called the “Organization”) is a Christian parachurch ministry 
that exists to equip Protestant churches, denominations, and Christians to carry out the command of 
Hebrews 13:3 in partnership with faithful Christian witnesses in countries where such witness is 
restricted. 

본 단체는 일반 대중을 위한 교회가 아니며 교회를 대신하여 위임받은 종교활동을 하는 선교단체나 

비영리기관이 아니다. 스탭들과 구성원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다른 개신교 기독교인들과 교회, 기독교 공동체들 또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준비

시키는 사설 기독교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모든 활동(예를 들어, 예배, 기도, 자원봉사, 식사)에 참

여하는 것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초청이나 사전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The Organization is not a church for the general public, nor is it a mission organization or an NGO 
undertaking religious activities delegated to it in place of the church. It is a private Christian community 
in which staff and constituents seek to be faithful to Hebrews 13:3 individually and corporately, and 
then to encourage and equip other Protestant Christians, churches, and Christian communities to do the 
same. Participation in any activity of this community (e.g., worship, prayer, volunteering, meal service) 
is only possible by invitation or prior approval, unless otherwise stated.

사설 기독교 공동체이지만, 본 단체는 당국의 권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로마서 13장 

1절 참조) 단체 운영에 있어 공동체, 근무지 및 취업에 관한 규칙들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약속한

다. 본 단체는 모든 스탭과 구성원, 당국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이 규칙들을 지킬 책임을 갖

는다.

Even though it is a private community, the Organization takes seriously that it is subject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cf. Romans 13:1), and so it is committed to transparently sharing the community, 
workplace, and employment rules under which it operates. For the upholding of these rules, the 
Organization is responsible—to its staff and constituents, to the authorities, and, most importantly, to 
God. 

제 1 장    총 칙

 C h a p t e r  1     P r e a m b 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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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Article 1 (Purpose)

본 취업규칙은 본 단체 스탭의 채용, 근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스탭들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규칙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ese Employment Rules is to determine the employment of staff of the Organization, 
service and working conditions, etc., and to indicate the Rules by which these staff undertake their work 
together.

제2조(적용범위)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①  본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본 단체에 근무하는 스탭에게 적용된다.

These Employment Rules (hereinafter called the “Rules”) shall apply to staff working for the 
Organization.

②  스탭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본 규칙 이외의 다른 본 단체규정에 별도

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cept as otherwise set forth in laws,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or other collective rules 
other than these Rules, the service and working conditions of staff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se Rules.

제3조(스탭의 정의) Article 3 (Definition of Staff)

①  본 규칙에서 “스탭”이라 함은 본 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

한다.

In these Rules, the term “staff” means an indefinite contract worker or a fixed-term worker who has 
entered into a labor contract with the Organization.

②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An indefinite contract worker refers to an employee who has entered into a labor contract with no 
fixed period.

③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A term worker is a worker who has entered into a work contract with a fixed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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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사지원자 규정) Article 4 (Job Application Policy)

①  모든 입사 지원자를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또한, 모집을 공고한 경우이든 아

니든 항상 지원서와 이력서를 접수하는 것도 본 단체의 방침이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treat all job applicants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It is also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accept applications and resumes at all times, whether solicited or 
unsolicited.

②  CEO의 비서는 지원서와 이력서 및 본 단체에서 요구한 문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초기 검토하여 해

당 지원자가 채용 중인 직위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해당 지원자가 적합하다고 결정되면, CEO의 

비서는 채용부서 상관/관리자와 리더십 팀과 추가 심사 및 면접 일정을 조율한다. 해당 지원자가 

특정 직위의 최종 후보자로 확정되면 리더십 팀은 지원자의 추천서를 검토하고, 지원서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며, 적절한 신원조회를 시행한다. 모든 채용 업무는 본 단체 리더십 팀이 담당한다. 

입사지원서와 이력서는 1년간 파일로 보관된다.

The Executive Assistant to the CEO performs an initial review of applications, resumes, and the 
Organization’s inquiry forms to determine if the applicant is a candidate for a current job opening. If 
the applicant is determined to be a candidate, the Executive Assistant to the CEO will coordinate 
additional screening and interviewing activities with the hiring supervisor/manager and the 
Leadership Team. If an applicant progresses to be a final candidate for a position, the Leadership 
Team will review the candidate’s references, verify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and conduct 
appropriate background checks. All job offers are handled by the Leadership Team. Applications and 
resumes are kept on file for one year.

제5조(채용기준) Article 5 (Criteria for Employment)

①  모든 지원자와 스탭에 대한 개인적, 업무적, 영적 기준

Personal, Professional, and Spiritual Criteria for all Applicants and Staff

본 단체의 모든 정규직 스탭은 한국 개신교 공동체를 섬기는 전임 사역자이다. 이는 다음에 해당하

제 2 장    채용, 계약 및 법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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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만 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ll permanent staff positions at the Organization are career ministry positions at the service of the 
collective Protestant church community in Korea. This means that individuals should only apply to 
join the Organization if:

1. 자신이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교육 요건을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인 지원자는 

단체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에 고용된 기간 동안 추가 교육을 위해 학

교로 돌아가거나 그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They have completed, or are scheduled to complete by the time of their projected hire, the 
educational requirements suitable to perform the work for which they are applying, and they do 
not need or plan to return to school for additional education during the time of their employment 
with the Organization, except as required by the Organization for Organization-related purposes

2. 지원자가 다니는 지역교회는 지원자가 지역 교회에서의 역할보다 본 단체에서 맡은 역할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hey, and the local church in which they hold membership, are prepared for and supportive of the 
applicant’s primary ministry service and commitment to be to their role at the Organization, rather 
than to their role at their local church

3. 지원자는 매주 근무 시간 이외에 할당된 특정 시간(취업규칙 제59조에 명시된 히브리서 13:3시

간 참고)에 가족, 친구, 교회 구성원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순교자의 소리로서 사역할 준비를 한다. 히브리서 13:3사역은 그들과 함께 단체의 자료들을 읽

고 단체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They are prepared to serve personally as the voice of the martyrs in their sphere of influence, 
allocating significant time outside of office hours weekly (i.e., the Hebrews 13:3 hours described 
in Article 59 of these Rules of Employment) to train their family, friends, church members, and 
others within their personal sphere of influence to undertake Hebrews 13:3 ministry, and, together 
with them, to read the Organization’s materials and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s events and 
activities

4. 지원자는 근무지를 계속 변경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원숙한 경력을 유지하며 사역자 마인드를 갖

고 단체에 고용되기를 추구한다. 

They are not vocationally restless but instead are pursuing employment at the Organization with a 
stable, mature career- and ministry-mindset

5. 지원자는 일을 통해 개인적, 업무적,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전념한다. 본 단체의 모든 스탭은 예

외 없이, 매일 아래의 사항들이 요구된다. 

They are committed to growing personally, profession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wor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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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staff without exception, the Organization requires the following on a daily basis:

가. 개인적: 겸손함, 배우려는 자세, 자기희생, 수양, 융통성, 진실하고 진정한 관계 형성을 위

한 헌신, 다국어와 다문화 환경을 편하게 받아들임, 영어/한국어 2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 

매일 성장하려는 노력, 다른 사람을 위한 음식 준비

Personally: humility, teachability, self-sacrifice, discipline, flexibility, committed to genuine 
and authentic relationships, comfort in a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environment, 
commitment to grow daily toward bilingual English/Korean speaking, preparing meals for 
others

나. 업무적: 신중한 재무기록 관리, 일일보고 작성, 일반적이고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 학습 및 

사용, 업무 내외에서의 보안 및 기밀 유지 실무 준수, 멀티태스킹, 세부사항 주의, 항상 시간 

엄수, 팀워크에 기여, 시간 내에 업무 완료, 행정상 필요한 업무 처리

Professionally: careful financial recordkeeping, writing daily reports, learning and using both 
common and complex computer programs, adopting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practices at 
and away from work, multitasking, attending to detail, being punctual at all times, contributing 
to work teams, timely completion of tasks, taking care of one’s own administrative needs

다. 영적: 매주 성경구절과 찬양을 암송하는 그룹 기도, 다양한 배경의 기독교인들과 교제하고 

예배, 자신의 영향력 범위내에서 단체의 사역을 실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사로잡

히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기독교 갈등 해결에 전념  

Spiritually: Group prayer with weekly memorization of scripture and songs, interacting and 
worshiping with Christians from different backgrounds, practicing the Organization’s ministry 
within one’s own sphere of influence, committed to Christian conflict resolution, not 
captivated by political or social issues but by the gospel alone

제6조(입사지원서) Article 6 (Application for Employment)

본 단체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제5조의 채용기준에 적합하며 본 단체와 동일한 개신교 신앙을 가

진 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person of the same Protestant faith as the Organization who meets the criteria of Article 5 may 

apply to join the Organization by submitting the following initial documents:

①  이력서 

Resume

②  자기소개서  

Self-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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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규 지원서

Inquiry form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난 후, 본 단체의 요청에 따라 지원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Following a successful interview, the applicant shall supply the following documents when requested 
by the Organization:

①  개인, 신앙, 업무 분야별 추천서

Personal, religious, and professional references

②  인터뷰 과정 당시 받은 일반건강검진 증명서

Health check-up certificate obtained from an examination undertaken at the time of the interview 
process

③  현재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로부터 본 단체의 사역을 지원한다는 서명이 담긴 증명서

Signed statement from applicant’s current church pastor supporting the applicant’s service at the 
Organization

④  본 취업규칙의 서명본

Signed copy of these Rules of Employment

제7조(친인척 고용) Article 7 (Nepotism)

자격과 장점을 바탕으로 공정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본 단체는 친인척 고용

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갈등이 감지되거나 실제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줄

이기 위해, 친인척 고용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현 스탭의 친인척 고용은 그 스탭이 친인척을 직접 관

리, 감독하지 않거나 친인척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예: 고용, 유지, 이전, 승진, 급여, 휴가 요청 등)

과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 없는 경우에만 고용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부모, 자녀, 남

편, 아내,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조카, 양부모, 의붓자식, 처남, 사위, 며느리, 이복동

생 중 하나로 정의된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ensure fair and equitable employment based on qualifications 
and merit. The Organization does not discriminate in favor of or in opposition to the employment of 
relatives. To reduce perceived or actual conflicts from occurring (such as favoritism or personal conflicts 
being carried into the workplace), certain restrictions apply to the hiring of relatives. Relatives of current 
staff may be hired only if they will not be working directly for or supervising a relative or will not 
occupy a position with authority to affect decisions involving a direct benefit (e.g., hiring, retention, 
transfer, promotion, wages, leave requests, etc.) to the relative. A family member is defined as one of the 
following: parent, child, husband, wife, grandparent, grandchild, brother, sister, uncle, aunt, nep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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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ce, stepparent, stepchild, brother-in-law, sister-in law, father-in-law, mother-in-law, son-in-law, 
daughter-in-law, half-brother, or half-sister.

제8조(근로계약) Article 8 (Employment Contract)  

①  본 단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계약을 체

결한 스탭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본 단체는 해당 스탭의 동의 하에 이를 해당 스탭의 상용 이메일 

혹은 사내 메일로 송부할 수 있다. 

When the Organization initiates a labor contract with a person whose employment has been 
confirmed, the Organization may send the contract electronically, such as via commercial e-mail or 
in-house mail, detailing the following information:

1.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Wage composition items, calculation method, and payment method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Predetermined working hours, break times

3. 휴일

Holidays

4. 연차유급휴가

Annual Paid Leave

5. 고용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Matters concerning the place of employment and the work to be engaged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근로자에 한정한다) 

Labor contract period (limited to fixed-term staff)

7. 취업규칙

These Rules of Employment

②  본 단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1항의 일부 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내

용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교부할 수 있다. 

The Organization may issue relevant employment rule updates revising the contents of paragraph 1 
above, as conditions re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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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용기간) Article 9 (Probation Period)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한다. 

A new hire shall be in a probationary period during the first three months.

②  제1항의 시용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되, 시용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The probationary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be included when calculating a staff member’s 
number of years of service, but the probation period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staff member’s 
average wage calculation.

③  시용기간 중의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The tasks to be performed during the probation period are as follows:

1. 고용계약서에 규정된 업무

Tasks stipulat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2. 본 단체가 지정한 아래의 도서를 순서대로 읽는다. 도서는 스탭 참고도서 자료실에서 대여할 수 

있다. 각각의 도서를 읽은 후, 스탭은 감상문을 작성하여 상관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상관 혹은 단체 리더십 팀의 재량에 따라 스탭이 도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감상문

의 수정 또는 재작성이 요구될 수 있다. 시용기간 중의 스탭이 주어진 업무를 더 잘 이해하고 완

료할 수 있도록 감상문 샘플이 제공될 수 있다. 

Read the following books in the following order. The books may be borrowed from the 
Organization’s reference library. After reading each book, the staff shall write a reflection paper 
and submit to the staff’s supervisor for approval. At the discretion of the supervisor or the 
Organization’s Leadership Team, revision or rewriting may be requir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staff member demonstrates suitable grasp of the content. Sample reflection papers may be 
provided to aid the probationary staff in better understanding how to complete the assignment:

가. 피스메이커

The Peacemaker

스탭은 이 책에 제시된 갈등 해결 방법을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한다. 이는 제2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체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내부 및 외부적 갈등 해결의 기반이 된다. 

Staff shall carefully study the conflict resolution methodology presented there, as it forms the 
basis for all forms of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 resolution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s 
described in Article 26

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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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tured for Christ

다.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Preparing for the Underground Church

라. 지하교회를 심으라

Planting the Underground Church

마. 지하교회로 살라

Living in the Underground Church

바. 믿음의 세대들

These are the Generations

사. 영웅의 여정

The Hero’s Journey

이 책의 감상문은 책에 설명된 영웅의 여정 단계에 따라 이야기를 적는 형식으로 한다.  

The reflection paper for this book shall take the form of the staff member writing out their 
story in the Hero’s Journey format prescribed in the book

3. 제5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시용기간 중 히브리서 13:3 시간(히133)은 지정된 도서를 읽고 감

상문을 작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개인마다 읽고 쓰는 속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목

적을 위한 히133사역 시간의 적용은 히133 사역 전에 해당 스탭의 상관과 미리 논의되어야 하며 

시용기간 동안 감독 되어야 한다.  

During the probation period, Hebrews 13:3 (“H133”) hours, as defined in Article 59, may be 
utilized for reading the books and writing the reports, though as individual reading and writing 
speeds may vary, the application of H133 hours for this purpose should be discussed with the staff 
member’s supervisor before each H133 period and monitored throughout the probation period 

④  시용기간 중, 지정된 도서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했거나 매주간 

실시하는 시용평가에 따라 자질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등은 채용하지 아니한다. 

During the probation period, those who do not successfully complete the reading or writing 
assignments or who are determined not to have the qualities or meet the requirements as identified in 
the weekly probation review form shall not be employed.

제10조(비경쟁 합의) Article 10 (Non-Compete Agreement)

①  스탭은 다음 각호와 관련하여, 업무 종료 또는 퇴사 후 1년 이내 어떤 개인, 파트너, 기관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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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그 어떤 직간접적인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The staff shall not, indirectly or directly, do anything personally or directly for any person, partner, 
institution or organization in the first year after the end of their work or resignation, in relation to 
each of the following:

1. 본 단체의 사역 또는 자료와 유사한 사역 또는 자료 제공

Providing ministry services or resource materials similar to the Organization’s ministry services or 
resource materials

2. 단체의 기금 파트너, 스탭 혹은 다른 구성원을 다른 단체의 프로젝트나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모집

Recruit the Organization’s funding partners, staff, or other constituents to participate in non-
Organization projects or activities

3. 본 단체의 파트너나 경쟁업체에서 근무

Work for the Organization’s partners or competitors 

②  본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지원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스탭

은 즉시 해고될 수 있다. 

Any applicant who refuses to agree to these provisions shall be removed from consideration for 
employment. Any staff member who refuses to agree to these provisions shall be subject to 
immediate termination from employment.

제11조(비공개 합의) Article 11 (Non-Disclosure Agreement)

①  본 단체의 지적재산권, 사역 계획 및 기밀 사항을 비롯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본 단체의 지속적

인 성장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호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protect the Organization’s legal right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ministry plans, confidential matters, and numerous other elements which are critical to its 
continued growth and success.

②  스탭은 직무상 취득한 본 단체의 기밀 사항을 개인적으로 녹음하거나 기록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

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비밀과 기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Staff shall not personally record or note the Organization’s confidential information obtained in their 
duties nor divulge this information to others. The secrets and confidential matter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1. 스탭은 계약기간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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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체가 사용하거나 소유한 어떠한 비밀 거래나 본 단체 재산 정보 또는 본 단체가 사용하거

나 소유하고 있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staff use any confidential transactions or Organizational property or 
information or trademarks used or owned by the Organization for their personal benefit or for the 
benefit of third parties during the term of their contract

2. 근로계약 기간 동안 스탭은 본 단체나 본 단체 구성원의 비밀정보를 개인적으로 녹음하거나 기

록해서는 아니 된다. 스탭은 근로계약 중이거나 계약이 종결된 후에도 그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During their work contract, staff shall not personally record or note confidential information from 
the Organization or its constituents. The staff shall not disclos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either during or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③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스탭은 즉시 해고된다.

Any staff who violates any of these provisions shall be subject to immediate termination from 
employment.

제12조(이해 상충) Article 12 (Conflicts of Interest)

①  스탭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본 단체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상충될 수도 있는 상황 일체를 피해야 

한다. 스탭은 후원자, 동역자, 봉사자, 일반 거래처와의 모든 관계에서 본 단체의 이익을 위해 행

동해야 한다. 스탭은 이해 충돌이 잠재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상황 일체를 리더십 팀에 보고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Staff shall avoid any circumstances in which their personal interests and those of the Organization 
may conflict. The staff shall act for the benefit of the Organization in all relationships with the 
Organization’s sponsors, partners, workers, volunteers, donors, and students. Staff members should 
report to the Leadership Team any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Potential conflict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1. 스탭 또는 스탭의 가족이 본 단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혹은 본 

단체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단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단체에 깊이 관여된 경우 

The staff or staff’s family owns or has significant involvement in an organization which want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Organization, or with an organization that does substantially the same 
kind of work as the Organization

2. 스탭이 대인관계나 환경이나 사정으로 인해 본 단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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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ff may not be able to act in the interests of the Organization due to compe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nvironment, or circumstances

②  잠재적인 이해 충돌 상황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이 규정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스

탭은 리더십 팀에 질문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 이 규정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보고한 스탭에 대

한 보복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 단체 차원에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Staff have the responsibility to ask questions if they are uncertain about a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 and to report potential violations of this policy to the Leadership Team. Retaliation 
against staff who report potential violations is not permitted and will not be tolerated.

③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Violations of this policy may result in disciplinary action,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제13조(스탭 및 구성원 정보의 기밀) Article 13 (Confidentiality of Staff and Constituent 

Information)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단체와 구성원 정보의 기밀을 보호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staff and constituent information to 
the fullest extent of the law.

①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한 단체의 ‘신탁’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For purposes of this policy, the Organization’s “Trust” consists of the following:

1. 경영실

The Executive Office 

2. 리더십 팀

The Leadership Team

3. 본 단체의 관리자들

The Organization’s managers

4. 인사담당(HR) 스탭

Human Resources (HR) staff

5. 재무 및 행정 담당 스탭

Finance and Administration staff

6. 정보기술(IT) 담당 스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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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Technology (IT) staff

7. 단체의 학생인 경우, 해당 현장사역 팀

In the case of the Organization’s students, the corresponding Field Team

8. 단체의 후원자인 경우, 자원봉사팀

In the case of the Organization’s donors, the Volunteer Team

②  스탭 또는 구성원이 한 가지 목적으로 본 단체의 신탁에 제공한 모든 개인 정보에 관해 본 단체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Any personal information given to the Organization’s Trust by its staff or constituents for one 
purpose shall be used by the Organization for that one purpose and kept confidential to the fullest 
extent of the law.

③  스탭 또는 구성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이 단체의 신탁에 제공하거나 스탭 및 구성원과의 관계

에 따라 본 단체가 보유하는 기밀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onfidential information given to the Organization’s Trust by a staff or constituent (referred to here 
as the “Subject”), or held by the Organization by nature of its relationships with its staff and 
constituent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1. 단체와 대상자와의 관계

Subject’s relationship to the Organization

2. 단체가 대상자로부터 받은 정보나 물품

Services/goods received by the Subject from the Organization

3. 대상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Subject’s name, address, date of birth, and any official identifying numbers

4. 대상자가 포함된 사진, 영상, 오디오 녹음 혹은 기타 이미지

Photographs, videos, audio recordings, or other images which include the Subject

④  경찰,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정부 기관은 단체의 신탁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자동 접근권한을 가지

고 있지 않다. 당국이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절한 공식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

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기밀 정보 공개에 앞서 단체의 법률 고문과 협의하여 단체에 의해 검토

되며, 가능한 한 정보 대상자에게 정보 공개를 통지한다.

Police, law enforcement,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do not have an automatic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held by the Organization’s Trust. Where such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uthorities, 
requests must be made in writing using the appropriate official form and submission protocol. Such 
requests will be reviewed by the Organization, in consultation with its legal counsel, prior to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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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wherever possible, the subject will be notified of the 
information release. 

⑤  스탭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 또는 구성원에 대한 기밀 정보를 사건 현장에 있는 당국자들에게 공

개해서는 안 된다. 스탭은 당국으로부터의 모든 문의 사항을 상관, CEO의 비서 혹은 리더십 팀원

에게 전달해야 한다.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staff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about staff or constituents to 
authorities at the scene of an incident. Staff shall refer any and all inquiries from authorities to their 
supervisor, to the Executive Assistant to the CEO, or to a member of the Leadership Team.

⑥  스탭과 구성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한다.  

In order to preserve the confidentiality of staff and constituent information, the Organization adheres 
to the following commitments:

1. 스탭과 구성원에 대한 기밀정보는 하드 카피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Confidential staff and constituent information will be held securely whether in hard copy or digital 
form

2. 스탭과 구성원에 대한 기밀정보는 해당 정보와 관련된 스탭 또는 구성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

우에만 제3자에게 공개된다. 

Confidential staff and constituent information will be released to third parties only with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staff or constituent to whom the information relates

3. 업무 과정에서 스탭과 구성원의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스탭은 모든 관련 데이터 보호법을 항상 

준수한다. 

Staff handling confidential staff and constituent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will at all 
times adhere to all relevant data protection laws

4. 스탭은 기밀 위반의 결과를 인지하고 기밀 정보 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다.  

Staff will be made aware of the consequences of breaching confidentiality and be provided regular 
training in protec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5. 스탭과 구성원의 기밀정보를 다루는 스탭은 본 단체 신탁 구성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러한 정보

를 공개하지 않는다.  

Staff working with confidential staff and constituent information will not disclose such 
information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a member of the Organization’s Trust

6. 기밀 정보 공개가 승인되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포함된다. 

When confidential information is approved for release, only the minimum information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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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included

7. 가능한 경우, 본 단체는 대상자 정보를 익명화 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즉, 대상자의 신원 및 기

타 식별 가능한 세부 정보 제거)하거나 요청에 따라 대상자 정보에서 수집된 집계 통계를 제공

한다. 

Wherever possible, the Organization will anonymize or “sanitize” Subject information (i.e., the 
Subject’s identity and other identifying details removed) or present aggregated statistics compiled 
from subject information in response to requests

8. 스탭 및 구성원의 파일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제44조의 문서 보관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련 

정보만 보존되고 그 밖의 모든 정보는 폐기된다. 

Files of staff and constituents will be reviewed on a regular basis to ensure that only necessary and 
relevant information is retained and all other information is destroye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s records retention policy in Articl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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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일반적인 의무와 책임) Article 14 (Gener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스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Staff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①  모든 스탭은 본 단체의 사역을 우선적인 기독교 사역으로 여겨야 한다. 

All staff shall regard their ministry for the Organization as their primary Christian ministry. 

②  본 단체의 모든 스탭은 자신과 동료 스탭을 사역자로 여기며 단체의 모든 스탭의 직위는 사역자로 

간주되고 수행된다. 

All staff members at the Organization shall regard themselves and their fellow staff members as 
ministers, and all staff positions at the Organization shall be undertaken as and regarded as ministry 
positions.

③  스탭은 제5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히브리서 133시간을 사용하여 가족, 친구, 교회 구성원 및 기

타 동료를 포함하여 업무 밖 자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교자의 소리의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한다. 

Staff shall be committed to serving daily and personally as the voice of the martyrs in their own 
sphere of influence outside of work, including among their family, friends, church members, and 
other associates, through the use of Hebrews 13:3 hours, as detailed in Article 59. 

④  다른 교회를 섬기는 스탭은 교인 자격으로 해당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지만, 본 조항의 14항에서 

정의한 일요일 오전 시간 외에 깊은 헌신을 요하는 역할은 맡지 않아야 한다. 소속 교회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 단체에서 감당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 한다.  

Staff serving other churches may maintain their membership and continue to serve that church but 
must remove themselves from any role that requires substantial commitment outside of Sunday 
morning hours as defined in Paragraph 14 of this Article. Staff are not exempted from their 
responsibilities in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attend to responsibilities at their church.

⑤  스탭은 맡은 바 직무를 주님께 하듯 신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Staff shall faithfully perform their duties as unto the Lord.  

제 3 장    복 무

 C h a p t e r  3     S e r v i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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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스탭은 본 단체의 일반 책무에 관한 지침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

라야 한다. 

Staff shall comply with all regulations, including guidelines on the general duties of the staff of the 
Organization, and follow the legitimate instructions of the manager.

⑦  스탭은 항상 직무에 합당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태로도 처신해야 한다. 

Staff shall conduct themselves in a professional and Christian manner at all times.

⑧  스탭은 스탭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taff shall not do anything that damages the dignity of the staff or damages the reputation of the 
Organization.

⑨  스탭은 본 단체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로서, 본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역에 

성실하게 동참하여야 한다. 

Staff shall sincerely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s various ministries as assigned, for the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and as co-members of the shared Protestant faith of the Organization. 

⑩  스탭은 성경에 대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개신교의 이해에 따라 해석된 기독교 윤리에 반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taff shall not act contrary to Christian ethics as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historical and traditional 
Protestant understanding of the Bible.

⑪  스탭은 근로기간 동안에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본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의 리더십 팀 또

는 그 밖의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Staff shall report to the Organization’s Leadership Team or other managers as determined by the 
Organization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during the working period.                                                                                                                                    

⑫ 스탭은 계약 기간 중에는 다른 고용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없다.

Staff shall not work in other employment or contracts during the term of their contract.

⑬  스탭은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에 고용된 기간 

동안 정규 교육(즉, 해당 스탭의 의도와 상관없이 학위 또는 증명서가 교부되는 수업)에 참여해서

는 아니 된다. 

Staff shall not engage in formal education (i.e., classes leading to a degree or certification, whether 
or not the degree or certification itself is sought) during the term of their employment at the 
Organization except as approved by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better accomplish the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⑭ 스탭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서 순교자의 소리 역할을 하는 주요 사역 약속을 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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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하거나 단체의 행사나 활동에 대해 온전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교회, 기타 

단체 또는 협회에서 지속적이고 깊이 관여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During the term of their contract, staff shall not participate in substantial ongoing volunteer 
commitments at churches, other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that could displace, impair, or 
compromise the staff member’s primary ministry commitment to serve as the voice of the martyrs in 
their own sphere of influence, or which could limit staff member’s ongoing availability to participate 
fully in the Organization’s events or activities. 

1. ‘깊이 관여된’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ubstantial” is herein defined as: 

가.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

Ongoing primary leadership or coordination of the volunteer activity

나. 부재 시 어려움이 생기거나 해당 조직에 훈련된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정도의 참여

Participation where one’s absence would create a hardship for or require the recruitment of a 
trained replacement by the entity 

다. 본 단체와 해당 조직 간의 경쟁 합의에 대한 정기적인 협상이 필요한 정도의 참여

Participation at a level requiring regular negotiation of competing commitments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the entity 

라.  해당 조직이 지정한 시간과 업무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참여 

Participation where the entity may reasonably expect that the staff will regularly be available 
at the times and for the tasks specified by the entity

제15조(언어) Article 15 (Language)

한국어와 영어는 단체의 모든 스탭이 사용하는 공식 업무 언어이다. 

Korean and English are the official work languages for all staff of the Organization. 

①  스탭은 본 단체의 일상 업무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taff shall make every effort to communicate in both English and Korean in their daily work. 

②  스탭은 통역사의 도움 없이 각 언어로 기본적인 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스탭은 본 

단체의 재량에 따라 고급수준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특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Staff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at a basic level in each language without the assistanc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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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or, though at the discretion of the Organization one may at times be provided for specific 
tasks requiring more advanced communication. 

③  본 단체가 정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의 말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스탭은 근무 

시간 외에 자비로 추가 언어 훈련을 받아야 한다.

If a staff member is unable to speak at the basic level necessary to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set by 
the Organization, the staff member shall receive additional language training at their own expense, 
outside of work hours.

④  2개 국어가 가능한 스탭은 본 단체가 공식적으로 통역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통역이 필요할 경우에

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상관에게 물어본 후 통역을 맡는다. 

A staff member who can speak two languages shall be mindful to volunteer to a supervisor to 
interpret when Organizational needs call for translation, even if the Organization does not issue an 
official request for translators.

⑤  스탭은 상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다른 스탭의 업무를 방해하고 통역을 요청할 수 

없다. 대신 스탭들은 온라인 도움을 받아 서로 창의적으로 일상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활용

해야 한다. 

A staff member shall not interrupt the work of another staff and summon them to serve as a translator 
unless prior approval is obtained from the supervisor. Instead, staff members shall use the 
opportunity to creatively learn language informally from each other and by using online helps.                      

⑥  스탭은 숙련도를 높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스탭에 대한 배려로 업무상 가능한 한 자주 타 언어

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스탭과 교제할 때(예, 점심시간) 또는 매일 스탭 기도 시간(예, 주기도문이

나 성경구절을 친숙하지 않은 언어로 배움)에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스탭은 다른 언어를 사용

하는 스탭과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문구나 문장을 배

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즉, 한국어를 하는 스탭은 영어를, 영어를 하는 스탭은 한

국어를 배운다)  

Staff shall use their non-native language as often as possible at work in order to increase their 
proficiency and to show consideration to staff members of the opposite language. Staff shall do the 
same when they have fellowship with other staff (e.g., at lunch) or in daily staff prayer time (e.g., by 
learning the Lord’s Prayer or other scriptures in their less familiar language). Staff shall continually 
endeavor to learn simple phrases or sentences they can use in daily speech in order to communicate 
better with those who speak the opposite language (i.e., Korean speaking staff learning English and 
English speaking staff learning Korean).

⑦  한국어와 영어가 단체 모든 스탭의 공식 업무 언어이긴 하지만, 단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다

른 언어(예,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학습하고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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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Korean and English are the official work languages for all Organization staff, staff are also 
encouraged to apply the same principles of considerate learning and practice to the other languages 
represented at the Organization (e.g., Chinese, Japanese, Russian). 

제16조(신앙적 신념과 실천) Article 16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본 단체는 역사 깊은 개신교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와 기독교인을 섬기는데 헌신하는 

범교회적 초교파 단체이다. 그러므로 모든 스탭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The Organization is an interdenominational parachurch Organization dedicated to serving churches 
and Christians that fully follow the historic Protestant Christian faith. Therefore, all staff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①  스탭은 역사적으로 공유된 개신교 유산에 따라 해석된 니케아 신경의 고백이 기독교 신앙에 필수

적이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원과 성화에 관련된 교단마다의 특질

(예, 성령 은사, 세례 방식, 칼빈주의/알미니안주의, 정치 혹은 사회적으로 특정한 입장, 종말 신학 

등)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서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온

전한 교제와 상호 존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Staff shall be able to hold in good conscience the belief that the confessions in the Nicene Creed,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historical shared Protestant heritage, are necessary and sufficient for 
Christian belief and that denominational distinctives (e.g., charismatic gifts, modes of baptism, 
Calvinism/Arminianism, particular social or political positions, end times theologies) are, with 
regard to salvation and sanctification, non-essentials on which Christians may charitably disagree 
while maintaining full fellowship and mutual respect. 

②  모든 스탭은 역사 깊은 개신교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의 성도이어야 하며, 단체가 승인

한 특정한 상황의 경우, 본 단체를 소속 교회로 섬겨야 한다.  

All staff shall be members of a church that fully adheres to the historic Protestant Christian faith or 
shall, under certain circumstances with the approval of the Organization, serve the Organization as 
official church members.

③  스탭은 스탭들 사이에서 대표되는 다양한 개신교 교파와 관행에 대한 우려나 반대 없이 선한 양심

에 따라 단체의 목회 리더십에 의해 집행되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세례의 증인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Staff shall in good conscience be able to share the Lord’s Supper and serve as witnesses of baptism 
together as administered by the pastoral leadership of the Organization, without concern about or 
objection to the different Protestant denominations and practices represented among the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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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일 기도 시간, 예배, 행사, 수업, 다른 스탭이나 학생 또는 단체 구성원과의 일대일 교제에 참여

할 때, 스탭은 어떤 교단의 특징적인 관행의 우월성을 가르치거나 옹호하거나 주장하는 행위를 삼

가야 한다. (예, 방언, 축사(逐邪) 사역, 세례에 대한 특정 방식 옹호, 자신이 속한 교파에 따른 신

학적 특징 옹호) 

When participating in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including daily staff prayer, worship services, 
events, classes, and one-on-one interactions with other staff and with students and constituents of the 
Organization, staff shall refrain from teaching, advocating for, practicing, or insisting on the 
superiority of practices characteristic of any denomination (e.g., speaking in tongues, conducting 
deliverance ministry, advocating a particular mode of baptism, advocating theological distinctives 
from their own denominational heritage).

⑤  단체의 다른 스탭 및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단체와 관련된 공식 및 비공식적 연설을 하거나 개인적

인 관계 안에서 히133 시간을 사용하여 활동할 때, 스탭은 다른 나라와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려고 노력하되 교회에 대해 판단할 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스

탭은 항상 교회에 대한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표현에 있어서 비난, 가혹, 비판, 폄하 또는 절망적인 

발언을 삼가야 한다.  

In their official and unofficial speech and personal interactions in capacities related to the 
Organization, including with other staff and constituents of the Organization and when engaged in 
activities using H133 hours, staff shall strive to knowledgeably recognize and acknowledge the 
serious problems of the church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but shall demonstrate a demeanor of 
love and charitable judgment toward the church. Staff shall at all times refrain from condemnatory, 
harsh, judgmental, disparaging, or despairing remarks about the church in its collective and 
individual manifestations.

⑥  단체의 담임 목회자 리더십은 역사 깊은 개신교 교리와 실천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 단체에

서 수용 가능한 가르침과 실천의 경계를 정하는 최종 중재자 역할을 한다. 

The Organization’s senior pastoral leadership shall serve as the final arbiters of what constitutes the 
boundaries of acceptable Organizational teaching and practice of the common core of historic 
Protestant doctrine and practice. 

⑦  단체의 리더십 팀과 관리자들은 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스탭을 상담해야 한다. 스

탭은 관리자의 조언에 따르고 그에 따라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 본 규정의 조항을 계속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체에서 해고된다.  

The Organization’s Leadership Team and managers shall counsel staff when they determine a 
violation of this policy has occurred. Staff shall follow the counsel of the managers and adjust their 
behavior accordingly. Continuing failure to abide by the terms of this policy sha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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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단체의 기도 및 예배 시간) Article 17 (Organization Prayer and Worship Times)

본 단체는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모든 스탭의 온전한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기

도 및 예배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기도와 예배 시간은 유급 근무 시간에 포함되며, 다

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The Organization regularly undertakes prayer and worship activities in which the full participation of 
all staff members is deemed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the Organization’s purposes. Prayer and 
worship times are thus included in paid work hours and regulated by the following policy:

①  단체의 기도 및 예배 활동은 단체와 동역하는 제한된 국가의 지하교인 공동체가 따르는 방식과 관

행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언제라도 설교하거나 기도하거나 죽

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스탭은 개인의 성향에 상관없이 사전 통보 없이 기도나 나눔 

혹은 찬양을 인도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호명되었

을 때, 기도나 나눔 혹은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The Organization’s prayer and worship activities a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manner and 
practices of the underground Christian communities in restricted countries with which the 
Organization partners. In such communities, all participants must be ready to preach, pray, or die at 
a moment’s notice. Accordingly, staff shall have the expectation that they may be called upon to pray 
or to share or to lead a song for the group without advance notice and regardless of native abilities, 
and so shall prepare themselves accordingly. Declining to pray or share or lead when called upon is 
not permitted.

②  기도와 예배 시간은 단체에 의해 업무 활동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스탭은 다른 업무를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며 이 시간에 임해야 한다. 이 시간에 잠을 자거나 부주의하거나 문자메

시지를 확인하거나 다른 업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Prayer and worship times are deemed work activities by the Organization. Accordingly, staff shall be 
as attentive and fit for work at these times as when undertaking any other work tasks. Sleeping, 
inattentiveness, attending to text messages, or conducting other work or personal matters during 
such times is not permitted. 

③  단체의 설교와 강의 시간은 가르침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업무 관련 정보를 스탭과 

공유하는 주요 방법이다. 따라서 스탭은 공유되는 모든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기도

와 예배 시간에 참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탭은 기도 및 예배 시간에 대한 정보를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없지만, 단체는 특정 설교나 강의를 추후에 스탭이나 대중이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녹화

할 수 있다.    

The Organization’s preaching and teaching times are a primary way in which work-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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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s shared with staff, including content conveyed through sermons and Bible teachings. 
Accordingly, staff shall come to prayer and worship times equipped and ready to take notes on all 
information shared. Generally, staff are not permitted to electronically record by video or audio the 
information from prayer and worship times; however, the Organization may record certain preaching 
and teaching times and make them available for subsequent staff and/or public review.

④  단체의 업무는 매일 각 부서별로 부서 책임자 혹은 상관이 지정한 스탭이 인도하는 짧은 기도 시간

으로 시작된다. 기도모임은 해당 주에 단체가 지정한 성경구절과 찬양을 개인 혹은 단체로 암송하

고 다른 나라 VOM의 사역, 박해받는 기독교 현장사역, 단체 내 부서를 위한 기도로 진행된다. 부

서 책임자는 또한 그 시간을 이용하여 간략한 공지사항을 전하거나 당일 부서에 필요한 업무조정

을 할 수 있다. 정시 참석, 기도, 찬양, 성경구절 및 찬양 암송은 모든 스탭에게 주어지는 의무적인 

일상 업무이다. 해당 주말까지 성경구절과 찬양을 잘 암송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찬양이나 성경구절을 중얼거리듯 말하거나 참여하는 척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징계 사안으로 간주된다. 

Each day of the Organization’s work shall begin with a brief department-level prayer time led by the 
department supervisor or a staff member designated by the supervisor. The prayer meeting shall 
consist of individual or group sharing of one song and one scripture designated by the Organization 
for memorization that week, followed by prayers for a select VOM sister mission, a persecuted 
Christian field ministry, and a department of the Organization. The department manager may also 
use that time to make brief announcements or to engage in department coordination for the day. 
Punctual attendance, prayer, singing, scripture and song memorization are mandatory daily work 
tasks for all staff. Failure to memorize the scripture and song well by the end of the week, praying in 
a disinterested or perfunctory fashion, or mumbling through the song or scripture or pretending to 
participate are considered unacceptable and are treated as disciplinary infractions.

⑤  단체가 정한 근무시간에 스탭은 예배, 찬양, 강의, 나눔, 기도, 성만찬을 포함한 전 스탭 모임에 전

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At such work times as set by the Organization, staff shall fully participate in all-staff meetings, 
which may include worship, singing, teaching, sharing, praying, and partaking of the Lord’s Supper.

제18조(시간엄수) Article 18 (Punctuality)

①  출근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단의 지연과 교통체증으로 인해 늦을 수도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고, 철도파업,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지각은 용납되지 않는다. 스탭은 늦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예상하여야 지하철이나 교통 문제가 생

기더라도 제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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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be punctual to work,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re may be delays due to public 
transportation, weather conditions, or traffic congestion. Tardiness due to these reasons is not 
excused, except in rare extenuating circumstances like accidents, rail strikes, or disasters. Staff 
should always anticipate delays so even if there are subway or traffic problems or adverse traveling 
conditions, staff will still be able to arrive at the office punctually.

②  시간을 엄수한다는 말은 스탭이 매일 기도회 시간 전에 외투를 벗고, 도시락을 주방에 놓고, 개인 

물품을 자신의 책상에 놓을 정도로 충분히 일찍 도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일 오전 9시에 스탭 

기도회가 시작되므로 스탭은 9시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업무 준비를 마치

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Being punctual means that staff shall arrive early enough to take off their coats, put their lunch boxes 
in the kitchen, put their personal items on their desk, etc., prior to the daily staff prayer time. The 
daily staff prayer time starts at 9 am, so staff should not walk in the door at 9 am but rather be settled 
in for the workday and ready to pray at that time.

③  지각은 단체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는 징계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지각은 이전 12개월을 기준

으로 평가한다. 만약 지난 12개월 동안 한 번 지각했다면, 한 명 이상의 리더십 팀원이 해당 스탭

을 상담하며 이 부분은 징계 기록으로 남는다. 리더십의 지시가 있을 경우, 다른 스탭들에게 구두

로 사과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만일 12개월 동안 두 번 이상 지각을 하면, 이는 해고 사유로 간주된

다. 수년간 지각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탭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실하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리더십이 판단할 경우, 해고 사유로 간주된다. 

Any incident of tardiness is treated by the Organization as a serious disciplinary matter. In general, 
tardiness is assessed based on the previous 12 months. If staff have been tardy once in the past 12 
months, one or more Leadership Team members shall counsel the staff member. This shall remain as 
a disciplinary record. When directed by leadership, it may lead to verbal apologies to other staff. If a 
staff member is tardy more than once in a 12-month period, it may be considered grounds for 
termination. If, despite years of warning of tardiness, leadership determines that a staff member is 
not working diligently to overcome the problem, it may be considered grounds for termination.

④  지각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스탭은 즉시 상관에게 전화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으로 징계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리더십은 징계 과정에서 스탭이 보여준 예의와 의사소통, 배려를 감안할 것이다. 

If a staff member thinks he/she may be late, the staff member shall call their supervisor immediately. 
While such efforts may not prevent discipline, leadership will take into account the courtesy, 
communication, and consideration displayed by staff during the discipline process.  

⑤  스탭은 회의,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일 내내 모든 활동에 항상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모든 활동에 참여할 때 정시 또는 몇 분 일찍 도착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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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도착하여 배회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스탭이 활동에 참여하기 위

해 일찍 도착한 경우에는 자원봉사 혹은 기타 필요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스탭으로 간주되며, 

해당 구역의 담당 상관에게 근무 보고를 해야 한다. 본 단체를 방문한 손님들, 식사를 준비한 사람

들과 동료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점심식사 종이 울리면 바로 모여야 한다. 회의를 하는 경우, 해당 

스탭은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조금 일찍 끝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Staff shall always be punctual for all activities throughout the work day, including meetings, 
returning from breaks, and lunches. All effort should be made for all activities each day to arrive on 
time or a few minutes early. Loitering or disrupting work process due to arriving excessively early is 
not acceptable. If a staff member arrives early for an activity, the staff member shall be considered a 
volunteer or utility staff member and shall report for work to the supervisor on duty in the area. At 
lunch, in order to show respect for the guests visiting the group, those who prepared the meal and 
colleagues, staff shall gather as soon as the lunch bell rings. If a staff member has a meeting, he/she 
shall make every effort to recess the meeting a little early so that other lunch guests do not have to wait. 

⑥  스탭은 오전, 오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용무를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

아 외출할 수 있다. 

Staff shall not leave their work locations during working hours for personal business, except during 
the morning and afternoon break times. However, if there is an illness or other unavoidable reason, 
staff may leave after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department manager.

⑦  스탭이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In principle, tardiness or approved outings for personal reasons are treated as unpaid work time.

제19조(일일보고서) Article 19 (Daily Reports)

각 스탭은 각 근무일의 최종업무로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직속상관, 그리고 지시에 따라 부서 책임자

나 리더십 팀원에게 이메일로 일일보고서를 제출한다. 

As the final task of each work day, each staff member shall submit a daily report by email to their 
immediate supervisor and, as directed, to the department head or Leadership Team Member, as 
according to the following policy:

①  일일보고서에 사용되는 언어는 상관의 지시에 따르며, 단체의 공식 업무용 언어 1개 이상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The language or languages used for the daily report shall be as directed by the supervisor and may 
consist of one or both official work languages of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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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일보고서에는 다음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록한다.  

Each day’s report shall consist of answering the following four questions:

1. 오늘 무엇을 했는가? 수행한 일상 업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록한다.

What did I do today? This should be followed by a detailed chronology of the staff member’s 
daily work and the time period in which it was undertaken

2. 앞으로 7일 동안 지연될 수 있는 업무가 있는가? 다음 주에 완료해야 업무 중에 일정 조정이 필요

하거나 다시 검토해야 하는 업무 목록을 기록해야 한다. 업무가 지연되기 전에 관련 사항을 일

일보고서에 미리 기록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re there any tasks in the next 7 days on which I may be late? This should be followed by a list of 
any tasks due in the next week which the staff member suspects may need to be re-evaluated or 
re-scheduled. Failure to proactively note tasks here before they become late may result in 
disciplinary action

3. 다음 근무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 근무일에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한 상세한 계

획을 기록해야 하며, 특히 예정된 회의, 출장 또는 완료해야 하는 업무는 반드시 기록한다. 

What will I do on the next work day? This should be followed by a detailed projection of the work 
the staff member expects to undertake on the next work day, noting especially any scheduled 
meetings, travel, or tasks due on the next work day

4.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이는 매일 특정 업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교육, 실제 또는 예상되는 과중 업무에 대한 지원요

청, 특정 작업에 필요한 접근 권한 요청, 장비 문제나 조언이 필요한 문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

되지는 않는다.

What do I need help with? The staff member should use this space daily to indicate any area of 
need or concern being experienced by the staff memb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raining that 
is needed to complete a particular assignment, general assistance that is requested due to actual or 
anticipated overwork, access that is needed to a particular workgroup, equipment issues needing 
to be addressed, or a request for advice

③  일일보고서는 항상 근무일 종료 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늦게 제출되면 아니 된다. 

Daily reports are always due at the end of the work day and shall not be submitted late.

④  일일보고서는 단체의 주요 업무 계획 및 모니터링 도구이다. 일일보고에 정확하고 사려 깊으며 주

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The daily report is the Organization’s primary work planning and monitoring tool. Failure to provide 
correct, thoughtful, or proactive information on the daily report shall result in disciplinar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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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연업무) Article 20 (Late Tasks)

스탭은 단체의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에서 배정된 업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지연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미리 상관과 프로젝트 일정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연 가능한 업무에 대한 사

전보고는 본 단체와 해당 관리팀에게 프로젝트 일정이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므로 스탭이 과도한 업무에 부담을 느끼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지정된 업무를 끝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스탭은 지연될 수 있는 업무를 사전에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

해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지연업무가 있는 스탭, 특히 단체의 

주간 지연업무 목록에 지연된 업무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스탭은 징계받을 수 있다. 

Staff shall proactively monitor their scheduled tasks in the Organization’s project management system 
and alert, as far in advance as possible, the supervisor and the project scheduler of any task on which the 
staff member suspects he or she may be late. Proactively reporting possible late tasks gives the 
Organization and its management team the maximum ability to adjust project schedules or tasks so that 
no staff is burdened with overwork or with too little time available to complete a required task. Staff 
shall never be penalized for proactively reporting a possible late task and asking for assistance. But staff 
who have late tasks that they did not proactively report may experience disciplinary action, especially in 
the event of repeated late tasks appearing on the Organization’s weekly late task list.

제21조(용모, 복장규정 및 개인위생) Article 21 (Appearance, Dress Code, and Personal 

Hygiene)

①  본 단체는 성 혁명과 오늘날 세상이 조장하는 자기 창조와 자기표현 철학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개

인의 외모가 기독교적 제자 양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함을 인

식하고 있다. 스탭이 자기 창조나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외모를 꾸미는 것”(벧전3:3)이 아니라 그

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경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값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

(벧전3:4)을 반영하기 위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딤전2:9)하도

록 격려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스탭의 용모는 자기 창조와 자기표현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

면서 다른 사람을 잃어버리는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요13:34)과 자기 자신을 잃으려는(막

8:35)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스탭은 성경적 성숙함과 겸손함이 자신의 용모에 반영되

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적인 치장이나 자기표현을 우선시하는 옷차림, 헤어스타일(남성의 경우 수

염), 장신구, 향수, 화장 등을 자제하고, 자신을 소박하고 단정히 하며 핍받받는 형제자매와 연합

하여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 외적인 복장이 그들의 내적인 양육을 반영하기 때문에 

스탭은 전문적인 기독교 사역자 답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The Organization recognizes that the Sexual Revolution and the philosophies of self-cre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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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xpression championed in the world today require Christians to think deeply and prayerfully 
about how personal appearance relates to Christian discipleship.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follow the Bible in encouraging staff, as members of the bride of Christ, not to use “outward 
adornment” (1 Peter 3:3) as a means of self-creation or self-expression but rather to “adorn 
themselves with respectable apparel, with modesty, and with self-control” (1 Tim 2:9) that reflects 
“the unfading beauty of a gentle and quiet spirit, which is precious in God’s sight” (1 Pet 3:4). Staff’s 
appearance should reflect a love of one another (John 13:34) and a willingness to lose themselves 
(Mark 8:35), not a willingness to lose one another as they love themselves through self-creation and 
self-expression. Accordingly, staff shall endeavor to reflect biblical maturity and modesty in their 
appearance and refrain from clothing, hairstyles (including facial hair for men), jewelry, colognes/
perfumes, makeups that prioritize outward adornment and self-expression over simplicity, modesty, 
solidarity with our persecuted brothers and sisters, and preparation for a coming kingdom. Staff 
members shall endeavor to appear as Christian professionals not merely because of an external dress 
code but as a reflection of their inner discipleship.

②  일반적으로 적절한 근무복장은 남성의 경우, 정장 구두, 와이셔츠(더운 날씨에는 폴로셔츠), 정장 

바지, 스웨터 등의 차림, 여성의 경우 블라우스(민소매 안됨), 정장 바지, 원피스, 단정한 치마, 스

웨터, 정장, 정장용 구두/샌들 등의 차림을 말한다. 

In general, appropriate work attire includes, for men, dress shoes, a dress shirt (or a dress polo shirt 
in hot weather), dress pants, or a sweater, and for women, a blouse (no sleeveless), dress trousers, 
dress, modest skirts, sweater, suits, dress shoes/sandals, etc.

③  본 단체는 금요일에는 평상복 정책을 시행한다. 단체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금요일에는 청

바지, 운동화, 캐주얼 상의, 모자 혹은 근무지에 적합한 평범한 티셔츠를 입을 수 있다. 단, 구멍 

난 옷, 얼룩진 옥, 의도적으로 찢어진 옷은 허용되지 않는다. 

The Organization follows a casual Friday policy. On Fridays unless otherwise stated by the 
Organization, staff may wear jeans, sneakers, a casual top, a hat, or a simple shirt suitable for the 
workplace. However, torn, stained, or intentionally ripped clothing is not permitted.

④  다음과 같은 옷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이사, 특정 현장사역 활동, 청소, 스탭 행사 등 특수

한 근무 환경에서 부서 책임자가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The following clothing is never permitted however, in special working environments such as 
moving, certain field ministry activities, cleaning, and staff events, exceptions are made when the 
department head approves:

1. 운동복(땀복) 

Tracksuit (sweat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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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리가 드러나는 바지 

Open waist pants

3. 겉옷 대신 입는 속옷 또는 레깅스 

Underwear or leggings worn in place of outerwear

4. 반바지 

Shorts

5. 헐렁하거나 낡거나 상태가 안 좋은 티셔츠 

T-shirts that are sloppy, old, or in poor condition

6. 가슴이나 복부나 어깨나 허리나 속옷이 드러나는 상의 

Tops that expose the chest, abdomen, shoulders, waist, or underwear

7. 미니스커트, 망사로 되어 있거나 속이 비치는 옷 일체 

Miniskirts or any mesh or see-through clothing

8. 일반적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단체 구성원의 정신을 산만하게 할 수 있는 

옷 일체 

Any clothing that could potentially be considered offensive, controversial, or distracting to the 
Organization’s constituents

9. 상표가 과하게 드러나거나 정치적, 상업적, 개인적 혹은 비기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옷 일체 

Any clothing that exaggerates the trademark or features political, commercial, personal, or non-
Christian message content

10. 슬리퍼 

Slippers

⑤  제4항의 경우에도, 행사가 있거나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오기로 예정된 경우, 리더십 팀은 금요일 

평상복 규정을 취소할 수 있다. 

Even in the case of Paragraph 4, if there is an event or a special visitor is planned, the Leadership 
Team may from time to time cancel Casual Fridays.

⑥  본 단체의 로고가 새겨진 단체셔츠는 정규직 스탭에게 제공되며, 리더십 팀이 단체셔츠 착용을 지

시하거나 허가할 때만 단체 행사에서 착용할 수 있다. 스탭은 단체를 떠날 때 단체셔츠를 반납해야 

한다. 단체셔츠를 받지 못한 스탭은 상기와 같이 근무지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The Organization’s logo shirts are provided by the Organization to permanent staff members and 
may only be worn at official Organization events, when permission or instruction to wear the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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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by the Leadership Team. These logo shirts must be returned when a staff member leaves the 
Organization. Staff who have not been issued a logo shirt shall wear clothes appropriate for the 
workplace as described above.

⑦  스탭은 항상 높은 수준의 개인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신체 또는 입 냄새는 근무가 시작되기 전, 또

는 필요에 따라 근무 중 상관의 허가나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해야 한다.  

Staff shall maintain a high level of personal hygiene at all times. Body or mouth odors should be 
addressed before the start of the work day, or, with the permission or direction of the supervisor, 
during the work day as necessary.

⑧  스탭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단체의 리더십 팀과 관리자는 해당 스탭을 개인적으로 

상담해야 한다. 스탭은 관리자의 조언에 따라 적절히 시정하여야 한다. 

The Organization’s Leadership Team and managers shall counsel staff privately when they 
determine a violation of this policy has occurred. Staff shall follow the counsel of the managers and 
adjust accordingly.

제22조(기부, 선물, 사례) Article 22 (Donations, Gifts, and Honoraria)

①  스탭 각자가 개인적으로 본 단체에 신실하게 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마음을 움

직여 기부하게 하실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본 단체의 신념이다. 따라서 각 스탭은 매달 본 

단체 사역을 위한 일반기금에 기부해야 한다.  

It is the conviction of the Organization that we cannot expect God to move others to donate unless 
each staff member faithfully contributes to the Organization personally. Therefore, each staff shall 
donate to the Organization’s general fund each month.

②  기부금은 기록된다. 기부를 태만히 하는 경우, 리더십 팀이 해당 스탭을 만나 권고한다. 

Donations are recorded. If a staff member neglects to donate, the Leadership Team will meet with 
that staff member and counsel them accordingly.

③  본 단체를 소속 교회로 섬기지 않는 스탭의 경우, 매달 급여의 1%를 단체의 일반기금에 기부하여

야 한다. 

Staff for whom the Organization is not their church shall donate 1% of their salary to the 
Organization’s general fund each month.

④  목사와 선교사 스탭, 그리고 본 단체를 소속 교회로 섬기는 스탭의 경우, 매달 급여의 7%를 개인

적으로 베푸는 데 쓰기 위해 전념해야 함과 더불어 3%를 본 단체의 일반기금에 기부하여야 한다.

Pastors, missionary staff, and staff serving the Organization as their church shall commit to usin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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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ir salary for charitable giving and shall donate an additional 3% to the Organization’s general 
fund each month.

⑤  스탭은 때로 정기적인 일반기금 외에 특별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스탭은 주님께

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러한 프로젝트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From time to time there are special projects to which staff are invited to donate voluntarily in 
addition to their regular general offering. Staff are encouraged to be cheerful givers to these projects 
as the Lord leads them, and to encourage others in their sphere of influence to give to such projects.

⑥  스탭은 학생, 파트너,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객, 교회, 학교, 다른 단체나 개인을 포함하여 본 

단체와 관련된 어떤 사람에게도 개인적으로 기부금이나 선물 또는 사례비를 받을 수 없다. 기부 당

사자에게 모든 기부금, 선물, 사례비 등이 단체로 기부됨을 통지해야 한다. 

Staff shall not personally accept donations or gifts or honoraria of any kind from anyone associated 
with the Organization, including students, partners, volunteers, donors, visitors, churches, schools, 
or other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he giving party should be informed to give any donation, gift, 
or honoraria to the Organization.

1. 제안받은 선물이 작거나 통상적이거나, 돈이 아니거나, 비싸지 않은 경우(예, 음식, 달력, 위생

용품 등), 스탭은 단체를 대표하여 수락할 수 있으나, 해당 선물을 다른 스탭들과 나누는 방법에 

관하여 부서 책임자와 의논해야 한다. 스탭은 기부 당사자에게 본인이 단체를 대표하여 선물을 

받고 있으며, 이 선물을 단체와 공유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스탭은 개인적인 용도로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후 상관에 의해 선물 처리가 그렇게 지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도 스탭은 사전승인 없이 단체의 스탭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음을 기부 당사자에게 분

명히 밝혀야 한다.   

If the proposed gift is small, ordinary, non-financial, and not expensive (e.g., food, calendar, 
hygiene items, etc.), the staff may accept it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but should discuss with 
the department head how to share the gift with other staff members. The giving party should be 
informed that the staff is receiving the small gift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and will be sharing 
it with the Organization. At no time should a staff member receive a gift as for personal use. It 
may later be designated as such by the supervisor, but even in such circumstances the staff 
member shall make clear to the giving party that personal receipt of gifts of any size is not 
permitted by the Organization’s staff without prior approval

2. 제안받은 선물이 크거나 통상적이지 않거나, 돈이거나, 비싼 경우, 스탭 단체를 대표하여 선물

을 받기 전에 부서 책임자와 반드시 의논해야 한다. 가능하면 부서 책임자가 기부 당사자와 직

접 대화하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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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proposed gift is large, unusual, financial, or expensive, the staff must discuss it with the 
department head before accepting it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If possible, it is desirable to 
connect the department head to talk directly with the person offering the gift

3.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적으로 선물 또는 사례금을 받으면 고용계약이 즉시 해지된다. 

Personal receipt of a gift or honorarium in violation of these rules shall result in immediate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4. 위와 같은 규정이 있지만, 스탭은 상호 간에 기부를 하거나 소정의 선물을 할 수 있다. 선물이 

크거나 특이하거나 비쌀 경우, 스탭은 선물을 주기 전에 리더십 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Notwithstanding the above provisions, staff may donate or give small gifts among themselves. 
When the proposed gifts are large, unusual, or expensive, the staff member must receive the 
consent of the Leadership Team before giving the gift

제23조(다른 스탭 지원) Article 23 (Assisting Other Staff)

①  스탭은 자신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집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스탭의 일상 

업무를 돕고 단체 내 공동체 전체의 일상적인 필요들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스탭은 빌립보서 2장 3절-4절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

하게 하라.”

Staff shall focus not only on completing their own daily tasks but also be ready at the request of a 
supervisor to assist other staff in their daily work and caring for the day-to-day needs of the overall 
Organization community. In this way staff shall put into practice Philippians 2:3-4: “But in lowliness 
of mind let each one consider others better than himself, and let each one take care of his own 
affairs, but also the affairs of others.”

②  근무 종료 시점, 자신의 업무를 끝낸 스탭은 상관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

다. 그래야 다른 스탭들은 일을 마치고 퇴근한 후에도 업무를 끝내기 위해 혼자 남아있는 스탭이 

생기지 않는다. 스탭은 자신의 업무를 완수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만큼, 상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스탭 역시 업무, 특히 단체 전체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동

일한 관심과 헌신을 보여야 한다. 또한 퇴근 전에는 부서 책임자에게 항상 알려야 한다. 

When staff complete their work at the end of the workday, they shall ask their supervisor if there is 
anything they can do to help, so that no staff are left behind to complete a task while other staff are 
able to leave because they are done with their own tasks. As much as staff are concerned with 
completing their own work, they shall, as directed by the supervisor, show the same level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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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mmitment in helping other staff complete their work as well, especially general office tasks 
that support the whole Organization. 

③  스탭은 업무 중 사무실을 비우게 되거나 퇴근 시, 휴게 시간을 갖기 전, 후에 항상 상관에게 알려

야 한다. 

Staff shall always notify their supervisor before leaving the office during and at the end of the day, as 
well as when they leave on and return from breaks.

제24조(점심) Article 24 (Lunch)

점심시간은 팀워크를 목적으로 제정된 유급 근무시간이다. 이에 따라, 스탭은 점심시간에 밖에 나

가 점심을 먹거나, 책상에서 점심을 먹거나, 점심을 거르거나, 볼일을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해서는 안 

된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이외에도, 점심시간은 스탭의 화합, 부서 간 친목, 언어 연습, 히133 시

간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간증이나 이야기, 단체의 공지사항을 발표하는 데 사용

된다.   

Lunch is paid work time instituted for the purpose of daily team building. Accordingly, staff shall not 
go out for lunch, eat lunch at their desk, skip lunch, run errands, or make phone calls during lunch. In 
addition to eating together, the lunch time is used by the Organization to build staff cohesion, fellowship 
across departments, practice language learning, share ideas for how to effectively use H133 hours, and 
listen to occasional testimonies, stories, and Organization announcements.

①  빌립보서 2장 3-4절 말씀을 매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모든 스탭은 전체 스탭 점심 식사에 나

눌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와야 하며, 각자 가져온 음식을 모든 스탭이 함께 먹는다. 따라서 

스탭은 자신이 먹을 음식만 가져오지 않고 전체 스탭 식사 시간에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잘 생각해서 준비해와야 한다. 

As the concrete daily expression of Philippians 2:3-4, all staff shall prepare and bring a side dish to 
contribute to the overall staff lunch table, to which all staff shall contribute and from which all staff 
shall eat.  Staff therefore shall not bring a self-contained lunch for themselves but instead shall 
challenge themselves daily to engage in thoughtful preparation of a side dish to contribute to the 
overall staff meal.

②  음식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준비되어야 하며 사무실에서는 음식을 데우기만 할 수 있다. 스탭

은 리더십 팀의 사전 허가를 받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무보조 간사나 다른 스탭에게 자신

이 가져온 음식을 조리하거나 준비하도록 요청해서는 안 된다. 스탭은 점심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휴게 시간에 단체의 주방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Food shall be prepared outside of work hours outside the office and shall only be re-heated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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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taff shall not ask an Office Assistant or other staff member to cook or prepare the food they 
brought, except in special cases with prior permission from the Leadership Team. Staff shall not use 
the Organization’s kitchen facilities on the break time to prepare their lunch contribution.

③  스탭은 출근길에 포장된 음식을 사 오기보다 직접 조리해서 준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단체는 

스탭들이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점심시간을 유급 업무 시간에 포함한다. 따

라서 스탭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다른 스탭의 식생활이나 선호도를 고

려하여 가지고 올 음식을 결정해야 한다. 

Staff shall endeavor to cook and prepare food rather than buying packaged food on the way to work. 
The Organization includes lunch in paid daily work in order to help staff to learn to look to one 
another’s interests. Thus, the decision of what to bring should be related to the dietary needs and 
food preferences of other staff, not the minimization of effort on the part of the staff member.

④  식생활에 특별한 제한이나 필요가 있는 스탭은 상관에게 미리 알려 가능한 한 다른 스탭이 갈라디

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여, 제

한된 식생활을 염두에 두고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본 단체는 식

생활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스탭이 개별적인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허용하지만, 이는 해당 스

탭이 전체 스탭 점심식사에 음식을 가져오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   

Staff members with special dietary restrictions or needs shall alert the supervisor so that wherever 
possible other staff can prepare foods with that dietary restriction in mind, in fulfillment of Galatians 
6:2,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so fulfill the law of Christ.” Only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will waivers be granted by the Organization to enable a staff member to bring their own food due to 
dietary or health issues, and such permission shall be temporary until a mutually satisfactory 
arrangement be made that enables the staff member to contribute to and eat from the common table.

⑤  금식, 건강 상태, 기타 사유로 인해 점심식사를 거르게 될 경우, 스탭은 반드시 점심시간 전에 상

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가끔 발생되는 부득이한 상황에만 국한된다. 승인을 받고 

점심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스탭은 다른 스탭과 함께 나눌 음식을 가져오고 점심시간에 함께 

교제하는 등 기타 모든 점심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Requests by staff to refrain from eating lunch due to fasting, health condition, or other cause must be 
made to the supervisor before lunch. Such requests should be only occasional and confined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Staff who are approved to refrain from eating lunch on a given day shall 
still participate in all other lunch activities, including the contribution of food to the common table 
and sharing together in fellowship at the common table. 

⑥  점심시간에 단체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식사를 권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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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례이다. 점심식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님이 있다면, 스탭은 가능한 한 빨리 점심식

사를 계획하는 담당 스탭에게 알려야 한다. 대규모 인원이 식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는 스탭에게 미리 알리고 가능하면 소량의 여분의 음식을 더 준비해오도록 권장할 수 있다. 

It is the practice of the Organization that guests who are visiting the Organization’s office during 
lunchtime are invited to share in the common table. Staff who are expecting guests who will be 
present at lunchtime shall alert the staff member in charge of lunch planning as far in advance as 
possible. On occasion, when a large group of guests is expected, staff may be notified in advance 
and encouraged to prepare or bring a small amount of extra food if possible.

⑦  스탭은 상관의 사전 승인 이 없는 한, 스탭 점심시간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외부 회의 일정을 잡

지 않아야 한다. 승인된 외부 일정이 있는 경우, 해당 스탭은 함께 나눌 음식을 가져올 필요가 없

다. 

Staff shall refrain from scheduling meetings outside of the office that would preclude their 
participation in the staff lunch, unless prior approval is given by the supervisor. In the event that 
such outside appointments are approved, it shall not be necessary for the staff member to contribute 
food to the common table that day. 

⑧  위에 언급된 목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 단체는 점심시간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Lunchtime seating may be assigned by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goals noted above.

⑨  때때로,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단체는 여기에 명시

된 공동 점심식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스탭이 개별적으로 점심을 준비해 오도록 지시할 수 있

는 유일한 권한을 보유한다. 본 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교대로 식사, 현장 음식 준비 및/또는 식

사의 제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하거나 권장되는 기타 조치와 같은 일시적 지침을 제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점심식사는 단체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유급 업무 활동으로 유지된다. 

From time to time, due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ealth department 
directives, the Organization retains the sole prerogative to temporarily suspend the common table 
lunch described here and direct staff to prepare and bring lunches for individual consumption. The 
Organization may institute other temporary parameters, e.g., social distancing, eating lunch in shifts, 
providing restrictions on on-site food preparation and/or consumption, and any other actions deemed 
necessary or advisable in light of the extenuating circumstance. In such cases, lunch shall remain a 
paid work activity, subject to the Organization’s oversight and direction.

⑩  모든 스탭은 해당 사무실 구역에서 점심식사를 총괄하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고 뒷

정리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All staff shall participate in lunch setup and cleanup under the direction of the supervisor overseeing 
lunch in that particular off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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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직원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위반 또는 위반의 심각성이나 지속성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Violations of this policy will result in counseling the staff member and may result in discipline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depending upon the severity or persistence of the infraction or infractions.

제25조(목회자 및 선교사 스탭의 교회) Article 25 (Church for Pastoral and Missionary 

Staff)

①  본 단체에서 스탭으로 섬기도록 소명을 받은 모든 목사, 전도사, 선교사, 단체의 현장 사역에서 목

회적 돌봄과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는 스탭은 리더십 팀의 다른 조언이 없는 한, 본 단체를 소속 교

회로 여기며 목회자 및 교사들, 가족들의 훈련과 교제를 위한 유일한 교회로 섬겨야 한다.

All pastors, evangelists, and missionaries who have been called to serve as staff in the Organization, 
as well as staff participating in pastoral care or teaching in the Organization’s field ministries, shall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in its capacity as a private church for the training and fellowship of 
its pastors and teachers and their families, as their only church, unless otherwise advised by the 
Leadership Team.

1. 본 단체를 소속 교회로 섬기는 스탭은 단체를 대표하거나 상관이나 단체의 목회 리더십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회의 활동이나 사역에 참석하거나 정기적인 재정 후원

에 참여할 수 없다. 

A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 its capacity as church, staff shall not attend or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r ministries or regular financial support of other churches except as representatives 
of the Organization and with prior approval from their supervisor and the Organization’s pastoral 
leadership

2. 본 단체의 스탭으로 섬기도록 소명을 받은 선교사는 본 단체 구내로 이주해야 한다. 목사와 전

도사는 시용기간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대로 본 단체 구내나 5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 

Missionaries who are called to serve as staf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must move near the 
premises of the Organization. Pastors and evangelists must move to the premises of the 
Organization or to a place within 5 minutes of reaching the premises as soon as they successfully 
complete their probationary period

3. 그러한 스탭이 기혼자인 경우, 스탭과 배우자 모두 본 단체를 소속 교회로 섬겨야 한다. 어린 자

녀들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본 단체를 소속 교회로 섬겨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지속적으

로 자원봉사를 하고 본 단체의 특별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뿐만 아니라 매주 단체의 예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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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할 것이 요구된다.

If such staff members are married, both staff members and their spouses must serve the 
Organization as their church. If they have young children, the whole family should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as their church. Spouses and children are expected to continue to volunteer and 
attend special events of the Organization, as well as attend the Organization’s weekly worship 
service

4. 본 단체에서 사역하는 스탭이 목사 안수를 원하는 경우, 해당 스탭은 안수 과정에 본 단체의 전

적인 참여와 함께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정한 사유로 본 단체와 전도사가 특정 교단에

서 안수받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단체는 해당 전도사가 초교파 사역 단체에서 안수받도록 협력

해야 한다. 

If an evangelist working as a staff in the Organization wants to be ordained as a pastor, the staff 
should secure the agreement of the Organization as well as its full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ordination. The Organization shall work with the evangelist toward ordination at an 
interdenominational ministry organization, unless extenuating circumstances cause the evangelist 
and the Organization to mutually agree to ordination of the evangelist in a particular denomination

②  상황에 따라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이외의 스탭이 본 단체를 소속 교회로 섬기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staff other than pastors, evangelists, or missionaries may request to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as their church.

1. 그러한 스탭은 적어도 급여의 3% 를 본 단체에 기부해야 하며, 7%는 개인적인 기부에 사용해

야 한다. 

Such staff must donate at least 3% of their salary to the Organization, and 7% must be used for 
personal giving

2. 그러한 스탭이 기혼자인 경우, 스탭과 배우자 모두 본 단체를 소속 교회로 섬겨야 한다. 어린 자

녀들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본 단체를 소속 교회로 섬겨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지속적으

로 자원봉사를 하고 본 단체의 특별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뿐만 아니라 매주 단체의 예배에 

참석할 것이 요구된다.

If such staff members are married, both staff members and their spouses must serve the 
Organization as their church. If they have young children, the whole family should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as their church. Spouses and children are expected to continue to volunteer and 
attend special events of the Organization, as well as attend the Organization’s weekly worship 
service



48   취업규칙 Rules of Employment

제26조(기독교적 화해와 갈등 해결) Article 26 (Christian Concil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성경적으로 순교 사역은 기독교적 화해라는 보다 큰 사역의 일부이다. (고후5:20절 참조) 따라서 

본 단체는 성격적인 화해의 원리를 따라 모든 유형의 갈등(예, 스탭 간의 갈등, 스탭과 상관 간의 갈

등, 스탭과 단체 구성원 간의 갈등, 단체의 학생 간의 갈등, 본 단체와 다른 단체 간의 갈등, 단체와 

당국 간의 갈등 등)과 심각성(예, 의견 불일치, 징계 문제, 소송 등)에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 본 단체

는 기독교 화해연구소(www.aorhope.org/rules 참조)가 기독교적 화해를 위한 규칙과 절차를 담아 발

간한 도서 ‘피스메이커’의 가르침대로 기독교적 화해와 갈등 해결의 원리와 실천을 실행한다. 또한 새

로운 스탭은 모두 이 도서를 읽어야 한다. 따라서 본 단체와 스탭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갈등에 

대응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Biblically, the ministry of martyrdom is part of the larger ministry of Christian reconciliation (cf. 2 
Corinthians 5:20). Accordingly, the Organization is committed to responding to conflict of all types 
(e.g., conflict between staff members, conflict between staff members and supervisors, conflict between 
staff members and the Organization’s constituents, conflict between the Organization’s students, conflict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other organizations, conflict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ies) 
and levels of severity (e.g., disagreements, disciplinary issues, lawsuits) according to biblical principles 
of reconciliation. The Organization employs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Christian concil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as taught in the book, The Peacemaker, which is required for study by all new staff, 
and the Rules of Procedure for Christian Conciliation of the Institute for Christian Conciliation(cf. 
www.aorhope.org/rules). Therefore, the Organization and its staff shall commit themselves to respond to 
conflict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inciples:

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 우리 자신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신

경 쓰기 보다는,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힘쓰

면서, 주님의 용서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의지함으로써 그 분께 찬송을 돌리고 그 분 안에서 기

뻐할 것이다. 

Glorify God ― Instead of focusing on our own desires or dwelling on what others may do, we will 
rejoice in the Lord and bring him praise by depending on his forgiveness, wisdom, power, and love, 
as we seek to faithfully obey his commands and maintain a loving, merciful, and forgiving attitude.

②  당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라 ― 우리는 갈등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책망을 거부하

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고 갈등에 대한 우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상처 준 사

람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갈등을 일으킨 우리의 태도나 습관들을 바꾸도록 하나님께 도

움을 구하고, 우리가 끼친 손해가 있다면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Get the Log out of Your Eye ― Instead of blaming others for a conflict or resisting correction,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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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trust in God’s mercy and take responsibility for our own contribution to conflicts―confessing 
our sins to those we have wronged, asking God to help us change any attitudes and habits that lead 
to conflict, and seeking to repair any harm we have caused.

③  온유하게 회복하라 ― 마치 갈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등 뒤에 수

군거리지 않고, 사소한 잘못들은 간과하며, 단순히 간과하기에는 심각한 잘못을 범한 사람들과는 

개인적으로 상냥하게 대화하거나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 보다 회복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른 

기독교인 형제자매와의 갈등이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다른 사람

들에게 부탁해서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Gently Restore ― Instead of pretending that conflict doesn’t exist or talking about others behind 
their backs, we will overlook minor offenses or we will talk personally and graciously with those 
whose offenses seem too serious to overlook, seeking to restore them rather than condemn them. 
When a conflict with a Christian brother or sister cannot be resolved in private, we will ask others in 
the body of Christ to help us settle the matter in a biblical manner.

④  가서 화해하라 ― 성급하게 타협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

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가진 견해차에 대해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추

구함으로써 참된 평화와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Go and be reconciled ― Instead of accepting premature compromise or allowing relationships to 
wither, we will actively pursue genuine peace and reconciliation―forgiving others as God, for 
Christ’s sake, has forgiven us, and seeking just and mutually beneficial solutions to our differences.

⑤  본 단체의 방침은 마태복음 18장 15-19절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갈등 해결의 3단계 모델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된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의 축적된 경험과 실행에 따라 각 갈등 상황에 맞

춰 적용된다. 아래 요약된 각 단계들은 피스메이커 단체가 공식화한 자료를 도입한 것이다. 개별

적인 고용상황에서의 적용은 본 규칙의 관련 규정 조항에 기술되어 있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follow the three-step conflict resolution model established by 
the Lord in Matthew 18:15-19, adapted to each situation of conflict as according to the resources 
noted above as well as the collective experience and practices of the Organization, in full compliance 
with all relevant laws. The steps are summarized as follows, adapted from public domain resources 
created by Peacemaker Ministries. Implementation in specific employment situations is described 
under the related policy Articles in this Rule.

1. 1단계 (개인적으로 직접): 고충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한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

를 얻은 것이요”(마태복음 18:15) (이 고충과 관련하여 신체적인 위험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1단계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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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Private and Direct) : Go directly to the person with whom you have a grievance and try 
to reconcile your differences between the two of you: “If your brother sins, go and show him his 
fault in private; if he listens to you, you have won your brother” (Matthew 18:15). (If abuse or 
physical danger is potentially involved in this grievance, Step #1 shall be bypassed.)

2. 2단계 (단체의 상관 및 리더의 도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

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마태복음 18:16)

Step #2 (Help from the Organization’s supervisors and leaders) : “But if he does not listen to you, 
take one or two more with you, so that by the mouth of two or three witness every fact may be 
confirmed” (Matthew 18:16)

3. 3단계 (공식적인 분리):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17)

Step #3 (Formal Separation) : “If he refuses to listen to them, tell it to the church; and if he refuses 
to listen even to the church, let him be to you as a Gentile and a tax collector” (Matthew 18:17)

⑥  모든 단체의 고용계약에는 단체, 스탭 및 그 구성원에 대한 계약 또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장이나 분쟁이 성경에 근거한 중재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독교적 화해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중재로 인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자에게 그 사안

을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들은 법률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가능한 소송을 

통한 주장보다는 기독교적 화해와 갈등 해결 방법에 따라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ll Organizational employment contracts shall include a Christian conciliation clause stipulating 
that all claims or disputes arising out of or related to the contracts or to any aspect of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 its staff, and its constituents, shall be settled by biblically based 
mediation. If the dispute is not resolved through mediation, the matter shall then be submitted to an 
independent and objective arbitrator for arbitration. The parties have the right to legal trial but are 
encouraged to try to resolve all conflicts by following the steps of Christian concil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described here rather than through lawsuit.  

⑦  본 단체는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

게 하는 진정한 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문화나 개인적인 성향을 핑계로 삼는 

것(평화로운 척하거나 ‘선의의 거짓말’을 하거나 피상적이거나 예의상의 대화로 관계를 제한하거나 

근무지를 단순히 직장으로 취급하는 것)은 징계 사안으로 취급되고 본 단체의 리더십 팀 및 상관이 

그에 따라 상담한다. 

The Organization values genuine relationships that glorify God by acknowledging the inevitability 
of conflict and striving to resolve it biblically. Accordingly, using excuses related to culture or 
personality disposition in order to avoid conflict (e.g., pretending to be at peace, engaging in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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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s”, limiting relationships to superficial or polite interactions, or treating the workplace as merely a 
place of business) shall be treated as disciplinary issues and counseled accordingly by the 
Organization’s Leadership Team and supervisors.

제27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Article 27 (Voting and Other Public Rights and 

Duties)

①  본 단체는 스탭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not refuse to allow staff to exercise suffrage or other public rights during 
working hours, nor to request the time necessary to perform public duties. Such time shall be 
deemed work time.

②  본 단체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스탭이 청구

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The Organization may prescribe the specific time for staff to exercise the rights listed in paragraph 1, 
as long as the prescription does not disrupt the staff’s exercise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noted 
here.

제28조(출장 중 본 단체 대표) Article 28 (Representing the Organization During Travel)

①  지역 내 출장이든 다른 행선지로의 출장이든, 업무상 출장을 가는 스탭은 자신이 본 단체를 대표하

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출장을 가는 스탭은 사무실에서 지켜야 하는 

기독교적 행실, 전문성과 복장 및 시간 엄수 기준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출장을 가는 스

탭은 출장 중 일부 상황이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스탭은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행선지의 복장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남녀 스탭이 함께 출

장을 가는 경우, 해당 스탭은 출장 중에 부적절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그러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분명하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Staff engaging in Organization travel, whether traveling within the community or to other 
destinations, should be aware that they are representing the Organization at all times, and should act 
accordingly. At a minimum, traveling staff should implement the same standards of Christian 
conduct, professionalism, dress, and punctuality that they are held to in an office environment. Staff 
must also be aware that some situations during travel may require even higher standards. Staff 
should not travel without first becoming familiar with the dress code and standards of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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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s). When male and female staff travel together, staff must be aware of the perception of 
potential impropriety during travel and conduct themselves in a manner that explicitly eliminates 
any opportunity for improper behavior while traveling.

②  출장 중인 스탭은 단체 리더십 팀의 승인 없이, 단체를 대표하여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Staff who are traveling should refrain from speaking or taking action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the Leadership Team. 

③  본 단체는 출장 중 근무 또는 의무시간 외에 스탭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업무

상 출장 중인 스탭은 일반적으로 호텔에 머물며,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자유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개인 활동을 하는 동안, 스탭은 공식적인 자격으로 단체를 대표하는 행위를 삼

가야 한다. 

The Organization does not intend to place restrictions on traveling staff’s personal activities outside 
of working hours or obligations. Staff who travel will generally stay in hotels, go out for meals, and 
engage in other activities on their own time. During such personal activities, staff should refrain 
from representing the Organization in any official capacity.

④  남녀 스탭이 함께 출장을 가는 경우, 사전에 리더십 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taff of the opposite sex, when traveling together, must have travel arrangements approved prior to 
travel by the Leadership Team.

제29조(출장비용) Article 29 (Travel Expenses)

①  본 단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탭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The Organization may, if necessary, direct staff to travel for work.

②  출장 시 발생하는 모든 개인 비용은 스탭이 부담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단, 본 단체는 적

법한 업무비용은 해당 스탭에게 상환한다. 

It is the Organization’s policy that all personal expenses incurred during work trips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ff. However, the Organization reimburses staff for legitimate work expenses.

③  스탭이 단체 법인 카드를 받은 경우,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업무비용은 카드로 결제한다. 단

체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업무비용의 경우, 스탭은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다. 출

장에서 돌아온 스탭은 지출보고서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회계부서를 참조하여 담당 관리자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격 경비는 본 단체의 리더십 팀이 결정한다. 지출보고서는 출장에서 돌

아온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되는 비용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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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staff member obtains an Organization credit card, all work expenses that can be charged to the 
card shall be charged to the card. Work expenses that cannot be paid by the card must be paid by the 
staff member’s personal credit card or by cash. Staff returning from a work trip shall attach receipts 
to their expense report and submit it to their manager for approval, cc’ing the accounting 
department. Questions about eligible expens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Organization’s Leadership 
Team. Expense reports must be submitted within one week of returning from the trip. Applicable 
expens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1. 숙박비, 단 개인적인 이유로 청구된 룸 서비스는 제외(예, 영화 및 호텔 체육관 이용, 마사지 서

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

Accommodation, excluding room services charged for personal reasons (e.g., movies, hotel gym 
access, massage services, or similar services)

2. 택시 요금 및 주차 요금

Taxi fares and parking fees

3. 마일리지(거리) 기반의 환급 또는 기타 사전 승인된 교통비 

Mileage (distance)-based reimbursements or other forms of pre-authorized transportation 
payments

4. 식사 및 사전 승인된 업무 관련 접대비(저녁 출장 시, 스탭은 퇴근 후 식사비를 상환받는다)

Meals and pre-approved work-related entertainment expenses (staff shall be reimbursed for after-
work meals when work travel occurs in the evening)

5. 업무용 전화 및 인터넷 요금

Work-related phone and Internet charges

6. 사전 승인된 선물

Pre-approved gifts

④  특별하거나 과도한 비용은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 스탭은 다음과 같이 비용을 제한한다. 본 단체

는 여기에 명시된 수준으로 상환을 제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Special or excessive costs may not be reimbursed. Staff shall limit costs as follows. The 
Organization has the right to limit reimbursement to the levels indicated here:

1. 스탭 1인당 일일 식사비는 리더십 팀의 사전 승인없이 40,000원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

Total daily meal cost per staff member shall not exceed KRW 40,000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Leadership Team

2. 비용 상환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적절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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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Reimbursements are provided based on expense reimbursement forms properly completed, with 
receipts attached, and submitted on a timely basis by the staff

3. 본 단체는 지출 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상환을 보류할 권리를 보유한다.

The Organization reserves the right to withhold reimbursement while it investigates items on the 
expense report

⑤  스탭은 외부 현장사역 및 심방을 위한 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본 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Staff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olicies in relation to external field ministry trips and 
visitations:

1. 전 세계 VOM/ICA 사역자는 출장을 다닐 때, 방문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따라야 한다는 사역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방문이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방문 

중, 스탭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것보다 더 비싼 음식이나 음료를 구입

하는데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스탭은 이러한 철학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위반

을 방지하기 위해 자주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본 단체 스탭의 행동을 통해 본 단

체 사역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을 함께 나눌 수 있다. 

VOM/ICA ministries around the world share the ministry philosophy that travelers should follow 
the eating habits of those they visit. In a visit, we participate in the daily lives of people in the 
field. Therefore, when visiting, staff should not use money to purchase more expensive food and 
drinks than are normally consumed by the people in their everyday lives. Staff shall explain this 
philosophy to those who host them and remind them of it in order to curb any violations. In the 
process, the actions of the Organization’s staff shall embody the values of the Organization’s 
ministry as well as Christ, the Son of God who came to earth and lived among us as we live.

2. 또한 본 단체의 파트너들은 본 단체 프로젝트에 사용된 영수증을 매년 감사한다. 그들은 본 단

체가 ICA의 정책과 사역 철학에 따라 재정이 사용되길 기대한다. 파트너들은 방문이 아닌 프로

젝트에 최대한의 재정이 사용되기 원한다. 이는 현지의 식사 관행이 좋지 않을 경우, 스탭들이 

건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순교자의 소리 설립자인 웜브란트 목사님과 사

비나 사모님은 여행을 할 때, 호텔에서 아침을 드신 후 남은 음식은 나중에 먹기 위해 포장했다. 

이는 좋은 예이다. 그분들은 소비를 함에 있어 항상 검소하셨다. 이는 지금까지 VOM/ICA 사역

의 철학으로 지속되고 있다.

The Organization’s partners also annually audit the receipts of the Organization’s projects. 
Partners expect the Organization to use its finances in accordance with ICA policies and ministry 
philosophies. Partners want the maximum amount of money to be used in the project, no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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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This does not mean that staff should put their health at risk if local eating practices are 
unhealthy. Instead, a good example is VOM founders Pastor Richard and Sabina Wurmbrand, 
who, when staying at a hotel, would pack any extra breakfast food and bring it with them to eat 
later. They were always frugal in their consumption and spending. This continues to be the VOM/
ICA philosophy. 

3. 한국에서 출국 및 입국할 경우, 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리더십 팀의 사

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항에서 본 단체의 재정을 사용하여 식사나 간식을 구입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단체의 출장 인솔자는 자신의 개인 재정으로 다른 동행자들을 위한 식사나 

간식을 사지 않는다. 인솔자는 출장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또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식사를 하거나 출장 중 먹을 음식이나 간식을 준비하도록 조언한다.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출장 인솔자는 리더십 팀원의 승인을 받아 본 단체의 재정으로 식사를 하거나 간

식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간식이 제공되지 않은 채 장시간의 비행 지연 혹은 

본 단체의 외부 손님을 모시고 함께 출장을 가는 경우이다.

Those who travel to or from Korea should not use the Organization’s funds to purchase meals or 
snacks at the airport at departure or upon return,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and with 
prior approval from the Leadership Team. Likewise, the Organization’s trip leader should not 
purchase meals or snacks for other trip participants using their own personal finances. Before 
departing for the airport, or before returning to South Korea, the trip leader should advise trip 
participants to eat and/or to prepare food or snacks for their trip.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with the approval of a Leadership Team member, the group leader can use the Organization’s 
funds to purchase food or snacks, e.g., if there is an outside guest of the Organization present or 
there is a significant flight delay with no food or snacks provided.

4. 국내에서 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심방하거나 단체의 사무실 혹은 기타 장소에서 만

나는 경우, 스탭은 리더십 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음식이나 음료를 구

매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국 선교사,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본 단체의 사역을 소개하는 모임이

나 성경 배포 관련 모임에도 해당된다. 리더십 팀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본 단체의 사무실에서 

그러한 모임을 갖도록 한다. 리더십 팀의 지시(즉, 단체의 챔피언 대상 프레젠테이션)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스탭은 단체와 관련된 회의를 위해 단체 혹은 개인 재정으로 외부에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숍에 가지 않도록 한다. 

If staff meet one of the students of the Organization’s programs in Korea, whether in a home 
visitation of the student or at the Organization’s office or other location, food or drinks should not 
be purchased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with prior approval from the Leadership Team. 
This also applies to meetings with Korean missionaries, pastors, and ministers in meetings to 
introduce the Organization’s ministries, as well as meetings related to Bible distribution. U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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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n extenuating circumstance with prior approval from the Leadership Team, such 
meetings should take place at the Organization’s office. Staff should not eat outside or go to coffee 
shops with Organization or personal finances for Organization-related meetings, except as directed 
by the Leadership Team (e.g., for presentations to the Organization’s champions).   

5. 단체와 관련된 출장에 참여하는 스탭은 본 단체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식을 함께 먹

는다. 스탭은 그 지역의 가정집이나 지역 주민들이 주로 가는 평범한 식당에서 식사한다. 리더

십 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스탭은 비싸거나 특별한 음식을 대접받거

나 구매하지 않는다. 스탭은 또한 자신의 만족을 위해 특별한 음식, 잦은 디저트, 비싼 음료나 

간식을 주문해서는 않도록 한다. 스탭들이 현장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먹어야 한다. 

Staff who participate in Organization-related work trip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eat foods that 
are familiar and common to those who are being visited. Staff should eat in the local homes or the 
usual restaurants the local residents go to. Staff should not purchase or permit themselves to be 
hosted for expensive or special meals except under extenuating circumstances and with the prior 
approval of a Leadership Team member. Staff should also not order special foods, frequent 
desserts, or expensive drinks or snacks to satisfy their own preferences. When staff members visit 
a site, they should eat like those they are visiting.

제30조(휴대폰사용) Article 30 (Cell Phone Use)

①  업무 시간에 개인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단체의 규정이다.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나 업무 관

련 회의를 할 때 개인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치워 두어야 한다. 하지만 정규 휴게 시간에는 휴대폰

으로 개인적인 통화를 할 수 있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limit personal cell phone use during work time. Personal cell 
phones should be turned off or put away during work time in the office or in work-related meetings. 
Staff are allowed to make personal calls on their cell phones during regular break periods.

②  단체의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나 스탭은 핸즈프리 장치가 없는 경우, 운전 중 개인 또는 업무용으

로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운전 중에 문자 형식(인터넷 메신저, 문자, 메일 또는 읽기를 요구하

는 형식 일체)의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읽는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 

Drivers or other staff who operate Organization vehicles are prohibited from using cell phones while 
driving, whether for personal or work use without a hands-free device. Any sending of or reading a 
phone message in text format (whether IM, SMS, email, or any format requiring reading) is 
prohibited at all times while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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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단체는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기능 때문에 단체의 사역과 

관련된 기밀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노출될 수 있으므로, 스탭은 단체 구내 어느 곳에서도 승인받지 

않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The Organization recognizes that cell phones have the capability to take photographs. Because this 
capability could allow for theft of trade secrets or expose confidential information, staff are 
prohibited from taking unapproved photographs anywhere on Organization property.

④  일부 스탭은 단체에서 제공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다른 다기능 장치)’을 사용한다. 이러한 휴대

폰에 대한 단체의 보호 계획에 따라 휴대폰에 문제가 생기면 단체의 IT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호 수준을 벗어난 문제들, 즉 휴대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개인 비용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

종으로 대체해야 하며, 단체에서 공급받은 부대 용품(충전기 등)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단체는 부차적인 앱을 제공하지 않는다. 앱이 업무상 휴대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스

탭은 개인 비용으로 업무에 유용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    

Some staff use iPhones or smartphones (other multifunctional devices) provided by the 
Organization. Due to the Organization’s protection plan for these phones, staff shall notify the 
Organization’s IT manager if something goes wrong with their phone. If problems occur outside the 
protection plan, e.g., if staff lose their phone, the phone should be replaced with the same or similar 
model at staff expense, along with any lost accessories (chargers, etc.) that were supplied by the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does not provide any additional applications for the phone. As long 
as applications do not interfere with the phone operation for work purposes, staff can download apps 
at their own expense that are useful for their work.    

제31조(개인 전자 기기) Article 31 (Personal Electronic Devices)

①  본 단체는 전자 데이터의 보안과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방화벽과 암호 및 

기타 방법을 활용한다. 전자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전자기기 및 개인 저장 장치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개인 전자기기’란 노트북 컴퓨터, 

PDA, 스마트폰 또는 유사 기기를 포함한다. ‘개인 저장 장치’란 단체의 기밀 정보를 다운로드하거

나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USB 및 기타 장치를 포함한다.

The Organization takes numerous steps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electronic data, 
utilizing firewalls, passwords, and other measures. In order to ensure the security of electronic data,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discourage the use of personal electronic devices and personal 
storage devices for work purposes.

The term “personal electronic device” includes laptop computers, PDAs, smart phones, or similar 
devices. The term “personal storage device” includes disks, USB storage drives, and other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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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could be used to download or store confidential Organization information.

②  업무에 개인 전자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스탭은 상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A staff member who wishes to use a personal electronic device at work must secure approval in 
advance from their supervisor.

③  사전에 리더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전자 기기는 안전을 위해 단체 사무실 건물 안으로 반입할 

수 있지만, 실내에 있는 동안에는 전원을 계속 꺼두어야 한다. 스탭은 정규 휴게 시간 동안, 사무

실 밖에서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Personal electronic devices that have not been pre-approved for use by the Leadership Team may be 
brought into Organization buildings to keep them secure but must be turned off at all times while 
inside. Staff are allowed to use these devices outside of office work areas during regular break 
periods.

④  이 규정을 위반하는 스탭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는다. 

Staff in violation of this policy will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제32조(카메라 및 기타 기록 장치) Article 32 (Cameras and Other Recording Devices)

①  카메라, 녹음기 및 기타 녹화 장치를 단체 구내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본 단체

의 방침이다. 사진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폰도 포함된다. 이는 모든 스탭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단

체의 기밀 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It is the Organization’s policy to prohibit unauthorized use of cameras, recorders and other recording 
devices on the Organization’s premises. This also includes a mobile phone with photo-taking 
capabilities. This is to protect the privacy of all employees and to ensure the security of confidential 
Organization information. 

②  본 단체는 보안 및 도난 방지와 같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권리가 있다. 단

체에서 설치한 모든 카메라는 사적 대화 불법 녹취로 인한 일체의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소리

를 녹음하지 않고 영상만 녹화한다. 본 단체는 화장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곳에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스탭은 단체 구내, 특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이나 공개된 구역

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The Organization has the right to install surveillance cameras for legitimate purposes, such as 
security and theft prevention. All cameras installed by the organization do not record sound but only 
video to avoid any legal disputes caused by illegal recording of private conversations. The 
Organization will not install cameras where privacy is required for dignity, such as restrooms. 
However, staff should not expect privacy on group premises, especially in shared or public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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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화나 회의 혹은 기타 의사소통을 개인적으로 녹음하는 것은 근무지에서의 신뢰 정신에 위배된

다. 사전 승인 없이 이런 녹음을 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징계 조치

를 받게 된다. 

Privately recording conversations, meetings, or other communications is contrary to the spirit of 
trust in the workplace. It may be illegal for the parties to make such recordings without prior 
approval, and anyone who performs such acts shall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④   업무에 카메라나 개인 기록 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스탭은 상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A staff who wishes to use a camera or personal recording device at work must secure approval in 
advance from their supervisor.  

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Staff in violation of this policy will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제33조(법인 데이터 보안) Article 33 (Corporate Data Security)

①  본 단체의 프로젝트 노트, 보고서, 매뉴얼, 도서, 홍보 컨텐츠, 교육 컨텐츠, 그래픽 디자인, 아트워

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데이터 및 전자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본 단

체의 방침이다. 데이터와 전자 자료는 단체의 사역에 반대하는 기관에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

상 기밀로 간주되므로, 다른 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따라서 

스탭은 본 단체의 데이터나 전자 자료를 열람하거나 전송하기 전에 항상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It is the Organization’s policy to protect all of its assets, including its data and its electronic material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ject notes, reports, manuals, books, promotional content, teaching 
content, graphic designs, and artwork. Since data and electronic materials are not only valuable to 
organizations opposed to the Organization’s ministry but are also considered confidential by nature 
unless otherwise designated, it is the Organization’s policy to protect it in the same way as other 
assets. Therefore, staff shall always obtain prior approval before accessing or transmitting the 
Organization’s data and electronic materials. 

②  접근권한과 관련하여, 단체의 데이터와 전자 자료에 대한 접근 승인은 관례적으로 단체의 암호 및/

또는 문서 저장 폴더에 대한 사용자 제한 접근 시스템을 통해 얻게 된다. 즉, 각 스탭은 주어진 업무

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폴더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접근 시 의심스러운 이상이 감지되

면(즉, 해당 스탭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의심되는 컨텐츠의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한 접근권한이 

주어진 경우), 스탭은 단체의 IT 관리자 또는 해당 부서 관리자에게 보고할 보안의 책임이 있다. 

As regards access, approval to access the Organization’s data and electronic materials is customarily 
obtained through the Organization’s system of password- and/or user-restricted access in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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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document storage folders, i.e., each staff member has access to the folders necessary 
to complete the work assigned to them. However, it is the security responsibility of the staff member 
to report any suspected irregularities in access (e.g., access to files or folders whose contents the staff 
member suspects they should not have access to) to the Organization’s IT manager or their 
department manager. 

③  접근 및 전송에 관련하여, 본 단체의 데이터 및 전자 자료를 전송할 때에는 사전에 부서 관리자에

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혹은 컨텐츠의 범주 및/또는 수신자의 목록

에 근거하여 승인할 수 있다. 스탭은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우발적 또는 무단 전송된 데이터 또는 

전자 자료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As regards access and transmission, the approval to transmit any of the Organization’s data and 
electronic materials shall be obtained in advance from the department manager. Approval may be 
granted by the manager on a case-by-case basis, or on a standing basis according to categories of 
content and/or lists of recipients. Staff shall report all accidental or unauthorized transmission of data 
or electronic materials by themselves or others. 

④  단체의 현장 업무, 현장 스탭, 연락처, 부서별 파트너, 사역 대상자들의 보안은 항상 긴급하고 최

우선 사항으로 간주된다. 스탭은 현장 업무와 관련된 본 단체의 데이터나 전자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기 전에 상관의 모든 지시를 성실하게 따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사진의 모자이크 

처리, 간증 및 보고서에서의 신원 은폐, 사진의 데이터 혹은 위치 태그 삭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

되지는 않는다. 전송 전 각각의 자료 혹은 자료들은 상관에게 다시 승인을 받는다. 

Security of the Organization’s field work, field staff, contacts, ministry partners, and ministry 
recipients is always considered to be urgent and high priority. Staff shall exercise the utmost care in 
diligently following all instructions of the supervisor before publishing or transmitting the 
Organization’s data and electronic materials related to field work,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anitization of photos, concealment of identity in testimonies and reports, removal of data and 
location tags from photos, and re-approving all materials with the supervisor prior to each 
transmission or set of transmissions. 

⑤  다른 단체나 기관의 컴퓨터, 장치 또는 네트워크에서 본 단체 데이터 및 자료에 접근 및/또는 전송

하기 전에 해당 스탭은 리더십 팀이나 본 단체의 IT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Staff shall obtain prior permission from the Leadership Team or the Organization’s IT Manager to 
access and/or transmit Organization data and materials from a non-Organization computer, device, 
or network. 

⑥  모든 스탭은 자신의 전자 계정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보안암호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계정의 지속적인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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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계정 보안에 대한 지침은 단체의 IT 관리자에게 문의해

야 한다. 타인이 자신의 계정, 전화, 컴퓨터 또는 단체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전자 기기

에 무단접속을 시도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스탭은 비밀번호를 즉

시 바꾸고 단체 대표와 CEO에게 보고해야 한다.

All staff shall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ir use of their electronic accounts. These 
responsibilities begin by establishing secure passwords and include maintaining the confidentiality 
of the passwords and changing the passwords regularly to ensure the continued security of the 
accounts. For guidance on account security, staff should contact the Organization’s IT manager. The 
staff shall immediately change the password and report it to the Organization’s representatives and 
CEO if they believe that another entity may have attempted or made unauthorized access to an 
account, phone, computer, or other electronic device that has access to the Organization’s data.

⑦  스탭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스탭의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여 본 단체의 데이터 또는 전자 자료에 접

근해서는 안 된다.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staff access the Organization’s data or electronic materials using 
another staff member’s login information. 

⑧  스탭이 본 단체의 업무 서버나 파일 서버에서 단체의 데이터나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한 경우, 그 자료가 원래 서버에 존재했을 때 지니고 있던 기밀성과 동일한 기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단체의 데이터나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다. 스탭은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단체의 데이터나 자료를 USB나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같은 간

편한 이동식 저장 장치에 옮긴 경우, 그 자료가 원래 자신의 컴퓨터에 존재했을 때 지니고 있던 기

밀성과 동일한 기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운로드한 자료를 소유할 권한을 부

여받은 스탭은 해당 자료의 보안에 책임을 져야 하며, 승인된 프로젝트가 종결되는 즉시 그 자료 

및 모든 복사본을 영구적으로 삭제할 책임이 있다. 

If a staff member downloads the Organization’s data or materials to his or her computer from the 
Organization’s business or file server, the staff shall consider the data or material to have the same 
confidentiality as it had when it originally existed on the server. Unauthorized reproduction, copying, 
or use of the Organization’s data or materials is not permitted. If a staff member has transferred the 
Organization’s data or materials from their computer to a portable storage device, the material or 
data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the same confidentiality that it had when it originally existed on 
their computer. The staff authorized to own the downloaded material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material and are responsible for the permanent deletion of the data or material and all 
copies as soon as the approved project is concluded.

⑨  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이나 계약 해지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policies and procedures may lead to disciplinary action,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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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tion of employment or contract. 

⑩  네트워크에 연결 가능한 노트북뿐 아니라 데스크톱이나 서버에는 승인을 받은 스탭만 소프트웨어

(파일, 인쇄, 응용프로그램이나 업무 관련)를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관되게 지켜져야 할 설

치 기준과 구동 절차를 준수하고 네트워크 지원 및 향후 지원 이벤트를 관리할 수 있다.

Only approved staff members are authorized to install software onto desktop devices and servers 
(file, print, application-specific, and business), as well as laptop computers that are network-
attachable. This ensures installation standards are consistently followed, start-up procedures are 
followed, and network support and future support events are manageable.

⑪ 보안상의 이유로 만일 스탭이 자신의 컴퓨터를 자리에 두고 움직일 경우,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닫고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 잠가두어야 한다. 

For security reasons, if staff will be away from their workstations, they should close all applications 
and password-lock their computers to eliminate any possibilities of inappropriate use.

⑫ 스탭은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하여 단체의 인터넷 접속이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관한 비밀번호

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 단체는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며 이 권

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탭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Staff should never divulge passwords or information concerning Organization internet access, 
hardware, or software, including to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he Organization has the sole right 
to grant access, and this right is under no circumstances extended to staff to grant. 

제34조(전자 통신) Article 34 (Electronic Communication)

업무 관련 목적을 위한 전자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탭에게 단체 관련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

을 제공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이러한 계정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화상 회의, 인터넷 메시

지, 뉴스 그룹 및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본 단체는 단체 관련 전자 통신 

도구의 적절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 관련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된 모든 스

탭에게 이 규정 및 관련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provide staff members access to Organization-related accounts 
to facilitate electronic communication for work related purposes. These accounts may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e-mail, text messaging, videoconferencing, internet messaging, newsgroups, and social media. 
The Organization requires all staff granted access to Organization-related accounts to adhere to this and 
related policies to ensure proper, legal, and effective use of these Organization-related electronic 
communication tools.

①  본 단체 내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모든 전자 통신은 괴롭힘, 저작권법, 사역 기밀, 기밀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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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정보 공개 계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단체의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허용

되지 않는 전자 통신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ll Organization-related electronic communication, including intra-Organization communication, 
must comply with Organization policies and procedur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on 
harassment, copyright law, trade secrets, confidentiality, and Organization information disclosure 
agreements. Unacceptable electronic communica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1. 기독교 기준에 따라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거나 보여주거나 배포하는 

행위 일체 

Uploading, downloading, displaying, or distributing in any manner, material which may be 
considered offensive according to Christian standards

2. 단체의 사전 허가 없이 본 단체에 관한 기밀 정보 및/또는 데이터를 누설하는 행위

Divulging confidential information and/or corporate data without the Organization’s prior 
permission

3. 단체 통신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Knowingly interfering with Organization communication

4. 본 단체와 무관한 활동에 본 단체 이메일 주소 등을 사용하는 행위

Using Organization email addresses, etc. for any non-Organization-related activities

5.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거나 단체가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단체 관련 계정을 사용하여 정

보에 접근, 전송 또는 수신하는 행위 

Accessing, sending, or receiving information using an Organization-related account the staff 
member has not been authorized by the Organization to access, or using it in ways the 
Organization has not authorized

6. 다른 사람에게 단체 관련 계정에 대한 접근 및/또는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즉, 스탭은 다

른 사람에게 단체 관련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Giving someone else access and/or use of their Organization-related account (In other words, staff 
members may not grant permission to others to access their Organization-related accounts)

②  단체의 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전자 파일 및 기록물은 단체의 재산이며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복사, 검토, 감사, 배포 등을 할 수 있다. 

All electronic files and records utilizing Organization resources are the property of the Organization 
and may be copied, reviewed, audited, distributed, etc. as deemed necessary by the Organization. 

③  단체는 통신 시스템 운영을 추적 관찰하고 감사할 권리, 시스템 내부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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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할 권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록을 보관하거나 폐기할 권리를 가

진다. 스탭은 사생활을 기대하면 안 되며, 이 시스템이 점검과 추적관찰 받는다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 

The Organization reserves the right to monitor and audit the operation of its communications 
systems, to access and periodically review any or all of the records within it, and to retain or dispose 
of those records as it deems necessary. Staff should have no expectation of privacy and should 
expect that the system will be inspected and monitored.

④  파일 전송을 통해서든 첨부를 통해서든, 수신된 파일에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스탭은 어떤 파일이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기(읽기)로 결정할 때, 특히 파일 발신자나 

업무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바이러스가 서버에 도달하지 못

하도록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더라도, 바이러스는 여전히 컴퓨터에 영향을 주고 컴퓨터를 비활성

화할 수 있다. ‘수상한’ 파일이나 이메일이 오면, 해당 스탭은 단체의 IT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파

일이나 이메일을 분리하여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뒤에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As regards attachments or files, files received (whether through file transfer or e-mail attachment) 
have the potential to contain computer viruses. Staff must keep this in mind when determining 
whether to open (read) a file or e-mail attachment, especially if the originator or business purpose 
for the file cannot be determined. While every precaution is made to ensure that viruses cannot reach 
the server level, a virus can still affect and disable a computer. If a “suspect” file or e-mail is 
received, staff should contact the Organization’s IT manager so that the file or e-mail can be isolated 
and virus-checked before continuing.

⑤  이메일, 뉴스 그룹, 또는 기타 인터넷 관련 활동이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

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단체의 주소가 데이터에 포함되고 수신자의 화면에 표시된다. 스탭들이 

인터넷 뉴스 그룹이나 대화방에 접속할 때마다 단체의 인터넷 주소에 관한 흔적이 남는다. 따라서 

스탭은 상관이나 리더십 팀의 사전 허가 없이 업무 중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단체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이러한 그룹에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 된다.  

E-mail, newsgroups, or any other internet-related activity are rarely anonymous. The Organization’s 
address is usually embedded in the data transmitted and is visible on the recipient’s screen. 
Whenever staff gain access to an internet newsgroup/chat room, they leave a trail of the 
Organization’s internet address. Therefore, staff should not post in such groups using work 
computers or while at work or while using Organization email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supervisor or the Leadership Team.

⑥  단체와 관련된 계정을 사용하여 인터넷 토론방에 참여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기타 인터넷 관

련 활동을 하는 경우, 스탭은 단체를 대표하게 된다. 스탭은 적절한 문자와 승인된 사진만 사용하

는 등 전문적인 메시지의 어투와 표현을 유지해야 한다. 이모티콘, GIF 또는 그래픽 형태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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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용하지 않는다. 스탭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적절한 문법을 사용하고 검토하고 철자 확인

을 해야 한다. 스탭은 이메일 ‘회신’을 할 때, 승인된 서명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간단한 ‘답신’에는 

서명 문구가 필요하지 않다. 승인된 서명 문구에는 메일 작성자 성명, 이메일 주소, 단체 사무실 

전화번호, 단체 이름 및 주소가 포함된다.

Staff participation in newsgroups, sending e-mail, or in any other internet-related activity using 
Organization-related accounts represents the Organization. Staff should keep the tone and 
appearance of messages professional, including using only text and, where appropriate, authorized 
photos. Emojis, GIFs, or other graphic forms of expressions should not be used. Staff should use 
proper grammar and proof and spell-check all communications. Staff should use the approved 
signature block with e-mail “responses;” the signature block is not necessary for brief 
“acknowledgements.” The approved signature block is: Author’s Name, e-mail address, the 
Organization’s office phone number, Organization name and address.

⑦  본 단체는 모든 정보를 취급할 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비밀보호법을 준수한다. 이러한 법률

의 보호를 받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면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단체의 정책

을 위반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 스탭은 모든 자료가 저작권이 있거나 보호 대상

이며, 자료의 중요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저작권 고지가 없다고 해서 해당 자료를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

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모든 저작권 문제는 CEO에게 문의해야 한다.  

The Organization honors copyright, trademark, patent, and trade-secret laws in all information 
handling. Use of information protected by these laws without permission carries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and is a violation of Organization policy, which may result in disciplinary action. Staff 
should assume that all material is copyrighted or protected and is not to be used without determining 
its status. Copyrighted material may not be used, except by permission. The absence of a copyright 
notice is not proof that the material is public domain and available for use. All copyright matters 
should be directed to the CEO.

⑧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Violations of this policy may result in disciplinary action,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제35조(스탭 텍스트 그룹 및 업무 텍스트) Article 35 (Staff Text Groups and Work Texts)

본 단체는 단체 관련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직원 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특정 보안 텍스트, 오디

오 및 비디오 앱을 승인한다. 전체 스탭 텍스트 그룹 외에도 스탭은 특정 업무 팀, 사무실이나 주거

지, 단체에서 맡은 역할(시설, 보안등)을 위해 조직된 텍스트 그룹 또는 기타 내부 커뮤니케이션 그룹

에 포함될 수 있다. 본 단체는 단체에서 승인한 특정 앱을 사용하여 문자 및 업무 관련 음성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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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스탭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에는 제34조의 내용 및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그룹 및 스탭 내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

으로 스탭의 개인 계정을 사용하여 참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 

The Organization approves certain specific secure text, audio, and video apps for Organization-related 
internal communication and intra-staff communication. In addition to all-staff text groups, staff may be 
included in text groups or other internal communication groups organized for a specific work team, 
office or housing location, or an organization role (e.g., facilities, security.) The Organization also 
permits work texts and work-related audio and video conversations to be transmitted using certain apps 
approved by the Organization. The stipulations and guidelines in Article 34 governing content and 
confidentiality apply to internal communications transmitted by staff. However, because these internal 
communication groups and intra-staff communications typically make use of staff member’s personal 
accounts for participation, the following policy is necessary:

①  본 단체는 스탭 텍스트 그룹 및 스탭 간의 업무 텍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보안 텍스트 및 메시

지 앱을 승인한다. 승인된 앱은 보안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다. 스탭은 업무 관련 텍스

트, 음성 및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현재 승인된 앱만 사용해야 한다.  

The Organization approves certain secure text and messaging apps for use in staff text groups and 
for work texts between staff members. Approved apps change from time to time as security 
situations change. Staff shall only use the currently approved apps for work-related text, audio, and 
video communication.

②  악의적인 행위자는 보안 앱에서도 텍스트 또는 커뮤니케이션 그룹에서 보안을 준수하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 텍스트 그룹, 텍스트 메시지 및 기타 전송에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탭은 단체 

관련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단체 관련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승인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가 요구하는 이중인증 및 기타 모든 보안 관련 보호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단체의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에 의해 주어진 업무 지시에 따라 주기적으로(통상적으로 매월) 오래된 텍스트, 컨텐

츠 및 텍스트 그룹을 삭제하고 앱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텍스트 그룹의 보안은 보안에 가장 

취약한 구성원의 수준으로 유지되므로 본 단체는 스탭이 단체 관련 커뮤니케이션 그룹의 구성원으

로 있는 앱에서 보안 설정을 확인하고 이전 텍스트 메시지 및 그룹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한다. 스탭이 이러한 보안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체 관련 텍스트 그룹에서 일시적 퇴장 또

는 영구 제명되거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Malicious actors are able to gain access to text groups, text messages, and other transmissions 
through a single unprotected user in a text or communication group, even on a secure app. 
Accordingly, in order to maintain the security of Organization-related information, staff shall 
activate two-factor authentication and all other security-related protections required by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use the approved apps for Organization-related intern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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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staff members shall periodically (typically monthly) delete old texts, contents, and text groups 
and change app passwords as directed by the tasks in the Organization’s project management 
system. Because the security of a text group is only as strong as its least secure member, the 
Organization reserves the right to spot-check the security settings and the deletion of old text 
messages and groups on the apps for which a staff is a member of Organization-related 
communication groups. Staff may be temporarily suspended or permanently expelled from 
Organization-related text groups, or may be subject to employee discipline, for failure to follow 
these security requirements.

③  스탭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그룹의 관리자 또는 리더십 팀원에 의

해 전송된다. 스탭은 텍스트 그룹의 관리자, 해당 스탭의 상관 또는 리더십 팀원이 지시하지 않는 

한 자신이 속한 그룹에 텍스트 메시지를 먼저 시작해서는 안 된다. 

In staff text groups, text messages are typically originated by the text group owner or by a member 
of the Leadership Team. Staff members should not initiate texts to groups of which they are 
members unless directed by the text group owner, the staff member’s supervisor, or a member of the 
Leadership Team.

④  단체 관련 텍스트 그룹을 통해 전송된 텍스트 메시지에 간략한 메시지로 회신하는 것이 본 단체의 

관례이다. 스탭은 감정을 나타내는 GIF, 이모티콘 또는 그래픽 사용을 삼가며, 개인적이거나 공적

이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에 허용될 수 있는 두문자어, 속어 또는 약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It is the customary practice in the Organization for staff to acknowledge text messages sent through 
Organization-related text groups with brief, text-only replies. Staff should refrain from using 
expressive GIFs or emojis or graphics and should not use acronyms or slang or abbreviations that 
might be acceptable in personal or less formal communication.

⑤  스탭은 단체 관련 텍스트 그룹에 기독교 기준에 따라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텍스트 자료

들을 보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Staff shall refrain from texting material to Organization-related text groups which may be considered 
offensive according to Christian standards.

⑥  스탭들 간의 개인적인(즉, 업무 외) 성격의 지속적이고 잦은 텍스트 대화는 사적인 대화로 간주되

며, 업무 시간 중에 해서는 안 되며, 휴게시간이나 업무 시간 외에 하도록 한다. 

Extended or frequent text conversations of a personal (i.e., non-work) nature between staff members 
are considered personal conversations and should not be undertaken during work time but should be 
reserved for break time or outside of work hours.

⑦  단체 관련 내부 커뮤니케이션 그룹에 전송된 정보는 법인 데이터 보안에 관한 제33조의 모든 규정

에 따라 단체기밀자료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룹 관리자, 해당 스탭의 상관 또는 리더십 팀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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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룹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스탭을 포함하여 텍스트 그룹 

외부로 텍스트 메시지나 내용을 전달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  

Information transmitted in Organization-related internal communication groups is considered 
confidential Organization data subject to all the stipulations of Article 33 on Corporate Data 
Security. Thus,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a text message or its contents be forwarded or shared 
outside of the text group, including with other staff who are not members of the group, without 
express prior permission from the group owner, the staff member’s supervisor, or the Leadership 
Team.

⑧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Violations of this policy may result in disciplinary action,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제36조(개인블로그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 Article 36 (Personal Blogs and Social Media 

Posts)

①  스탭이 개인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 또는 유사한 매체(인터넷 게시판, 팟캐스트, 인터넷 포럼 등) 

[“블로그”]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

다. 그러나 블로그에 게시할 수 있는 내용과 게시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제한이 시행된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respect the creativity and freedom of speech that staff may 
engage in through personal blogs, social media posts, or similar mediums (internet message boards, 
podcasts, internet forums, etc.) [“Blogs”]. However, limits as to what may be posted and when 
posting can occur must be enforced.

②  일반 근무 시간에는 개인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 포스팅을 할 수 없다. 스탭이 사무실 밖에서 블로

그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경우, 해당 스탭은 단체에 관한 부정적인 언급을 삼가야 하며, 단

체의 메시지나 철학을 반영하지 않는 코멘트와 함께 단체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어떤 게시

물에도 단체의 기밀, 민감하거나 내부적인 정보(리더십 팀의 사전 허가 없이 동료의 이름이나 사

진을 사용하는 경우 포함), 사역 기밀, 다른 동료에게 괴롭힘 당한 일 또는 기타 부적정한 행위를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단체는 미래의 동역자나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들이 스탭의 

블로그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스탭은 그러한 활동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스탭이 

사무실 밖에서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단체 리더십팀에 통

지해 줄 것을 적극 장려한다. 

Personal blogging or social media posting may not occur during normal work hours. If a staff 
engages in blogging or social media postings outside of the workplace, he or she is expected to 
refrain from making any negative references to the Organization, or to repost Organizatio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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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ommentary that does not reflect the Organization’s message or philosophy. Any postings must 
not contain confidential, sensitive, or internal Organization information (including names or images 
of coworkers, without prior permission of the Leadership Team), trade secrets, harassment of 
another coworker, or otherwise indicate improper conduct. The Organization reminds staff that 
future constituents, competitors, or others may read their blogs, so staff are advised to use discretion 
in such activities. It is highly encouraged that staff inform the Leadership Team of blogs or internet 
communications that they are doing outside of the Organization.

③  본 단체를 공개적으로 대표하는 모든 리더십 팀원, 상관, 목사, 전도사, 선교사 및 스탭은 개인 블

로그나 팟캐스트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단체에 공개해야 하며 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단체의 요청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스탭은 항상 단체를 대표

하므로 개인적 견해가 단체에 반영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All Leadership Team members, supervisors, pastors, evangelists, missionaries, and staff who 
represent the Organization publicly shall disclose their personal blogs, podcasts, and social media 
postings to the Organization and remove at the Organization’s request any content that the 
Organization judges could adversely reflect on the Organization. Staff in these roles represent the 
Organization at all times, and it is not possible to prevent their personal opinions from reflecting on 
the Organization.

④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Violations of this policy may result in disciplinary action,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제37조(단체의 전화 응대) Article 37 (Answering Phone Calls to the Organization)

다음 규정은 메인 안내 데스크 또는 단체 내 다른 전화를 통해 스탭이 응대하는 모든 전화에 해당

한다.

The following guidelines relate to all phone calls received by staff answering phones at the 
Organization, whether at the main reception desk or via any other Organization phone:

①  전화를 받은 모든 스탭은 항상 정중하고 공손해야 하며, 예의를 갖추어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 

All staff who answer the phone should be polite and courteous at all times, using formal and 
respectful forms of address.

②  외부 전화를 받을 때 모든 스탭이 해야 하는 표준적인 인사는 “안녕하세요 순교자의 소리, (스탭 

이름)입니다”이다.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거나 담당자에게 연결해주기 전, 스탭은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인지 혹은 전화를 연결해줄 담당자나 부서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The standard phone greeting to be used by all staff for outside calls is “Hello, this is Voi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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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yrs Korea, (staff name) speaking.” Before putting a caller on hold or transferring to another 
line, the staff should advise the caller what is being done or where or why the call is being 
transferred.

③  스탭은 단체로 결려오는 외부 전화를 응대할 때,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

화를 응대하는 스탭은 어떠한 정보도 공개, 확인 또는 부인해서는 안 되며 사무실 관리자, CEO의 

비서 혹은 리더십 팀원의 사전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본 단체의 공식적인 미디

어 페이지나 정기 간행물(예, 단체의 웹사이트, SNS, 월간 소식지)에서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도

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000 님이 단체의 이사님이십니까?”라고 묻는 다면, 스탭은 

정중하게 “단체의 이사님들의 명단은 웹사이트 www.vomkorea.com/about/leadership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한다. 

Staff shall keep security in mind as the uppermost concern when answering outside calls to the 
Organization. Accordingly, staff answering calls shall not disclose, confirm, or deny any information 
but should assist callers to locate the information on the Organization’s public media pages and 
periodicals (e.g., Organization website, SNS feeds, monthly newsletter), except with prior 
permission from the Office Manager, Executive Assistant to the CEO, or a Leadership Team 
member. For example, if a caller asks, “Is [Name] a board member at your Organization?”, staff 
should politely reply, “A list of our board members may be found on our website at www.vomkorea.
com/about/leadership.” 

④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스탭은 제38조의 언론매체의 연락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Staff receiving calls from the media shall follow the policy on Contact from Media in Article 38.

⑤  당국(예, 경찰, 정부, 출입국사무소, 세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스탭은 제39조의 당국의 연락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Staff receiving calls from the authorities (e.g., police, government, immigration, customs) shall 
follow the policy on Contact from Authorities in Article 39.

⑥  당국이나 언론사 이외의 개인이나 그룹이 단체에 전화하여 스탭이나 이사회의 정보를 묻거나 이름

이나 직함, 채용, 재정 상태, 법적 지위,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단체의 입장에 대해 문의

하면, 해당 전화를 받은 스탭은 즉시 사무실 관리자, CEO의 비서 혹은 리더십 팀원에게 연결해주

어야 한다. 

For calls from any person or group other than the authorities or the media seeking information on 
staff or board members or inquiring about names, titles, hiring, financial status, legal status, 
organization positions on social or political issues, calls shall be transferred immediately to the 
Office Manager, Executive Assistant to the CEO, or a member of the Leadership Team.

⑦  스탭은 수신자 부담 또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유형의 전화 및 괴롭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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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즉시 사무실 관리자, CEO의 비서, 상관 혹은 리더십 팀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taff should not accept any collect or suspicious calls and shall immediately report all calls of this 
type, and any harassing calls, to the Office Manager, the Executive Assistant to the CEO, their 
manager, or a Leadership Team member.

제38조(언론매체의 연락)  Article 38 (Contact from Media)

①  언론매체의 질의에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단체의 이사장이나 CEO가 특별한 

사유로 특정인을 지명하여 일시적으로 단체를 대표하여 언론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이사장 또는 CEO만이 단체를 대표하여 언론매체에 대응하고 답변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 또

는 특별히 지정된 대변인 이외에는 아무도 단체를 대표하여 언론사에 말할 수 없으며 단체에 대한 

정보, 이사장 또는 CEO의 답변 가능 여부를 공개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 스탭이 명백히 단체

를 대표하여 언론에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공개 석상에서 연설하는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respond to media inquiries as soon as possible. Only the Board 
Chair or CEO may respond to media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when the Board Chair or CEO may temporarily authorize a media delegate to 
respond to a specific media inquiry or inquiries. No one other than these individuals, or any specially 
designed spokesperson, has permission to represent the Organization to the media, or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 Organization or the availability of the Board Chair or the CEO for response. 
Any unauthorized staff who makes public comments or addresses the media as an apparent 
representative of the Organization may be subject to discipline,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②  구두이든 서면이든 본 단체에 관한 언론매체의 모든 문의는 언론매체를 담당하는 스탭에게 알려야 

하며, 이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이사장 혹은 CEO의 지시에 따라 미디어의 요청사항을 즉시 처

리할 수 있는 CEO의 비서에게 알리도록 한다. 언론매체로부터 문의를 받은 스탭은 문의한 언론매

체의 담당자 이름, 직위, 연락처, 용건만 요청하도록 한다. 이때 스탭은 언론매체에서 요청한 사항

이 적절한 단체 대표자에게 전달될 것임을 알릴 뿐, 문의에 대해 본 단체가 회신하겠다거나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All media inquiries, whether verbal or written, are to be directed to the PR coordinator or, when the 
PR coordinator is unavailable, to the Executive Assistant, who will immediately address the request 
with the media representative under the direction of the Board Chair or CEO. A staff person 
receiving an inquiry from the media should only request the name, position, contact information, 
and subject of the media inquiry. The staff person should inform the inquirer that the request will be 
conveyed to the appropriate Organization representative but should not promise or confirm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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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will return the call or respond to the inquiry. 

③  보도자료는 본 단체 내에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포한다. 이사장 혹은 CEO가 배포

에 앞서 모든 보도자료를 승인한다. 보도자료에 인용문이 포함된 경우, 그 인용문 원작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본 단체와 동역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본 단체를 언급하는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경

우, 그 단체나 개인은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본 단체 언론매체 담당 스탭이나 비서에게 해당 자료

를 보내 이사장이나 CEO, 혹은 위임된 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Press releases will be issued as deemed necessary and relevant by appropriate personnel within the 
Organization. The Board Chair or CEO will approve all press releases prior to distribution. Press 
releases that include quotes will be approved by the individual quoted. Individuals who work with 
outside organizations seeking approval for press releases that mention the Organization must send 
such releases to the press release coordinator or the Executive Assistant to route to the CEO or 
Board Chair or their authorized delegate for review prior to distribution.  

제39조(당국의 연락)  Article 39 (Contact from Authorities)

①  당국의 질의에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단체의 이사장이나 CEO가 특별한 사유

로 특정인을 지명하여 일시적으로 단체를 대표하여 당국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이사장 또는 CEO만이 단체를 대표하여 당국에 대응하고 답변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 또는 특별

히 지정된 대변인 이외에는 아무도 단체를 대표하여 당국에 말할 수 없으며 단체에 대한 정보, 이

사장 또는 CEO의 답변 가능 여부를 공개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 스탭이 명백히 단체를 대표

하여 당국에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공개 석상에서 연설하는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respond to inquiries from authorities as soon as possible. Only 
the Board Chair or CEO may respond to authorities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when the Board Chair or CEO may temporarily authorize a delegate to 
respond to a specific authority’s inquiry or inquiries. No one other than these Organization officers, 
or any specially designated spokesperson, has permission to represent the Organization to the 
authorities, or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 Organization or the availability of the Board Chair 
or the CEO for response. Any unauthorized staff who makes public comments or addresses the 
authorities as an apparent representative of the Organization may be subject to discipline,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②  구두이든 서면이든 본 단체에 관한 당국의 모든 문의는 CEO의 비서에게 알려야 하며, 이 담당자

가 부재중일 경우 이사장 혹은 CEO의 지시에 따라 당국의 요청사항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리더십 

팀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당국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스탭은 문의한 당국의 담당자 이름, 직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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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용건만 요청하도록 한다. 이때 스탭은 당국에서 요청한 사항이 적절한 단체 대표자에게 전달될 

것임을 알릴 뿐, 문의에 대해 본 단체가 회신하겠다거나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All inquiries from the authorities, whether verbal or written, are to be directed to the Executive 
Assistant to the CEO, or, when the Executive Assistant is unavailable, to another member of the 
Leadership Team, who will immediately address the request with the authorities under the direction 
of the Board Chair or CEO. A staff person receiving an inquiry from the authorities should only 
request the name, position, contact information, and subject of the inquiry. The staff person should 
inform the inquirer that the request will be conveyed to the appropriate Organizational representative 
but should not promise or confirm that the Organization will return the call or respond to the inquiry.  

제40조(청탁 행위) Article 40 (Solicitation)

①  이 규정은 스탭이나 스탭이 아닌 사람이 단체 내에서 청탁을 하거나 무료배포를 하거나 어슬렁거

리는 행위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스탭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스탭과 방문자의 불편을 방지하

기 위해 제정되었다. 

This policy applies to solicitation, distribution, and loitering in and on all Organization premises, by 
staff and non-staff. This policy is designed to prevent disruption to operations and inconvenience to 
staff and visitors.

②  리더십 팀의 사전 승인이 없이 스탭은 상업적 활동, 종교적 혹은 정치적 대의를 전파하거나 외부 

기관 또는 기타 외부 단체에 관련된 일을 청탁하기 위해 본 단체의 전자 통신을 사용할 수 없다. 

Without prior approval by the Leadership Team, staff may not use any electronic communications to 
solicit for commercial activities, religious or political causes, outside Organizations, or other non-
Organization related matters.

③  어떠한 목적으로든 스탭이 아닌 사람이 단체 구내에서 특정 목적의 인쇄물이나 기타 자료를 배포

하는 행위는 항상 금지된다. 단체 구내는 모든 건물 내부, 주차 구역, 보도, 진입로, 지상 및 기타 

공용구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Solicitation and distribution of literature or other materials by non-staff for any purpose is prohibited 
at all times anywhere on Organization premises. Organization premis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ll enclosed buildings, parking areas, walkways, driveways, grounds and other common areas.

④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스탭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Failure to comply with this policy may subject involved staff to disciplinary measures,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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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술, 담배, 불법약물) Article 41 (Alcohol, Tobacco, and Illegal Drugs)

본 단체는 기독교 사역 단체이고 술, 담배, 불법 약물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는 구성원들을 섬기며, 

스탭들과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술, 담배, 불법 마약이 없는 근무지를 

만드는데 전념한다. 

Because the Organization is a Christian ministry, and because the Organization serves constituents 
who strongly oppose the use of alcohol, tobacco, and illegal drugs on religious grounds, and because the 
Organization is committed to the holistic well-being of staff and constituents, the Organization is 
committed to an alcohol-free, tobacco-free, and illegal drug-free workplace.

①  스탭은 업무 수행에 적절한 정신적, 육체적 상태로 정시에 출근해야 한다.  

Staff shall report to work on time and in fit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for work.

②  업무 시간이나 단체의 구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술, 담배, 불법 약물 또는 기타 규제 약물을 소지, 

사용, 제조 또는 배포를 금지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업무 시간에는 모든 근무 시간, 출장 

시간, 정상 근무 시간 이외의 단체 구성원 접대에 소요된 시간, 단체 행사에 참석한 시간(정식업무

가 끝난 후 이어진 시간도 포함) 및 히133 사역 시간이 포함된다. 단체 구내에는 단체가 소유하거

나 임대한 모든 부동산과 차량, 주차장 및 유사 장소가 포함된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prohibit the possession, use, manufacture, or distribution of 
alcohol, tobacco, illegal drugs, or other controlled substances, in any form, on Organization time or 
premises. Organization time includes all work time, travel time, time spent entertaining Organization 
associates beyond the normal workday, time attending Organization events (even when meetings 
themselves are not in session), and H133 hours. Organization premises include all owned or leased 
property (including apartments), owned or leased vehicles, Organization parking lots, and similar 
locations.

③  스탭은 술 또는 불법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취한 상태’란 체

내에 검출 가능한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이 농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Staff are prohibited from conducting Organization work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illegal 
drugs. “Under the influence” means having any detectable concentration of alcohol or illegal drugs 
in the body.

④  스탭은 형사상 마약관련 법령 또는 ‘취한 상태’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보고

해야 한다.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은 기소 또는 유죄 판결 후 5일 이내에 단체 리더십 팀에 보고해야 

한다.

Staff must report any charge or conviction under a criminal drug statute or “under the influence”-
related statute. A report of a charge or conviction must be made to the Leadership Team within five 



제3장  복무 | Chapter 3 Service  75

days of the charge or conviction.

⑤  본 단체의 구내 또는 단체의 차량에서 불법 약물이 발견될 경우, 사법 당국에 통지된다.

Law enforcement authorities will be notified whenever illegal drugs are found in the Organization’s 
premises or in Organization’s vehicles.

⑥  스탭이 단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단체는 해당 스탭에게 약물이나 알코올 검

사를 받게 할 권리를 가진다.

If a staff is involved in a motor vehicle accident while driving an Organization vehicle, the 
Organization reserves the right to have the staff drug or alcohol tested.

⑦  이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이나 알코올, 기타 규제 물질을 사용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단체는 해당 스탭을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The Organization reserves the right to test staff it reasonably suspects to be using drugs, alcohol, or 
other controlled substances in violation of this policy.

⑧  담배나 알코올 또는 처방 약에 중독되거나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스탭은 해당 문제나 중독을 극복

하기 위한 치료 방법을 강구하고 완료할 책임이 있다.

Staff who have a substance abuse problem or addiction to tobacco or alcohol or prescription 
medications have the responsibility to seek and complete treatment to overcome the problem or 
addiction. 

⑨  상관이나 동료가 스탭이나 구성원이 약물에 문제가 있거나 담배, 술 또는 처방 약에 중독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리더십 팀에 알리고 당사자에게 도움을 받도록 촉구해야 한다. 

If supervisors or coworkers think a staff member or constituent may have a drug problem or 
addiction to tobacco, alcohol, or prescription medication, they should inform the Leadership Team 
and also urge that person to get help.

⑩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일체의 고용계약이나 독립적인 계약직 합의를 즉각 해지할 수 있는 사유

가 된다. 

A violation of these regulations shall be grounds for immediate termination of any employment 
contract or independent contract agreement.

제42조(단체 자산 사용) Article 42 (Use of Organization Property)

①  본 단체의 자산 및 물품은 단체에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스탭은 단체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혜

롭게 사용해야 한다. 본 단체는 물적 재산과 지적 재산을 분실, 손상, 도난, 공공기물 파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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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복사, 공개 또는 처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체의 재산과 시설이 공인된 업무 및 사역 활

동에만 적절히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이는 단체의 모든 재산에 적용된다.

The Organization’s assets and goods shall be used beneficially for the Organization. Staff should 
protect the property of the Organization and use it wisely. The Organization shall ensure that the 
Organization’s property and facilities are only used for authorized work and ministry activities to 
protect physical and intellectual property from loss, damage, theft, damage to public property, 
unauthorized use, copying, disclosure or disposal. This applies to the property of the Organizations.

②  본 단체의 시설이나 장비, 물품이나 기타 재산을 사전 허가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

히 금지된다. 

The use of the Organization’s facilities, equipment, goods or other property for personal use is 
strictly prohibited without prior permission. 

③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용 혹은 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Violation of this policy may result in discipline, which could lead to termination of employment or 
contracts.

제43조(검색 및 검사) Article 43 (Search and Inspection)

①  본 단체는 보안을 위해 워크스테이션, 책상, 파일 캐비닛, 사물함 및 이와 유사한 영역을 포함한 

단체의 소유물에 대한 검색을 수행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는 컴퓨터(전자 메일 및 인터넷)와 전화

(음성 메시지)에도 적용된다. 본 단체는 금지 품목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

우, 언제든지 단체의 숙소를 포함하여 단체 내 지역을 검색할 수 있다.

For security reasons, the Organization has the right to conduct searches of its possessions, including 
workstations, desks, file cabinets, lockers, and similar areas. This also applies to computers (e-mail 
and internet) and telephone (voice messages). The Organization may search the area within the 
Organization at any time, including its apartments, if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any prohibited 
item may exist.

②  본 단체는 금지 품목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락, 여행 가방, 배낭, 

소포 또는 기타 물품을 포함하여 스탭의 개인 소유물에 대한 검색을 수행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개인 소유물’은 착용 중인 의류 품목이나 스탭의 차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 차량

의 육안 검사는 외부에서 수행할 수 있다(즉, 창문을 통해 바라봄).

The Organization has the right to conduct searches of the staff’s personal possessions, including 
lunch boxes, suitcases, backpacks, parcels, or other items, if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any 
prohibited item may exist. For the purposes of this policy, “Personal Possessions” do not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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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items or staff’s vehicles. However, visual inspection of the vehicle can be carried out 
externally (i.e., looking through the window).

③  이 규정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스탭 또는 기타 사람은 상관 또는 리더십 팀에게 

자신의 우려를 보고해야 한다.

Staff or other persons who feel they have been treated unfairly under this policy should report their 
concerns to their supervisor or to the Leadership Team.

④  본 단체 재산 검색은 언제든지 리더십팀에서 수행할 수 있다. 스탭의 개인 소유물에 대한 검색은 

리더십팀의 구성원 2명이 수행해야 한다. 개인 소유물에 대한 검색은 스탭에 대한 존중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

The search of the Organization’s property may be carried out by the Leadership Team at any time. 
The search of staff’s personal possessions must be carried out by two members of the Leadership 
Team. Searches for personal possessions should be conducted with respect for the staff.

제44조(문서 보관 및 폐기) Article 44 (Records Retention and Disposal)

①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체에서 사역을 하며 접수하거나 작성한 문서 및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검토,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원칙을 제공한다. 이 규정은 물리적 형태를 불문

한 모든 기록과 문서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는 문서나 기록물을 우발적인 파기로부터 보호하고 효

율적인 관리 및 보관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This policy provides principles for systematic review, preservation, and destruction of documents 
and records received or produced by organizations in ministr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This policy applies to all records and documents, regardless of 
physical form. This policy includes guidelines on how to protect documents or records from 
accidental destruction and to ensure efficient management and storage.

②  기록물 보관과 관련하여 스탭은 전자 기록 또한 서신/보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With regard to records retention, staff shall treat electronic records in the same manner as paper 
correspondence/reports.

③  본 단체는 이 규정에 명시된 문서 보존 기간을 준수한다. 차트에는 없지만 차트에 나열된 문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문서는 해당 문서의 보존 기간과 유사한 기간 동안 보관된다.

The Organization shall comply with the retention period of the documents set forth in this policy. 
Documents that are not in the chart but are substantially similar to those listed there shall be kept for 
a period similar to the retention period of th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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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문서

Corporate documents

Annual Reports
연례보고서

Permanent
영구 보관

Board Meeting Minutes/Committee Minutes
이사회 회의록 / 총회 회의록 

Permanent
영구 보관

Board Policies/Resolutions
이사회 정책 / 결의안

Permanent
영구 보관

Bylaws
정관

Permanent
영구 보관

Construction Documents
건축 관련 문서 

Permanent
영구 보관

Fixed Asset Records
고정 자산 기록

Permanent
영구 보관

IRS Forms 1023/Determination Letter
면세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문서

Permanent
영구 보관

Sales Tax Exemption Letters
세금 공제 관련 문서

Permanent
영구 보관

Contracts (after expiration)
계약서 (만료 이후)

7 years
7년

Correspondence (internal or external)
서신 (대내외)

3 years
3년

 

2. 회계 및 세금관련 기록

Accounting and tax records

Annual Financial Statements
결산제무제표

Permanent
영구 보관

④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용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

Violation of this policy may lead to disciplinary action and may lead to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tracts.

 



제4장  인사 | Chapter 4 Human Resources (HR)  79

 

제1절 인사위원회 Section 1 HR Committee

제4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Article 45 (Composition of the HR Committee)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리더십 팀의 상임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는 이사장, CEO 및 

총괄 관리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내 변호사, 외

부 노동 전문변호사 등을 한시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The HR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consists of permanent members of 
the Leadership Team. It consists of the board chair, the CEO (who serves as vice-chair), and the 
general managers. The Committee may temporarily add in-house counsel, external labor attorneys, 
etc., as the Committee deems helpful or necessary.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임할 수 있다.  

The chairing of the Committee may be delegated by the board chair.

③  위원회는 상임 위원들 중에서 1명의 비서를 지정할 수 있다. 

The Committee may designate one secretary from among its permanent members.

제46조(위원회의 기능) Article 46 (Function of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①  스탭의 표창에 관한 사항

Matters concerning staff recognition.

②  스탭의 징계에 관한 사항

Matters concerning staff discipline.

③  제106조 제5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Matters concerning workplace bullying, as detailed in Article 106 Paragraph 5.

제 4 장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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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13조 제5항에 따른 성희롱에 관한 사항

Matters concerning sexual harassment, as detailed in Article 113 Paragraph 5.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인사관련 사항

Other personnel matters that require the Committee’s resolution.

제47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Article 47 (Convening and Operation of Committees)  

①  위원회는 제46조에 따른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The 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in the case of a resolution under Article 46.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의

제 등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When the Chairperson wishes to convene a meeting, in principle, notification of the date, time, 
place, agenda, etc. of the meeting shall be given to each Committee member 7 days before the 
meeting is held. However, in case of urgency, the meeting may be called without prior notice.

③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상임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ommittee resolutions require a majority vote of the Committee members who are present. 
However, matters concerning discipline requir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Committee.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The Chairperson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nd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event of a tie.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The meeting of the Committee shall not be disclosed, and the details of the meeting shall not be 
divulged. However, these may be made public upon the resolution of the Committee.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원회의 특정 위원과 관련된 경우, 해당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관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If the Committee’s resolutions relate to a particular Committee member, that Committee member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vote regarding th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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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배치·전직 및 승진 Section 2 Placement, Transfer, and Promotion

제48조(배치, 전직, 승진) Article 48 (Placement, Transfer, Promotion)
   

①   본 단체는 성경적 제자훈련의 원칙, 스탭의 강점 및 성장이 필요한 영역, 적성 및 경력 등을 고려

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 결정을 한다. 스탭은 인사 결정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The Organization shall make personnel decisions such as department placement, transfer, and 
promotion, taking into account biblical discipleship principles, staff’s strengths and areas for growth, 
as well as their aptitude and career paths. Staff are expected to comply with personnel decisions and 
should not refuse without justifiable cause.

②  본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사결정을 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The Organization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men or women when issuing personnel decisions 
under Paragraph 1.

③  제1절에 따른 인사결정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The necessary provisions, such as the standards for personnel decisions under Section 1, are 
prescribed separately.

제3절 휴직 및 복직 Section 3 Leave and Reinstatement

제49조(휴직사유 및 기간) Article 49 (Reasons and Periods of Leave)

  

①   스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

간을 고려하여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최소 30일 전까지 상관 또는 리더십 팀원에게 휴직원을 제

출하여야 한다. 제3호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며, 최대 휴직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A staff member may request a leave of absence for the reasons noted in the subparagraphs below. A 
request for a leave of absence must be submitted to the staff’s supervisor or to a Leadership Team 
member at least 30 days in advance of the desired leave date. Except for the leave of absence noted 
under subparagraph 3, leaves of absence should be understood as unpaid. The following are 
recognized as possible reasons to request a leave of absence, with the maximum possible length of 
leave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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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When a staff member is conscripted or called up to complete military service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period of conscription or call-up

2. 스탭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당선된 경우: 각 선출직별 임기

When a staff member is elected in an electio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erm of office 
for each elected office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스탭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육아휴직”이라 한다): 1년 이내

According to Article 19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of Men and Women and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when a staff member who has children under the age of 8 or under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including adopted children) needs to take parental leave: one 
year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스탭이 부모, 배우자, 배

우자의 부모, 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분할 사용

According to Article 22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of Men and Women and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when it is necessary for a staff member to care for his/her parent(s), 
spouse, spouse’s parent(s), or childr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mily leave”) due to illness, 
accident, or old age of his/her parents, spouse, spouse’s parents, or childr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mily”): 90 days per year, available in 30 day increments

②  스탭이 휴직원을 제출하면 인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휴직명령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스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When a staff member submits a leave of absence request, the HR Committee examines it, decides 
whether to order a leave of absence or not, and notifies the staff member in writing.

③  본 단체는 휴직 사유가 제1항 제3호의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ven if the reason for leave of absence falls under Paragraph 1 Subparagraph 3, the Organization 
may not issue a leave of absence order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The staff member making the request has been employed at the Organization for less tha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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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s before making the request for parental leave

④  본 단체는 휴직 사유가 제1항 제4호의 가족돌봄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 단체는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탄력적 운영 등 가족돌봄휴직을 신

청한 스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Even if the reason for leave of absence falls under Paragraph 1 Subparagraph 4, the Organization 
may not issue a leave of absence order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owever, 
in this case, the Organization shall endeavor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support staff who have 
applied for family leave, such as adjusting the start and end time, limiting overtime work, or 
shortening or making flexible working hours.

1. 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일까지 본 단체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스탭

Staff has worked continuously for the Organization for less than 6 months until the day before the 
scheduled start date of leave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스탭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Staff has parents, children, spouse, etc. who are in need of care but who are able to be cared for by 
other family members

3. 조부모 또는 손자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스탭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 비속 또

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서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스탭이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taff applied for family leave but has grandparents or parents who are able to provide care for 
children. However, this is excluded when grandparents or parents are unable to provide such care 
due to illness, old age, disability, or underage

4. 본 단체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

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

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The Organization has applied to an employment search firm and has tried unsuccessfully for more 
than 14 days to hire a replacement worker. However, cases where two or more applicants have 
been rejected without justifiable reasons are excluded

5. 스탭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역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본 단

체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A staff’s family leave is likely to cause a serious disruption to normal ministry operati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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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d by the Organization

제50조(육아휴직의 신청) Article 50 (Application for Parental Leave)

①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스탭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

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본 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taff who wish to apply for parental leave must submit to the Organization the name of the child 
who is the subject of the parental leave, as well as the child’s date of birth, the requested beginning 
and end dates of leav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ave of absence schedule”), the date of the 
parental leave application, etc. in written application form.

②   제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

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Article 49, the staff member may apply for parental leave at least 7 
days before the scheduled leave of absence if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The child is born prematurely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Hardship in raising the child is suddenly present due to the death, injury, illness,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of the spouse, or divorce from the spouse

③   본 단체는 스탭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

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allow parental leave by specifying the start date of parental leav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if the staff applies for parental leave after the deadline according to 
Paragraph 1, and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if the employee applies for parental 
leave after the deadline according to Paragraph 2.

④  본 단체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스탭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The Organization may require staff who have applied for parental leave to submit documents related 
to the birth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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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육아휴직시 급여는 무급이다. (다만, 국가가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스탭에게 직접 지급한다. 해당 내용은 관련법의 변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Parental leave is unpaid. However, during the first three months of parental leave, the state will pay 
directly to the staff member 80% of the normal wage (1.5 million won for the upper limit, 700,000 
won for the lower limit), and 50% of the normal wage (1.2 million won for the upper limit and 
700,000 won for the lower limit) from the fourth month of parental leave until its conclusion.

⑥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스탭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스탭의 거주지나 본 단체 소재

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래 구비서류 중 제2호 육아휴

직확인서는 본 단체가 작성하여 스탭에게 제공한다.

Staff who wish to receive parental leave benefits must visit the employment center where the 
employee’s residence or the Organization is located and apply for parental leave benefits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Among the required documents, the No. 2 Parental Leave Confirmation Form 
is prepared by the Organization and provided to the staff.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Parental Leave Salary Application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One copy of the confirmation of parental leave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One copy of an acceptable document (wage loan, work contract, etc.) confirming the staff 
member’s ordinary wages

제50조의2(육아휴직의 변경신청) Article 50-2 (Application for Change of Parental Leave)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스탭은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단체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

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In the event that a cause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0 Paragraph 2 occurs 
before the scheduled date of commencement of parental leave, the staff who applied for parental 
leave shall specify the reason to the Organization and change the scheduled leave start date to before 
the original schedul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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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탭은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

예정일 30일 전(제50조 제2항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본 단체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When a staff member wishes to postpone the expected end date of leave, he/she may postpone it 
only once. In this case, an application must be made to the Organization no later than 30 days before 
the original scheduled end date of leave (7 days prior to the original scheduled date in case of 
delaying the expected end of leave due to reasons under Article 50, Paragraph 2).

제50조의3(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Article 50-3 (Withdrawal of Parental Leave Application)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스탭은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A staff member who has applied for parental leave may withdraw the application by specifying the 
reason up to 7 days prior to the scheduled start date of parental leave.

②  스탭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스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 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If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occurs before the scheduled date of commencement of parental leave 
after a staff member applies for parental leave, the application for parental leave shall be deemed not 
to have occurred. In this case, the staff must inform the Organization of the fact without delay: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Death of the infant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Cancellation of adoption 

3. 육아휴직을 신청한 스탭이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

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The staff member who applied for parental leave is unable to raise the infant due to injury, illness,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or divorce from a spouse

제50조의4(육아휴직의 종료) Article 50-4 (End of Parental Leave) 

①  육아휴직 중인 스탭은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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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게 알려야 한다.  

Staff on parental leave must notify the Organization within 7 days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the 
child or the termination of cohabiting with the child (if the termination ends the staff member’s 
primary care of the child).

②  본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스탭으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해당 스탭에게 알려야 한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f the Organization receives a notice of the death of a child from a 
staff member on parental leave, it must designate the start date of work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and notify the staff member.

③  스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The staff shall be deemed to have finished parental leave on any of the following dates: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In the case of notific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and notice of the date of commencement of 
work under Paragraph 2, the day before the date of commencement of work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

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The date on which 30 day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is 
given, in the case of not being notified of the date of commencement of work pursuant to 
paragraph 2, although notification has been made pursuant to Paragraph 1

제51조(가족돌봄휴직 신청) Article 51 (Family Care Leave Application)

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스탭은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

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

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

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본 

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staff member who intends to apply for family care leave shall provide the Organization the name, 
date of birth, reason for needing care, and type of care to be provided to the family member to be 
cared for during the period of family care leave. This information must be supplied at least 30 days 
prior to the date on which he/she intends to start family care leav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ected date of commencement of care leave”). Documents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stating the expected date of start of leave, the date on which the family care leave is to be ter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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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ected end date of care leave”), and the date of application for 
family care leave must be submitted by the staff member to the Organization.

②   본 단체는 스탭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When a staff member applies for family care leave after the deadline under Paragraph 1 has elapsed, 
the Organization shall designate the start date of family care leav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③   본 단체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스탭에게 돌봄대상가족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의 확인, 본인 

이외에 돌봄이 가능한 다른 가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등 해당 스탭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The Organization may require the staff who applied for family care leave to submit documents 
confirming the need for family care leave by the staff member, such as physician verification of the 
health condition of the family member in need of care and verification that there are no family 
members other than the staff member who can provide the care.

제51조의2(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Article 51-2 (Withdrawal of Application)

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스탭은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A staff member who has applied for family care leave may withdraw the request by explaining the 
reason up to 7 days before the scheduled start date of care leave.

②   스탭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

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스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리

더십 팀에게 알려야 한다.

In the event that a family member in need of care dies or is cured of illness, etc. before the scheduled 
date of commencement of care leave after a staff member has applied for family care leave, the 
request shall be deemed not to have been made. In this case, the staff must notify the Leadership 
Team without delay.

제51조의3(가족돌봄휴직의 종료) Article 51-3 (End of Family Care Leave)

①  가족돌봄휴직 중인 스탭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 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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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family member in need of care dies or an illness is cured or no longer requires family care, 
the staff on family care leave must notify the Organization of the fact within 7 days from the date the 
event occurred.

②  본 단체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해당 스탭에게 알린다.

When the Organization receives a notice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designate a work start dat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and notify the staff.

③  스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The staff shall be deemed to have ended the family care leave on any of the following days: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In the case of notific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and notice of the date of commencement of 
work under Paragraph 2, the day before the date of commencement of work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했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

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The day on which 30 day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is 
given, in the case of the staff not being notified by the Organization of the date of commencement 
of work pursuant to Paragraph 2 after giving notice pursuant to Paragraph 1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The date on which 37 day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cau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ccurred, in the case of not giving notice under Paragraph 1

제52조(준수사항) Article 52 (Observance)  

①  스탭은 휴직 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본 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If there is a change of residence during the leave of absence, the staff member shall notify the 
Organization without delay.

②  본 단체는 스탭이 육아휴직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

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The Organization will actively cooperate by providing supporting documents to staff to receive 
childcare leave benefits as provided by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hen they take parent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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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복직) Article 53 (Reinstatement)  

①  스탭은 휴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 단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Staff must submit a reinstatement request no later than 30 days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the end 
of leave. However, if an extension of the leave period is required, the reason for this shall be 
specified by the staff member and submitted for approval to the Organization at least 30 days before 
the end of the leave period.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본 단체는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49조 각호에 따른 휴직사유별 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스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Organization shall notify the staff member in writing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of its determination regarding the request for extension of the leave of 
absence, as according to the scope, period, and reasons for the request pursuant to Article 49.

③  스탭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When the reason for leave of absence disappears during the period of leave, the staff must submit 
the reinstatement request without delay.

④  본 단체는 휴직 중인 스탭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이전 직무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전 직무와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킬 수 있다.

The Organization shall endeavor to reinstate a full-time staff member to their former position as 
soon as possible once a reinstatement application is made, but in the event that the staff member’s 
former position is not available, the Organization may place the staff member in a different position 
at a pay level as similar as possible to their former position.

제54조(근속기간의 계산) Article 54 (Calculation of Period of Service)  

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The period of leave of absence shall be included in the staff member’s period of service but shall be 
excluded from the period that serves as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the average wage pursuant to 
Article 2, Paragraph 1, Item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②  제1항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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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스탭이 취업한 후 3개월 미

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즉, 휴직 기간은 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The average wage referred to in Paragraph 1 means the amount obtained by dividing the total 
amount of wages paid to the staff member during the three months preceding the date on which the 
cause for calculating it occurs by the total number of days in the period. This also applies to cases 
where the staff member has been employed for less than three months. In other words, the period of 
leave is excluded from the period that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average wage above.

③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병역휴직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The period of leave of absence due to military service leave under Article 49 Paragraph 1 
Subparagraph 1 shall be excluded from the continuous working period for the calculation of 
severance pay pursuant to Article 8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④   제3항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말하며, 병역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

Article 8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in Paragraph 3 states that severance pay 
must be paid at an average wage equal to or more than 30 days per year of continuous service.

제4절 스탭 복지 Section 4 Staff Welfare

제55조(복지) Article 55 (Welfare)

본 단체는 재량에 따라 정규직 및 3/4이상의 시간제 근무 스탭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The Organization may, at its discretion, provide the following for full-time permanent staff members 
and part-time staff who are at least 3/4-time:

①  상관에 의해 사전 승인된 헬스클럽 멤버십 또는 운동강좌 가입시 분기별 최대 15만 원까지 상환

Up to 150,000 KRW per quarter reimbursement for a qualifying health club membership or exercise 
class.

②    단체의 제주홈 단기(1주일 미만) 휴가 사용. 스탭은 직계가족,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데려오기 위

해 단체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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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term (less than one week) vacation use of the Organization’s Jeju Home as available. Staff 
may also request approval from the Organization to bring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parents, 
or siblings. 

③  초등학교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월 최대 10만 원 상응지원 

Up to 100,000 KRW monthly matching grant for childcare and education for grade school children.

④   직무에 필요한 기본 어학 능력을 갖추기 위해 상관이 승인한 어학 수업비에 대해 월 최대 10만 원 

상응 지원(과외 아님, 근무시간 외 수업 시간, 주로 온라인 강좌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상관의 재량

에 따라 승인받을 수 있음) 

Up to 100,000 KRW monthly matching grant for a supervisor-approved language class needed for 
basic language competency required for position (not including tutors; classes must be outside of 
work hours; classes providing primarily online instruction may or may not be eligible for approval, 
at the discretion of the supervisor). 

⑤   팀 빌딩 활동. 단체는 때때로 정규 근무시간 외에 스탭(및 가족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외

부 레크리에이션이나 활동을 무료(가족에게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로 제공할 수 있다. 

Teambuilding activities. From time to time, the Organization may arrange voluntary recreational 
outings or activities for staff (and on occasion, their family members) outside of regular work hours, 
at no cost to staff (and no- or low-cost to their family members). 

⑥  특정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는 선교사 스탭 및 스탭은 단체의 비용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체는 적절한 서류를 제시하면 승인된 휴대폰 요금을 해당 스탭에게 월별로 

상환해야 한다. 

Missionary staff and staff in select “sensitive” positions may be issued cell phone handsets at the 
Organization’s expense. In such cases, the Organization shall provide monthly reimbursement for 
approved cell phone plans, upon presentation of proper documentation.

⑦   단체의 주차 공간은 단체의 차량, 단체의 방문자나 봉사자의 차량, 그리고 단체 관련 출장 업무가 

직무에 포함된 스탭의 차량을 위해 할당된다. 출퇴근하는 스탭에게는 주차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상황을 위해 주차 가능한 공간을 항상 확보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단체의 

주차 공간이 비어 있더라도 출퇴근하는 스탭은 사용할 수 없다. 출퇴근하는 스탭은 단체 사무실 근

처의 공용 주차장을 이용해 주차하여야 한다.  

Parking spaces at the Organization are allocated for the Organization’s vehicles, the vehicles of the 
Organization’s visitors and volunteers, and the vehicles of staff for whom Organization-related 
travels are included in their job responsibilities. Parking space is not able to be provided for staff 
who commute. Even when the Organization’s parking spaces are empty, they are not permitted to be 
used by staff who commute, since parking availability must be reserved at all times for unschedu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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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mergency use by the Organization. Staff who commute should arrange for parking at one of the 
public lots near the Organization’s offices.

제56조(숙소 및 공동체 규약) Article 56 (Housing and the Community Covenant)

거주 숙소가 주어지는 대로 특정 정규직 스탭(해당되는 경우 직계 부양가족 및 배우자)에게 사역적

인 실천을 목적으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본 단체는 스탭들이 히브리서 13장 3

절과 지하교회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을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와 책임을 

주기 위해 이러한 숙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숙소는 개인 거주지, 통근 주택 또는 기숙사가 아

니다. 이는 단체가 다음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공식 사역 장소이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provide housing as a ministry practicum to certain permanent 
staff members (and, where applicable, their immediate dependent family members and spouses) on a 
space-available basis. The Organization offers these living accommodations as an additional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for staff members to apply in their personal lives what they are learning and teaching 
at work about Hebrews 13:3 and the underground church. Thus, these accommodations are not private 
residences, commuter housing, or dormitories. They are official places of ministry operated by the 
Organization as according to the following policy:

①    거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스탭은 시용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며, 단체의 숙소에 거주하는 

동안 단체의 숙소 이외 별도의 거주지를 유지하거나 점유 혹은 마련하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한다. 

간헐적인 여행을 제외하고 스탭은 이 숙소를 주 거주지로 삼아야 한다. 

In order to be eligible for housing, staff must successfully complete their probationary period and 
agree not to maintain, occupy, or establish a residence separate from the Organization’s housing 
during the period they are living in the Organization’s housing. Apart from occasional travel, staff 
must occupy the housing as their primary residence.

②  단체의 숙소에 거주하는 스탭(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다른 거주자, 방문자, 손님 및 실물 재산들

을 단체의 업무 방침과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잘 돌보아야 한다. 

Staff residing in the Organization’s hous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sident”) shall treat other 
residents, visitors, guests, and the physical property itself as according to the work policie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hristian faith.

③  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공동체 규약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매주 상관에게 제출하는 서식을 통해 

준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Residents shall commit to the following Community Covenant and certify their compliance weekly 
through a form submitted to their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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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단체에서 지정한 자료를 사용하여 룸메이트와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가정예배를 드린다.

Participate in Daily Household Worship with my roommate(s) a minimum of 3 times per week, 
using the materials specified by the Organization

2. 여행이나 특별한 가족행사를 제외하고는 매일 밤 숙소에서 잠을 잔다.

Sleep in my apartment every night except for during travel and special occasional family 
celebrations

3. 일주일에 최소 4회 이상 룸메이트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다. 

Prepare and eat a meal with my roommate(s) a minimum of 4 times per week

4. 최소 한달에 한번 룸메이트와 함께 본 단체의 다른 숙소에 거주하는 스탭들 혹은 본 단체를 방

문한 손님을 초대한다.

Work with my roommates to host visits from other Organization apartment tenants or official 
Organization guests in our apartment a minimum of 1 time per month

5. 여행을 가거나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경우, 저녁 귀가 시간 등 룸메이트에게 본인의 일정을 계속 

공유한다.  

Keep my roommate(s) updated on my schedule, e.g., when I will arrive back home at night, if I 
will be traveling or will be out all day

④   거주 숙소 동의서의 입주 날짜는 단체와의 별도 협약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도 이 규정과 단체의 

공동체 규약에 대한 거주자의 참여를 전제로 매일 지속된다. 

The check-in date of the housing agreement shall be set forth in a separate agreement with the 
Organization and shall continue on a day-to-day basis thereafter, subject to the resident’s 
participation with this policy and the Organization’s Community Covenant, detailed below. 

⑤  공과금은 단체가 별로도 명시하지 않는 한 거주자가 직접 부담한다. 공과금이 체납되면 스탭 거주 

숙소 동의서가 자동 종료된다.

Utilities fee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resident and shall be paid directly by the resid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the Organization. Delinquency on utility payments shall result in automatic 
termination of the housing agreement.

⑥  본 단체의 숙소에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제한된다. 거주자는 현금 또는 귀중품을 숙소에 보

관해서는 안 된다. 단체는 개인 소지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The Organization’s housing is intended for a limited amount of personal items. Residents shall not 
store cash or items of value in their housing. The Organization is not responsible for loss or damage 
to any personal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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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이전 또는 단체의 주거시설 변동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이사 비

용은 거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Residents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moving expenses, unless relocation is due to a work-related 
transfer or a change in housing initiated by the Organization.

⑧  각 거주자는 각자에게 제공된 숙소 및 개인실의 유지보수를 책임지며 벽과 천장, 바닥에 구멍이나 

얼룩과 같은 파손/손상이 생길 경우 이를 보수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숙소 및 개인실에 어떠한 

것이든 파손/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거주자는 단체의 숙소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가장 신속하

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과정에서 관리자를 돕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설령 

자신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해당 공간에 발생한 모든 파손/손상에 대해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숙소를 떠날 때에는 모든 공간을 깨끗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거주자로 인해 발생된 손상에 따른 모든 수리 비용은 단체의 숙소 관리자와 별도로 협의된 부분이 

없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Residents are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housing area assigned to them and will be charged for 
damages such as holes and stains on the walls, ceilings, and floors, including broken or damaged 
flooring. Residents must immediately report any damages or maintenance issues to the housing 
manager designated by the Organization. The resident may be asked to assist the housing manager 
in resolving the problem. The resident must report all damages to their housing area even if they 
were not the person who caused the damage. Residents are responsible for leaving the apartment/
room clean, and in good condition at time of departure. Any repair charges resulting from damage 
by the resident must be paid for by the resident at the time of the repair, unless alternate 
arrangements are made with the Organization’s housing manager.

⑨    본 단체는 거주자를 위해 안전하고 기독교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데 헌신하며, 본 단체의 정책, 주

거 공간 관련 규칙과 법률 위반 등에 관한 모든 보고를 조사할 것이다. 따라서 거주 숙소 관리 책

임을 위임받은 숙소 관리자나 리더십 팀 또는 상관이 출입을 요청할 경우, 거주자는 즉시 출입문 

잠금 코드 제공 및/또는 출입문을 개방하여 입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The Organization is committed to maintaining a safe and Christian environment for its residents and 
will investigate any and all reports of violations of the Organization’s policies, housing rules, and 
violations of law. Therefore, residents must provide immediate entry for the housing manager, the 
Organization’s Leadership Team, or a supervisor of the Organization who has been delegated 
housing management responsibilities when entrance is requested, including providing the door lock 
code and/or opening the door. 

⑩    거주자 숙소는 무엇보다도 근무 시간 외의 사역을 위한 공간이므로 본 단체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

다. 따라서 거주자들은 항상 숙소를 항상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벽이나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강한 냄새가 배지 않도록 (창문을 통한) 환기를 해주는 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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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건물 관리 방침에 따른 쓰레기 처리 지침을 인지 및 준수하는 것도 거주자의 책임이다. 

The resident’s housing space is first and foremost a place for ministry outside of work hours and is 
thus an extension of the Organization’s own ministry. Therefore, residents are required to keep their 
housing area clean and organized at all times. This includes ventilating well (opening the windows) 
to prevent mold or strong smells from setting into walls and/or wallpaper. Residents are also 
responsible to be aware of and follow the trash guidelines set by the building manager. 

⑪   거주자는 필요에 따라 본 단체를 도와 단체에서 초청하는 손님들을 접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본 단

체가 초청하는 손님들이 체류하는 동안 하룻밤 머무를 수 있도록 숙소를 개방하는 것도 포함된다. 

Residents are required to assist the Organization with hosting Organization-invited guests as needed. 
This includes opening their housing areas for the Organization-invited guests to stay overnight 
during the duration of their stay. 

⑫  본 단체는 거주자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거주자가 이

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쁜 마음으로 신속하게 이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The Organization has the right to move residents in its housing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In the 
event that residents are moved, they are responsible for assisting with the move in a cheerful and 
timely manner.

⑬ 만족스러운 업무 수행은 거주 숙소 사용이 지속되는 조건이다. 

Satisfactory work performance is a condition of continued housing use. 

⑭  거주자는 벽 사이 방음이 안될 수 있는 점, 각자 다른 스케줄, 손님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 늘 

소음에 신경 써야 하며, 밤 11시 30분부터 아침 8시까지는 정숙해야 한다. 거주자는 음성과 소음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단체의 숙소 관리자나 다른 거주자들이 소리를 낮춰달라는 요청을 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는 하루 24시간 유효하다.

Residents must be considerate of the amount of noise they are making at all times due to thin walls, 
different schedules, and possible guests. Quiet time must be observed between 11:30PM and 
8:00AM. Residents must keep noise and voices at an appropriate level and respond to the 
Organization’s housing manager’s or other resident’s requests to lower the noise level. This is in 
effect 24 hours a day.

⑮ 총, 칼이나 모든 종류의 무기는 본 단체의 숙소 내에 허용되지 않는다.

No guns, knives, or weapons of any kind are allowed in the Organization’s housing.

⑯  거주자가 숙소에 없을 경우에는 본 단체의 숙소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방문자가 숙소를 방

문할 수 없다. 

No visitors are allowed in residents’ apartments unless the resident is present, unless p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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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 is given by the Organization’s housing manager. 

⑰  단체의 숙소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밤 11시 30분부터 아침 8시까지 어떠한 방문자나 손님의 

방문이나 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No visitors or overnight guests are permitted between 11:30PM and 8:00AM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Organization’s housing manager.

⑱ 청소 용품을 마련하는 것은 각 거주자의 책임이다. 거주자는 단체의 숙소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본 단체의 청소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Cleaning supplies for residents’ rooms are their responsibility. Residents may not use the 
Organization’s cleaning supplie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Organization’s housing manager.

⑲  본 단체의 숙소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거주자는 제공된 숙소의 복도나 본 단체 사무실 공간에 

개인 물품을 임시로 보관할 수 없다. 

Neither the apartment hallways nor the Organization’s office spaces may be used for temporary 
storage by resident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Organization’s housing manager. 

⑳  거주자는 기독교 기준에 따라 불쾌하다고 여겨지거나 누드 사진을 포함한 선정적인 내용의 포스터, 

페인팅, 그림, 팻말을 벽에 걸거나 붙이지 못한다. 거주자의 방에는 음란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Residents may not post posters, paintings, drawings, signs or wall hangings that might be considered 
offensive according to Christian standards or are sexually explicit, including nudes. No pornographic 
material is permitted in residents’ rooms.

  자녀들이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 등을 걸기 위해 못을 박아서 벽지나 벽이 손상된 경우, 이는 

각 거주자가 책임져야 한다.  

Residents are responsible for any wall damage caused by nailing or taping pictures on any wall, or 
by drawings or markings made by residents’ children. 

  거주자는 퇴거당하거나 거주 계약이 종료된 예전 거주자들의 물품을 단기 또는 장기로 보관해줄 

수 없다. 

Residents are not allowed to host evicted or terminated former residents or to store items for them 
on a short- or long-term basis.

 본 단체의 거주 숙소 안팎에는 애완동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No pets are allowed in or outside the Organization’s housing areas. 

 본 단체의 숙소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거주자는 거주 숙소 안팎으로 가구를 옮길 수 없다. 

Residents are not permitted to move furniture in or out of their housing area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Organization’s housing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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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에는 본 단체에 할당된 주차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숙소의 주차 공간은 ‘가능한 한’ 제공

된다. 단체에서 공개 행사나 기타 행사가 있을 경우, 손님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

자들은 차량을 인근 위치로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Due to limitations on the number of apartment parking spaces allotted to the Organization, apartment 
parking is provided on a “as available” basis. On occasions when the Organization has public or 
other events, residents may be asked to move their vehicles to a nearby location in order to provide 
additional guest parking. 

  거주 숙소는 단체의 고용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고용계약이 종료되면 거주 자격도 종료된다. 본 

단체는 거주자의 이사를 돕기 위해 고용이 종료된 후 1일에서 3일까지 간혹 임시로 주거 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단체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이사를 위해 짐을 싸거나 짐을 옮기는 일을 

포함하여 고용이 종료되어 임시로 숙소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사전 허락 없이 손님이나 방문자의 

숙소 혹은 숙소 주변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에 도움이 필요하면 숙소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사 시간 역시 단체의 숙소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 종료 후, 임시 숙소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본 단체의 다른 숙소에 추가로 체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Housing residency is contingent upon employment at the Organization. When employment ends, 
housing residency ends. Temporary post-employment use of the housing for one to three days may 
occasionally be offered as a provisional courtesy in order to assist residents’ arrangements for 
relocation but may be revoked at the discretion of the Organization. Guests and visitors to the 
housing are not permitted in the apartment or apartment area without permission during the post-
employment exit period, including for packing or move-out. If assistance is needed for move-out, 
this should be expressed to the Organization’s housing manager. Move-out time must be pre-
approved by the Organization’s housing manager. Extension of this post-employment housing use or 
additional stay at other Organization housing rooms are not permitted.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거주 숙소 동의서가 해지되거나 단체의 숙소에서 퇴거 및/또는 해고를 포

함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Violations of this policy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the housing agreement, eviction from the 
Organization’s housing, and/or staff discipline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제57조(단체 차량 사용) Article 57 (Use of Organization Vehicles)

단체 차량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권한을 부여받은 스탭에 

의해서만 사용된다. 단체 차량은 스탭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고용 유인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경우에 단체 차량은 다음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동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 및 효율적인 비용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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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vehicles are provided to support Organization activities and are to be used only by 
qualified and authorized staff members. Organization vehicles are not to be considered a part of a staff 
member’s compensation and must not be used as an inducement for employment. In all cases, 
Organization vehicles are to be operated in strict compliance with motor vehicle law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y are driven and with the utmost regard for their care and cost efficient use, as according to 
the following policy:

①   단체의 운전자 및 단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운전할 차종에 맞는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개인비용으로 한다. 

Organization drivers and anyone authorized to drive Organization vehicles must have a valid Korean 
driver’s license for the class of the vehicle being operated and must be able to drive a vehicle. 
Obtaining a driver’s license is a personal expense.

②  운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Driver qualifications are as follows:

1. 단체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스탭

Authorized staff of Organization

2. 만 21세 이상

Must be at least 21 years of age

3. 운전할 차종에 대한 1년이상의 운전 경력 보유 

Have at least one year of experience in the class of vehicle operated

4. 필요한 면허증 소지

Must meet licensing requirements

5. 지난 36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운전자는 단체의 차량을 운행할 자격이 없다.

Will not qualify for a company vehicle if, during the last 36 months, the driver had any of the 
following experiences:

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Been convicted of a felony

나. 마약판매, 취급 또는 사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Been convicted of sale, handling or use of drugs

다. 보험사에 의해 자동차보험이 해지, 거절 또는 갱신 거부된 적이 있는 경우

Has had automobile insurance canceled, declined or not renewed by 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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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전 중 알코올 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Been convicted of an alcohol- or drug-related offense while driving

마.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Has had driver’s license suspended or revoked

바. 3회 이상의 속도 위반 또는 1회 이상 기타 심각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Been convicted of three or more speeding violations or one or more other serious violations

사.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에 3회 이상 연루된 경우

Been involved in three or more chargeable accidents

③  단체 차량은 주로 단체의 목적을 위해 제공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허용되기도 한다. 개인적인 

사용은 권한이 부여된 스탭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이다. 개인적 이용에 대한 특권은 단체가 언제든

지 철회할 수 있다. 

Organization vehicles are provided primarily for Organization purposes, however, occasional 
personal use is permitted. Personal use is a privilege extended only to the authorized staff member. 
The privilege of personal use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the Organization.

④  각 운전자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단체 차량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운전자의 책임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Each driver is responsible for the actual possession, care and use of the Organization vehicle in their 
possession. Therefore, a driver’s responsibili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1. 장비의 남용, 도난, 방치, 부주의를 피하여 합리적인 관행을 따라 차량을 운행한다.

Operate the vehicl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reasonable practices that avoid abuse, theft, 
neglect or disrespect of the equipment

2. 모든 교통 법규 준수

Obey all traffic laws

3. 다른 운전자들에게 항상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보여준다.

Exhibit Christian conduct at all times toward other drivers

4. 운전 중 전화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Do not use a phone or text while driving

5. 단체 차량을 방치하거나 문을 잠그지 않거나 위험 구역에 주차하지 않는다.

Do not leave the Organization vehicle unlocked, unattended or parked in a dangerou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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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와 어깨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The use of seat belts and shoulder harness is mandatory for driver and passengers 

7.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Vehicles should not be operated with any defect that would prevent safe operation

8. 안전 운전 기술을 숙지 및 실천하고 현재의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Attend to and practice safe driving techniques and adhere to current safety requirements  

9.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운전자로 차량 사용을 제한한다. 

Restrict the use of vehicles to authorized drivers except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10. 교통법규 위반 신고

Report the occurrence of traffic violations

11. 연료 및 통행료와 같은 모든 차량관련 비용을 문서화

Document all driving expenses, such as fuel and tolls

12. 해당되는 경우, 운전 중 안경이나 렌즈 착용

If applicable, wear glasses or contacts while driving

13. 적어도 2시간마다 규칙적이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피곤할 때는 운전을 중단한다.

Take regular and adequate rest breaks, at least every two hours, and stop driving when tired

14. 단체의 차량 관리자가 제정한 교통사고 대처 지침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준수한다. 

Promptly and fully comply with the accident reporting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Organization’s vehicle manager

⑤  주차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운전자 개인의 책임이다. 

Fines for parking or speeding violations are the personal responsibility of the driver.

⑥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한 단체의 검토를 기반으로 운전자에 대한 관련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가할 수 있다.  

In the case of a preventable accident, the Organization may assess all or a portion of the associated 
costs to the driver, based on the Organization’s review of the accident.

1.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란 단체 또는 개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 차

량과 관계된 모든 사고 또는 단체 업무에 사용되는 동안 재산피해 및/또는 상해를 초래한 차량 

관련 사고이며, 해당 운전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고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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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ventable accident is defined as any accident involving an Organization vehicle, whether 
being used for Organization or personal use, or any vehicle while being used for Organization 
work that results in property damage and/or personal injury, and in which the driver in question 
failed to exercise reasonable precaution to prevent the accident.

2. 다음을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이다.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failing to exercise reasonable precaution:

가. 안전거리 미확보

Following too close

나. 과속 주행

Driving too fast for conditions

다. 게시된 높이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Not observing posted height clearances

라. 신호 위반

Failing to obey signs

마. 불법 회전 

Making illegal turns

바. 다른 운전자의 신호를 관찰하지 못한 경우

Failing to observe signals from other drivers

사. 감속 실패

Failing to reduce speed

아. 주차위반

Parking improperly

자. 부적절한 추월

Passing improperly

차. 양보운전 거부

Failing to yield

카. 부적절한 후진

Backing up improperly

타. 운전석에 부적절하게 앉아 있거나 차량을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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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ting in the driver’s seat improperly or handling the vehicle casually or carelessly

⑦   이러한 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계약 해지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Failure to comply with any of these responsibilities will result in disciplinary action,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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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근로시간) Article 58 (Working Hours)

①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유급주휴일인 월요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

지 7일로 한다. 이 중 근무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이며,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One week,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working hours, is 7 days from Monday to 
Sunday, including Monday, which is a paid weekly holiday. Of these, the 5 working days are from 
Tuesday to Saturday, and every Sunday is unpaid.

②  일반 사무직 스탭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히133 시간(제59조 참조)과 휴게시간(제60조 참조)을 

제외하고 09:00부터 17:00 시까지 7.5시간으로 한다. 현장 사역 스탭의 경우, 원칙은 위와 동일하

나 경우에 따라 근로시간의 개시 및 종료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In the case of general office workers, the daily working hours shall be 7.5 hours from 09:00 to 17:00, 
excluding Hebrews 13:3 hours (as described in Article 59) and break times (as described in Article 
60). In the case of field ministry staff, the principle is the same as above, but in some cases, the start 
and end times of working hours may vary.

③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항의 근로시간 및 제59조의 히133에 사용되는 2.5

시간을 합한 40시간으로 한다.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per week shall be 40 hours, including the working hours in Paragraph 
2 and the 2.5 hours used in Article 59 (Heb133 hours), excluding break times.

④  다만, 18세 미만인 스탭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으로 한다.

However, for staff under the age of 18, the working hours of one week are 35 hours, excluding rest 
hours.

⑤  특정 상황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시간제 고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 

시간은 상기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상기의 근로시간 내에서 일정을 정한다. 

Part-time employment may be available for certain work position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n 
such cases, work hours are calculated as a pro-ration of the full-time hours indicated above, and 
schedule is set within the work hours indicated above. 

제 5 장    근로시간

 C h a p t e r  5     W o r k i n g  H o u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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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기에 명시된 표준근무일과 근로시간을 벗어나 임의로 조정한 근로시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Customized work hours scheduled outside of the standard work days and work hours indicated 
above are not permitted.

⑦  히133 시간은 단체 모든 직책에 있는 모든 스탭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주요 사역으로 간주된다. 

히133 시간은 단축되거나(시간제 근무 스탭에 대한 표준 범위 이상으로) 단체의 어떤 스탭을 대상

으로 혹은 어떤 직책의 정규 업무 일정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H133 hours are considered the first and primary ministry responsibility for every staff member in 
every position at the Organization. H133 hours shall not be reduced (beyond standard pro-ration for 
part-time staff) or eliminated from the regular work schedule of any staff person or position at the 
Organization. 

⑧  본 단체는 기도 시간, 음식 나눔, 언어 연습, 서로의 업무 보조, 손님과 구성원들 돌봄, 단체의 시

설 관리 및 유지, 회의와 업무 관련 대화를 포함한 업무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스탭이 공동

체 안의 동료들과 매일 얼굴을 대면하여 교류하고 섬기도록 하는 사설 기독교 공동체이다. 따라서 

재택근무(또는 ‘원격근무’) 시간은 스탭의 근무 일정의 일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단체운영과 필요에 의해 특정 직위, 역할 또는 장소에 따라 단기적으로 허용되거나 요구될 수 

있다. 

The Organization is a private Christian community whose work requires all staff to engage in daily 
face-to-face interaction and physical service to fellow community members, through prayer times, 
providing food, practicing language, assisting one another’s work, caring for guests and constituents, 
maintaining the Organization’s facilities, and participating in work team interactions, including 
impromptu meetings and work-related conversations. Accordingly, work-at-home (or so-called 
“remote work”) hours are not permitted as part of a staff member’s regular work schedule, though 
under extenuating circumstances they may occasionally be permitted or required on a short-term 
basis for staff in certain positions, roles, or locations, subject to the Organization’s operational needs 
and requirements. 

제59조(히133 시간) Article 59 (H133 Hours)

본 단체는 역사 깊은 개신교 교단, 교회,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서 13장3절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범교회적 사역단체이다. 이러한 언약 갱신은 반드시 단체의 

스탭과 그들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단체의 신념이다. 

이는 단체에 의해 각 스탭의 주요 업무 책임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단체는 정규 스탭에게는 주당 

2.5시간, 시간제 근무 스탭에게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히브리서 13장 3절(이하 “히133”이라 한다) 

사역을 사무실 밖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즉, 가족, 친구, 교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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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개인 동료)을 대상으로 수행하도록 할당한다. 히133 시간의 사용 및 기록에 대한 지침은 다음

과 같다. 

The Organization is a parachurch ministry called to serve God by renewing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Hebrews 13:3 by the historic Protestant denominations, churches, and individual Christians. 
It is the conviction of the Organization that such renewal must begin with the Organization’s staff 
members and their personal spheres of influence. This is regarded by the Organization as the primary 
work responsibility for each staff member. Accordingly, the Organization allocates 2.5 hours of the work 
week for full-time staff, and a pro-rated equivalent for part-time staff, for staff to exercise Hebrews 13:3 
(herein also referred to as “H133”) ministry outside of office hours in their own personal sphere of 
influence (i.e., family, friends, church members, and other personal associates). Guidelines for the use 
and recording of these H133 hours follow.

①  리더십 팀은 2주에 한 번씩 스탭에게 히133 시간과 활동을 기록할 히133 사역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낸다. 

Every two weeks, the Leadership Team shall email staff a new H133 timesheet for recording the 
H133 times and activities.

②  스탭은 히133 사역 보고서를 출력하여 2주 동안 수행한 사역 내용을 작성하고 인쇄본으로 상관에

게 제출한다. 

Staff shall print the timesheet, complete it during the two-week period, and submit it in printed form 
to their supervisor.

③  보고서 제출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When submitting a report, the following shall be observed:

1. 제출 기한: 기한내 작성이 끝난 후 모이는 첫 스탭 기도회 시간에 보고서를 상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ubmission Deadline: The report shall be submitted to the supervisor at the first staff prayer time 
following the end of the timesheet period

2. 히133 사역 시간은 정규 스탭의 경우 일주일에 2.5시간, 시간제 근무 스탭은 근로시간에 비례하

여 정해진 시간에 미만, 혹은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로휴일이나 휴가일의 경우, 상관은 스탭들

에게 해당 주에 보고해야 하는 히133 사역 시간에 관해 알려 줄 것이다.  

The H133 hours shall not be less than or exceeding 2.5 hours per week for full-time staff, pro-
rated for part-time staff. In the event of a work holiday or vacation day, the supervisor will advise 
staff on the number of H133 hours that should be reported for the week

3. 스탭은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히133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5시간 만(혹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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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준하여 비례 계산된 시간)이 히133사역 필수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며, 이 필수시간만 보고서

에 기록되어야 한다. 추가로 소요된 시간은 개인적인 시간이므로 이는 업무가 아닌 자발적 봉사 

시간으로 간주된다.

Staff may choose on their own to voluntarily do more than 2.5 H133 hours a week; however, only 
2.5 H133 hours (or their pro-rated equivalent) qualify as required work hours, and only these 
required hours shall be reported. Any additional time spent is personal and thus voluntary time, 
not work

4. 히133 사역 시간은 한 주에서 그다음 주로 이월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나 기회로 리더

십 팀에 사전 요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H133 working hours cannot be carried over from one week to the next. Exceptions may 
occasionally be granted when requested and approved in advance by the Leadership Team, in 
situations of extenuating circumstance or opportunity

5. 때로 스탭은 근무 시간 이외에 히133 사역 시간을 사용하여 부서 관련 활동을 하거나 단체를 대

표하여 여행을 가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Staff may occasionally be invited or requested to use H133 hours for ministry activities or trips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outside of office hours

6. 상기 제5호의 경우 상관은 사전에 히133에 사역 보고서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해당 스탭에

게 알려준다. 

In the case of Subparagraph 5 above, the supervisor will inform the staff in advance how to record 
the event on the H133 timesheet

7. 상기 제5호의 경우 해당주의 히133 사역으로 허용되거나 유효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

할 경우, 상관은 해당 스탭과 협의하여 그다음 주 히133 사역 시간으로 적용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도 2주를 초과하여 연장되지 않는다. 

In the case of Subparagraph 5 above, if participation requires more time than is allowed or 
available for H133 ministry for that week, the supervisor will discuss with the staff and authorize 
H133 ministry hours to be utilized for the following week. However, such time shall not extend 
beyond two weeks

8. 히133 시간과 다른 근로시간은 상호 대체할 수 없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이 둘은 서로 다른 법

적 요건을 지닌 전혀 다른 유형의 근로시간이다. 상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자발적인 초과 

근로시간은 히133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또한 보상 휴가 대상으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스

탭이 상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이는 히133 사역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

고 보상 휴가를 받아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업무에 관련된 시간이나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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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히133 보고서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 

H133 hours and other working hours are not interchangeable. According to Korean law, these are 
two completely different types of working hours with different legal requirements. Voluntary 
overtime hours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supervisor are not considered H133 hours, nor are 
they considered overtime hours eligible for compensatory leave. If staff members work overtime 
after obtaining prior approval from your supervisor, this will not be counted as H133 work hours, 
but will be counted as work hours eligible for compensatory leave. Therefore, hours related to 
work or overtime hours should not be recorded in the H133 report

9. 보고서 양식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각 히133 활동을 기록할 때, 스탭은 개인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체의 자료를 언제/어디서/누구와 함께 사용하여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을 실천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As described in the report form, when documenting each H133 activity, staff shall record when/
where/with whom staff used the Organization’s materials to practice Hebrews 13:3 with those in 
their personal sphere of influence

10.  스탭이 활동을 하면서 단체의 자료를 활용했다면 어떤 자료를 활용했는지 기록해야 한다. (스

탭이 본 단체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히133사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If staff used the Organization’s materials during their activities, they shall record which materials 
they used. (If staff do not use the Organization’s materials, it shall not be recognized as H133 
ministry.)

11.  스탭이 아닌 사람, 최소한 다른 한 명과 함께 활동을 해야 히133 시간으로 인정된다. 

In order to qualify for H133 hours, an activity must be done together with at least one non-staff 
person

12.  스탭은 활동을 한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주소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예를 들어 스탭 자

신의 집, 타인의 집, 특정 교회, 커피숍, 전화상으로 등 활동을 한 장소 이름과 일반적 위치를 

명시해야 한다.) 

Staff shall record the location where the activity took place. (It is not necessary to provide an 
address, but staff shall specify the place name and general location where the activity took place, 
e.g., at staff’s own home, someone else’s house, a specific church, a coffee shop, by phone, etc.) 

13.  스탭이 명시한 시간과 활동은 적절한 연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실제로 히133 활동을 한 시간

만 히133사역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탭이 보고서에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해 

친구와 기도함”이라고 적고, 2.5시간이 걸렸다고 기록한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세부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만일 스탭이 일반적 친목을 위한 방문이나 전화통

화 또는 기타 활동을 병행한 경우, 실제로 히133활동을 한 시간만 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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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 and activities staff specify must be appropriately correlated, with only the H133 portion 
of the activity counted as H133 hours. For example, if staff write “Praying with a friend for 
persecuted Christians” in the report and record that it took 2.5 hours, staff should provide 
sufficient detail to explain the long duration. (If staff do the activity as part of a general social visit 
or phone call or other activity, only the time H133 was actively practiced shall be recorded.)

④  개인의 영향권 범위 안에서 순교자의 소리가 되는 주된 업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탭은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히133 활동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탭은 매주 동

일한 사람과 동일한 활동을 반복하여 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반복적이고 제한된 방식으로 수행

되는 히133 사역 시간은 상관에 의해 검토되고 부적격한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스탭이 개인의 

영향력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히133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체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

템을 통해 각 스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히133 관련 업무를 할당한다. 

In order to fulfill their primary work responsibility of serving as the voice of the martyrs in their 
sphere of influence, staff shall endeavor to perform the widest possible range of H133 activities 
across the breadth of their sphere of influence. Staff shall avoid doing the same activities with the 
same person or people over and over again each week. H133 hours of ministry used in this kind of 
repetitive and limited way may be reviewed by the supervisor and ruled ineligible. In order to ensure 
staff’s participation in the widest possible range of H133 activities across the breadth of their sphere 
of influence, the Organization schedules the following H133-related tasks for each staff in its project 
management system:

1. 매월 스탭은 자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히133 시간을 사용

하여 단체의 수감자 리스트에 있는 수감자에게 최소 한 통 이상의 편지를 작성해야 한다. 

Each month, staff shall use H133 hours to write at least one letter and to recruit at least one other 
person from the staff member’s sphere of influence to write one letter, to a prisoner on the 
Organization’s Prisoner Alert list

2. 매월 스탭은 자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단체의 소식지를 읽고 기도해야 

한다. 

Each month, staff shall read the Organization’s newsletter and pray through its contents with 
others in the staff member’s sphere of influence

3. 매월 스탭은 자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 중 최소 2명 이상이 단체의 출판물(예, 소식지

나 도서 구매) 또는 소셜 미디어 피드(예, 페이스북, 기도동역 이메일(KPPU), 인스타그램)을 구

독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Each month, staff shall arrange for the subscription of a minimum of two new people from their 
own personal sphere of influence to one of the Organization’s publications (e.g., newsletter or 
book purchase) or social media feeds (e.g., Facebook, Prayer Partner Update (“PPU”)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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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4. 스탭은 연 6회, 가족, 친구, 지인 및/또는 교회 구성원이 단체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여 투

어 및/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Six times a year, staff shall bring a different visitor from among their family members, friends, 
acquaintances, and/or church members to the Organization’s office for a tour and/or to 
participation in the Organization’s volunteer activities

5. 매년, 스탭은 본 단체가 교회나 소그룹, 자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모임에서 단체의 영화를 

상영하거나 강연을 할 수 있도록 1회 이상 초청해야 한다.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스탭이 

단체를 대표하여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Annually, staff shall secure at least one invitation for the Organization to show one of its movies 
or to speak at a church, cell group, or gathering from the staff’s own personal sphere of influence. 
(With pre-approval, it may be possible for the staff member to serve as the official Organizational 
representative at the event.)

6. 스탭은 매년 자신의 가족 또는 그 밖의 가까운 가족 구성원과 함께 단체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해야 한다. 

Annually, staff shall bring a family member from their own household or other close family 
member to attend the Organization’s Christmas party with the staff member

7. 본 단체가 공개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스탭은 자신의 영향력 범위안에서 최소 5명을 초대해야 

한다. 

Each staff shall invite at least five people from their sphere of influence to each public event held 
by the Organization

⑤  자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순교자의 소리 역할을 하기 위해 각 스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In order to maximize their effectiveness as voices of the martyrs in their sphere of influence, each 
staff member shall:

1. 본 단체에서 새 책을 출판할 때마다 읽고, 자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읽도록 권

한다. 

Read each new book published by the Organization and encourage people within their sphere of 
influence to read it                      

2. 본 단체 소식, 행사, 자료들에 관한 최신정보를 항상 주목하고 자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

람들에게 전한다. 

Always keep an eye on the latest information about the Organization’s news, ev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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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communicate it to those within their circle of influence

가. ‘기도 동역자를 위한 소식’(Prayer Partner Update)를 메일로 신청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

에게 전한다. 

Subscribe to the ‘Prayer Partner Update’ by e-mail and share the contents with others

나. 본 단체의 온라인 자료들(웹사이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에 관한 최신정

보를 주목하고, 그 내용을 자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대외협력

부서나 커뮤니케이션 팀에 소속되지 않은 스탭은 이러한 미디어에 접근하기 위해 새로운 계

정을 개설할 필요는 없으나, 본 단체의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게시된 최신 정보를 항상 주목

하고 그 정보를 메일, 전화 또는 직접 만나서 자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게 전해야 한다.

Pay attention to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Organization’s online resources (e.g., website, 
YouTube, Facebook, Twitter, KakaoTalk, etc.), and share the information with others in their 
personal sphere of influence. Staff who are not part of the public relations department or 
Comm Team are not required to create new accounts to access these media, but they should 
always keep an eye on the latest information posted on the Organization’s website and 
YouTube channel and communicate that information to others in their circle of influence via 
email, phone, or in person

⑥  본 단체는 단체의 행사 및 활동에 대한 각 스탭의 영향력 범위안에 있는 사람들의 참석 여부와 그

들의 단체 자료 활용 여부를 추적한다. 만일 스탭이 위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는 

히133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점진적인 자문과 고용계약 해지를 포함한 징

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스탭으로 하여금 위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효과적으로 히133 시간을 사용

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The Organization shall track the participation of each staff member’s sphere of influence in the 
Organization’s events and activities, as well as their engagement with the Organization’s resources. 
If a staff member fails to meet the standards identified above, it shall be regarded as an ineffective 
use of H133 hours, and progressive counsel and discipline shall be employed by the Organization,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to assist the staff member to use H133 hours 
effectively toward the meeting of the standards identified above.

제60조(휴게) Article 60 (Breaks)  

스탭의 휴게시간은 다음 조항에 따라 근로시간 중 오전 15분, 오후 15분으로 한다. 

Staff members shall typically be entitled to a 15-minute mid-morning break time and a 15-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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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fternoon break time,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visions:

①  일반적으로 스탭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로 예정

된 경우, 오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스탭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할 예정인 경우, 오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시간제 근무 스탭이나 특정 요일

만 근무하는 정규 스탭 또는 근무시간이 오전9시-오후 5시보다 짧은 스탭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을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로 예정된 시간동안 일부 시간(오전 또는 오후)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In general, a staff member is eligible for a mid-morning break on days they are scheduled to work 
the full morning period, from 9:00AM to 1PM, other than the break time. A staff member is eligible 
for a mid-afternoon break time on days they are scheduled to work the full afternoon period, from 
1PM to 5:00PM, other than break time.  In the case of part-time staff, full-time staff working a 
partial day, or work days when office hours are shorter than 9:00AM to 5:00PM, staff are eligible for 
a break in the portion of the day (i.e., morning or afternoon) during which they are scheduled work 
the full four-hour period, other than the break time. 

②  휴게시간은 근무 시작, 근무 종료,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두 휴게시간을 합쳐서 더 긴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다. 

Break times may not be used at the commencement of the workday, the conclusion of the workday, 
or during the lunch period, nor may the two break times be combined to form one longer break time.

③  스탭과 상관은 본 단체 및/또는 단체의 부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스탭

들이 서로 다른 휴게시간을 갖도록 조정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Staff and supervisors shall work together to arrange different break times for various staff so as to 
minimize disruption to the operations of the Organization and/or its individual departments and 
functions.

④  스탭은 매 휴게시간 전, 상호 합의된 휴게시간을 상관에게 확인한 후, 휴게 시 상관에게 알려야 한

다. (알리는 방법은 상관의 지시를 따른다) 

Before each break, the staff member shall confirm with their supervisor a mutually agreeable break 
start time and then notify the supervisor when they go on break. (The staff member shall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supervisor on how to notify.)

⑤  스탭은 휴게 후 복귀 시 상관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는 방법은 상관의 지시에 따른다)

The staff member shall alert his/her supervisor upon returning from the break. (The staff member 
shall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supervisor on how to notify.)

⑥  일반적으로 휴게는 단체의 사무실 외부 또는 휴게 장소로 지정된 단체 구내의 모든 공간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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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 휴게시간을 갖는 스탭은 단체의 업무 공간이나 일반 이용 구역을 배회하거나 휴게 중

이 아닌 스탭과 대화를 하거나 자신의 책상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  

In general, breaks should be taken outside of the Organization’s office or at any space on the 
Organization’s premises designated for breaks. Staff on breaks shall not loiter in the Organization’s 
work areas or general use areas, nor engage in conversation with staff who are not on break, nor 
relax or sleep at their own workstation. 

⑦  스탭은 휴게 시간 동안 주방을 잠시 사용할 수 있으며(예, 간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정수기

로 음료 준비, 주방에서 사과 자르기등) 사용 후 깨끗이 뒷정리한다. 스탭은 휴게시간에 조리 또는 

대규모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주방을 사용할 수 없다. 

Staff may make brief use of the kitchen during the break time (e.g., using the microwave to heat a 
snack, preparing a beverage using the water dispensers, cutting up an apple in the kitchen), provided 
that they clean up after their use. The Organization’s kitchen facilities shall not be used by staff for 
cooking or extensive food preparation during the break times. 

⑧  스탭은 주어진 휴게시간을 활용할 것을 권장 받는다. 상관들은 일상 휴게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도

록 장려하고 그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업무 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은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주어진 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갖지 않는 

스탭은 휴게시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Staff are encouraged to make use of each the break times for which they are eligible. Supervisors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a work environment that encourages and does not in any way penalize the 
full use of daily breaks. Notwithstanding, break times are considered voluntary. A staff who does not 
take the break in a given period is considered to have waived it.

⑨  업무상 휴게 시간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본 단체는 사전에 해당 스탭에게 알려야 한다. 출장, 외

부 관계자와의 미팅, 특별행사 또는 표준 휴게가 어려울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여건이 허

락되는 한, 상관은 참여한 스탭이 표준 휴게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준 휴게시간 

사용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상관은 참여한 스탭들과 협의하여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대체휴게시간

을 마련해야 한다. 

In case break times must be adjusted due to work circumstances, the Organization will notify the 
relevant staff in advance. During work trips, meetings with external participants, special events, or 
projects where standard break times may be difficult, the supervisor shall, as the conditions permit, 
endeavor to maintain standard break times for the staff members who are participating. If conditions 
do not permit standard break times, the supervisor shall work out a mutually satisfactory substitute 
break time option with the staff members who are particip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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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간주근로시간제) Article 61 (Deemed Working Hours)  

①  스탭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working hours because the staff member works part or all of the 
working hours outside the workplace due to work trips, dispatch, etc.,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are deemed to have been worked.

②  스탭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스탭과 합의

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If it is necessary for the staff member to work in excess of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in order to 
perform duties such as work trips and dispatches, they are deemed to have worked for the time 
normally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However, this can be determined differently 
through agreement with the staff member.

제62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Article 62 (Extension. Night and Holiday Work)    

①  스탭들이 가족 구성원들과 평생 건강하게 일관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줄이거나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

며, 모든 스탭이 히133 사역 시간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영향력 범위안에서 순교자의 소리

로 섬기는 주요 업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스탭이나 계약직의 추가적인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리더십 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make every effort to discourage, avoid, or minimize all 
extension, night, and holiday office work in order to enable staff members to maintain whole life 
health and consistent daily time with the members of their households, and to ensure that all staff 
members can carry out their primary work responsibility, which is serving as the voice of the 
martyrs in their own personal spheres of influence using their H133 hours. Therefore, extension, 
night, and holiday office work is permitted to occur only under unavoidable and extenuating 
circumstances, with pre-approval by the Leadership Team required for any potential additional hours 
by any staff member or contractor.

②  단체의 출장은 가능한 한 상관과 참여 스탭이 전략적으로 계획하여 정규 근로시간 외에 요구되는 

근로시간을 최소화하고, 상기 제1항에 명시된 건강 및 가정생활, 히13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



제5장  근로시간 | Chapter 5 Working Hours  115

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만족스러운 협의를 통해 스탭의 히133 시간 및/또는 보상 휴가 

등으로 보장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hat, as far as possible, Organization work trips are strategized by 
supervisors and participating staff to create mutually acceptable work hour arrangements that 
minimize work hours required beyond regular office hours, with additional hours covered through a 
mutually satisfactory application between supervisor and staff member of staff’s H133 hours and/or 
compensatory leave hours, in order to achieve the health, household, and H133 goals noted in 
Paragraph 1, above. 

③  상기 제1항에 명시된 건강 및 가정생활, 히13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에서 비정기적으

로 발생하는 야간 또는 주말 행사 및 활동에 스탭이 참여할 경우, 상관과 스탭 간의 충분한 상호 

협의를 통해 스탭의 히133 시간 및/또는 보상 휴가 등을 보장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where possible, to staff the Organization’s occasional night and 
weekend events and activities through a mutually satisfactory application between supervisor and 
staff member of staff’s H133 hours and/or compensatory leave hours, in order to achieve the health, 
household, and H133 goals noted in Paragraph 1, above. 

④  위 규정에 비추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In light of the above provisions, no additional allowance shall be paid for overtime, nighttime or 
holiday work in the following cases:

1. 사전에 본 단체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In the event that prior approval of the work hours is not obtained from the Organization 

2. 스탭이 자원하여 본 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등에 참여한 경우

When the staff member volunteers to participate in an event held by the Organization

3. 스탭이 히133시간을 활용한 경우

When the staff utilizes H133 hours

⑤  상관과 리더십 팀이 발생 가능한 과중 업무를 예측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 모든 스탭

의 일일보고서 및 업무 예상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이는 외주업체와의 협업, 

업무 마감일 조정, 다른 스탭에게 업무 재할당, 프로젝트의 범위 및 목표 조정 등을 통해 진행된다. 

리더십 팀은 적시에 업무를 만족스럽게 완료하기에는 업무량이 해당 스탭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곧 

초과할 것으로 추정될 경우, 연장근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스탭을 고용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utilize project management, daily reports from all staf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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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forecasting tools to enable supervisors and the Leadership Team to anticipate and minimize 
possible work overflows through a combination of outsourcing, the adjustment of due dates, the 
reassignment of tasks to other staff members, and/or the adjustment of project scope and goals. 
Where the Leadership Team estimates that work volume exceeds or will soon exceed the capacity of 
the existing staff to complete it in a timely and satisfactory manner, the Leadership Team shall 
undertake to hire additional staff or apply other suitable remedies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recurring overtime work. 

⑥  위의 절차를 통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스탭의 동의 하에 임시로 연장근로를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한 스탭은 1주간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할 수 있다. 단, 만 18세 미만 스탭은 1일 1시간, 1주간 5시간을 최대로 

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스탭은 1일 2시간, 1주간 6시간을 수행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스탭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단, 제1항에 명시된 건강, 가정, 히133사역을 우선순위로 함에 따

라, 연장근로의 필요성을 차단하기 위해 리더십 팀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When extenuating circumstances make it impossible to avoid overtime work through the above 
processes, the Leadership Team may temporarily authorize overtime by consenting staff members as 
according to Articles 56 to 57 of the Labor Standards Act. Accordingly, a consenting staff member 
may undertake up to 12 hours of overtime per work per week. However, staff members under the 
age of 18 may apply for 1 hour per day and 5 hours per week, and female staff members less than 1 
year after childbirth may apply for 2 hours a day, 6 hours a week. Pregnant staff cannot perform 
overtime. However,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hat the Leadership Team undertake any and 
all practicable actions to eliminate the need for overtime as quickly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s prioritization of health, household, and H133 ministry stated in Paragraph 1. 

⑦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가 허가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When extended work is authorized according to the above, more than 50/100 of the normal wage 
will be added and paid.

⑧  상기에 따라 휴일근로가 허가되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스탭에게 지급한다. 

When holiday work is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t shall be paid to the staff at an 
additional rate according to the following standards: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Up to 8 hours of holiday work: 50/100 of normal wage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Holiday work exceeding 8 hours:  100/100 of normal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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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상기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가 허가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을 가산하여 스탭에게 지급한다. 

When evening hours (from 10:00pm to 6:00am) are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t shall 
be paid to the staff at an additional rate of more than 50/100 of the normal wage. 

제63조(야간 및 휴일근로의제한) Article 63 (Restrictions on Night and Holiday Work)  

①  위 제62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여성 스탭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스탭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If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 above, a female staff member over the age of 18 is needed to work 
from 10:00 p.m. to 6:00a.m., or to work on a holiday, the staff member’s consent will be obtained.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스탭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

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 만족스러

운 시행을 위해 스탭과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

할 수 있다.

In principle, pregnant staff and staff under the age of 18 are not allowed to work from 10 pm to 6 am 
or on holidays. However, in the case of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night and holiday work 
may be conducted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fter faithful 
consultation with the staff member on a mutually satisfactory implementation:

1. 18세 미만 스탭의 동의가 있는 경우

In case of consent of a staff member under the age of 18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스탭의 동의가 있는 경우

Where there is consent of a female staff member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childbirth

3. 임신 중의 스탭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If explicitly requested by a pregnant staff member

제64조(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Article 64 (Overtime and Holiday Pay 

Exceptions)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탭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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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wages for overtime and holiday work shall not be paid to staff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even if they work over 40 hours a week, 8 hours a day, or on holidays:

1.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When the staff member is engaged in monitoring or intermittent work, as defin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2.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When the staff member is engaged in general oversight, as of facilities, or confidential handling 
work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스탭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

급한다. 

If a staff member falling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works at night, 50/100 or more of 
the ordinary wage shall b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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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유급휴일) Article 65 (Paid Holidays)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스탭에 대하여는 월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Mondays are given as paid weekly holidays for staff who work the prescribed working days during 
one week.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Labor Day (May 1) is a paid holiday.

③  제65조의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스탭과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Public holidays and substitute holiday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5-2 Regulations on Public 
Holidays shall be considered paid holidays. However, if agreed in writing with the staff, it can be 
replaced with a specific working day.

제65조의2(공휴일) Article 65-2 (Public Holidays)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Public holidays are as follows:

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Among national holidays, March 1, Liberation Day, National Foundation Day, and Hangeul Day

②  1월 1일

New Year’s Day

③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Lunar New Year’s Eve, Lunar New Year’s Day, and the day after Lunar New Year’s Day 

④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

Buddha’s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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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월 5일(어린이날)

May 5 (Children’s Day)

⑥  6월 6일(현충일)

June 6 (Memorial Day)

⑦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The day before Chuseok, Chuseok, the day after Chuseok

⑧  12월 25일(성탄절)

December 25 (Christmas)

⑨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일. 단, 위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Presidential election day, National Assembly election day, and election day for local council 
member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owever, if the 
above election day falls on a folk festival or public holiday, and if the day before or after the election 
day is a public holiday, it shall be the Wednesday of the following week.

⑩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Other day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제65조의3(대체공휴일)  Article 65-3 (Alternate Holidays)

위 제65조의2 규정 중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인접한 공휴일(제65-2조 각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If a holiday from Paragraphs 1 to 8 of the above Article 65-2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n 
adjacent non-public holiday (which is not a public holiday in Article 65-2) shall be designated as an 
alternate holiday.

①  제1항(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제5항 (어린이날)의 공휴일이 일요일이

나 월요일과 겹치는 경우

When a public holiday in Paragraph 1 (March 1, Liberation Day, National Foundation Day, or 
Hangeul Day) or Paragraph 5 (Children’s Day) overlaps with Sunday or Monday

②  제3항(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제7항(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

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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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public holiday in Paragraph 3 (Lunar New Year’s Eve, Lunar New Year’s Day, and the day 
after Lunar New Year’s Day) or Paragraph 7 (The day before Chuseok, Chuseok, the day after 
Chuseok) overlaps with a Sunday

③  제1항(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ㆍ제3항(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ㆍ제5

항(어린이날) 또는 제7항(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일ㆍ월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Days other than Sundays and Mondays when a public holiday in Paragraph 1 (March 1, Liberation 
Day, National Foundation Day, or Hangeul Day), Paragraph 3(Lunar New Year’s Eve, Lunar New 
Year’s Day, and the day after Lunar New Year’s Day), Paragraph 5 (Children’s Day), or Paragraph 7 
(The day before Chuseok, Chuseok, the day after Chuseok) is a public holiday; in case it overlaps 
with other public holidays under Paragraphs 1 through 8 of the same Article

제66조(연차유급휴가) Article 66 (Annual Leave)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스탭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5 days of paid leave is given to staff who have worked 80% or more of the time in one year.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스탭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스탭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One day’s paid leave is given per month to staff who have worked continuously for less than one 
year or who have worked less than 80% of the time for one year.

③  3년 이상 근속한 스탭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

로 한다.

For staff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3 years, 1 additional day of paid leave is given annually 
for every 2 years of continuous work after the first yea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up to a maximum of 25 vacation days per year.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As regards the calculations In Paragraphs 1 and 2, the following periods shall be counted as work 
time:

1. 스탭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Any period during which the staff member was absent from work due to occupational injury or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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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출산전후휴

가, 유산 내지 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Any period during which a female staff member during pregnancy was absent from work due to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miscarriage or stillbirth leave) pursuant to Article 74 (1) through 
(3) of the Labor Standards Act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Any period of absence due to parental leave pursuant to Article 19 (1)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of Men and Women and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⑤  시간제 근무 스탭의 유급휴가는 일반적으로 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만, 시간제 근무 스탭의 총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시간제 근무 스탭의 구체적인 연차산정은 

CEO의 비서에 의해 이루어지며 채용 및/또는 시간제 근로 스탭의 근로시간이 변경될 때 해당 스

탭에게 알린다.   

Paid leave for part-time staff is generally calculated as according to a pro-ration of the above, though 
it may need to be adjusted depending upon the total number of hours a part-time staff member works 
and the number of days on which they work those hours. The specific calculation of annual leave for 
part-time staff shall be made by the Executive Assistant to the CEO and conveyed to the part-time 
staff member at time of hire and/or when the number of work hours changes for a part-time staff 
member.

⑥  본 단체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The Organization may grant annual paid leave based on the fiscal year for the convenien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제67조(연차휴가의 사용) Article 67 (Use of Annual Leave)

①  스탭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본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annual paid leave of a staff member will expire if not used within one year.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if the leave cannot be used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Organization.

②  본 단체가 실시하는 2차례(하계, 동계)의 셧다운 기간 동안 스탭은 셧다운 휴가를 실시하고, 이때 

셧다운 휴가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한다.

The Organization observes two office shutdown periods (summer and winter) as mandatory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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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s for all staff. The number of shutdown leave days is deducted from the number of annual 
leave days for each staff member.

③  본 단체는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

치(이하 “사용촉진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본 단체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탭이 사

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The Organization ma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motion of Use”) 
to facilitate the use of annual leave under Paragraphs 1 and 3 of Article 66. Notwithstanding the 
Organization’s promotion of use, annual leave shall not be compensated financially in lieu of use:

1.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스탭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

가일수를 알려주고, 스탭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본 단체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Within 10 days of the 6-month mark before the end of the annual paid leave period, the 
Organization may notify each staff member of the number of unused vacation days remaining to 
be used within the period and urge the staff member in writing to schedule equivalent time off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스탭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본 단체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

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본 단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스탭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Notwithstanding the Organization’s efforts under subparagraph 1, the Organization may notify 
each staff member in writing of the remaining amount of their unused leave within 10 days of the 
2-month mark before the end of the annual paid leave period

제68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Article 68 (Substitution for Annual Leave)

본 단체는 스탭과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스탭을 휴무시

킬 수 있다.

The Organization may, by written agreement with the Organization’s staff, substitute an office closure 
day for a day of annual leave assessed to all staff.

제69조(경조사 휴가) Article 69 (Leaves for Bereavement and Celebration)

①  본 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스탭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grant the paid leave indicated for the following bereavement and 
celebration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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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결혼: 5일

Staff member’s marriage: 5 days

2. 배우자의 출산: 10일

Staff member’s spouse giving birth: 10 days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Death of a spouse, staff member’s parent, or staff member’s spouse’s parent: 5 days

4.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Death of the grandparent of a staff member or staff member’s spouse: 3 days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Death of staff member’s child or child’s spouse: 3 days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Death of a staff member’s sibling: 3 days

②  제1항에 각호(제2호 제외)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If a holiday or non-working day is included in the vacation period for bereavement or 
celebration(Except subparagraph 2), the vacation period shall be calculated including it.

제70조(생리휴가) Article 70 (Menstrual Leave)

본 단체는 여성 스탭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The Organization grants 1 day of unpaid menstrual leave per month when requested by female staff.

제71조(병가) Article 71 (Sick Leave)

①  본 단체는 스탭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The Organization may grant sick leave not exceeding 60 days per year when a staff member applies 
for sick leave due to illness or injury outside of work. In this case, the period of sick leave shall be 
unpaid.

②  위 항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스탭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을 검진한 주치의의 진단서를 반

드시 제출하여 본 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진단서에는 병명,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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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소견, 업무를 떠나 필요한 회복시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Staff who wish to apply for sick leave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paragraph must submit a 
medical certificate from the attending physician who has examined the disease or injury to obtain 
prior approval from the Organization. The diagnosis must include the name of the disease, treatment 
details and options, and the physician’s directions regarding convalescent time away from work.

제72조(난임치료휴가) Article 72 (Fertility Leave)

①  본 단체는 스탭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

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스탭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단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

래하는 경우에는 스탭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The Organization shall give up to three days per year of staff leave to receive infertility treatment 
such as artificial insemination or in vitro fertil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fertility treatment 
leave”). In this case, the first one day shall be paid. However, if giving leave at the time requested by 
the relevant staff seriously interferes with normal Organization operations, the timing may be 
changed in consultation with the staff.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스탭은 적어도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

까지 본 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Staff who wish to apply for infertility treatment leave must apply to the Organization at least three 
work days prior to the date of initiation of infertility leave.

③  본 단체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스탭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의

료기관의 진단서, 해당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치료 예정일 등이 기재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The Organization may require staff who have applied for infertility treatment leave to submit 
documents (documents that provide medical certificates for the medical institution, planned dates of 
fertility treatment issued by the appropriate medical institutions, etc.).

제73조(배심원 및 증인 이탈) Article 73 (Jury and Witness Leave)

①  스탭들이 배심원 및 증인으로 봉사하도록 허락하여 사법 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

다. 배심원으로 소환된 스탭의 직무 수행 예상 시간이 해당 부서의 효율적인 운영에 실질적인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본 단체는 배심원 직무 책임을 면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권리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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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cooperate with law enforcement in allowing staff to serve on 
juries and as witnesses. The Organization reserves the right to request that a staff member be 
excused from his or her jury responsibilities when the anticipated time away would substantially 
interfere with the efficient operations of the Organization.

②  배심원으로 소환된 스탭은 CEO의 비서를 참조하고 소환장 혹은 소환장 사본을 첨부하여 적절한 

휴가 승인 요청서를 상관에게 제출한다. 만일 스탭이 시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단체는 해당 스탭

의 시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배심원 책임을 면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배심원 직무 수행을 위

한 휴가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스탭의 부서 책임자는 이 사안을 단체 CEO에게 전달하고, 

CEO는 업무 필요에 따라 책무 수행 일자 연기를 법원에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한다. 해당 스탭은 

배심원 직무를 위해 법원에 출두하는 날마다 직속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스탭은 배심원 직

무를 위해 법원에 출두한 날마다 법원 직원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 직속상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스탭은 배심원 직무 수행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CEO의 비서에게 보고해야 한다. 

When a staff receives a summons to serve as a juror, the staff shall submit a request for the 
appropriate time off to the supervisor, with notification to the Executive Assistant to the CEO, and 
attach a scanned copy of the summons. If the staff is in a probation period, the Organization will 
request that the staff be exempted from jury duty until the staff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obation period. When the jury duty leave cannot be granted, the request will be forwarded to the 
Organization CEO who will prepare a letter to the courts requesting the time obligation be delayed 
due to business needs. Staff must notify their immediate supervisor each day they are scheduled to 
report for jury duty. The staff must obtain a statement from an officer of the court confirming each 
day he or she reported for jury duty. That statement should be turned in to the immediate supervisor. 
Staff will report hours away from work under jury duty to the Executive Assistant to the CEO.

③  스탭은 최대 3일 이내의 배심원 직무 수행 기간 동안 배심원 수당액을 제외한 통상임금(차등 급여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차등 급여)을 받는다. 배심원 수당은 해당 스탭이 매일 수행하기로 예정된 

최대 근무 시간 동안 일해야만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에서 공제될 금액 산출을 위해 해당 스탭은 

매일 받은 배심원 수당 명세서 사본을 CEO의 비서에게 제출해야 하며, 단체가 해당 스탭에게 이

미 지급한 임금에 대해 상환이 필요한 경우, 단체에 해당 금액을 납입한다. 교통비로 받은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배심원 직무 종료 후 30일까지 금액이 납입되지 않으면, CEO의 비서가 금액

을 회수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한다. 해당 스탭이 배심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단체에 납입하기

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 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The staff shall receive regular wages (differential salaries if differential pay is applied) for up to three 
days of jury service, minus the amount of any jury allowance received. Jury allowances can only be 
earned for the maximum working hours scheduled to be performed daily by the staff. The staff 
member shall send a copy of the jury allowance statement received daily to the Executive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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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CEO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deduction from regular wages, and, if any amount 
is due to the Organization in the form of reimbursement for wages already paid to the staff member 
by the Organization for that same period, pay that amount. The staff member should not include any 
amount received for transportation. If the amount due is not paid by the staff within 30 day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jury, the Executive Assistant to the CEO will follow up with the staff member to 
collect the payment. If the staff refuses to pay the Organization the amount received as a jury 
allowance, it will be automatically deducted from the staff member’s salary in the next payroll.

④  스탭은 특정일에 배심원 직무가 면제되어 최소한 정규 근로 시간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근무하지 않으면 그날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

Staff are required to work whenever they are excused from jury duty at a time of day which would 
allow them to work at least half of their regularly scheduled work hours for that day. Failure to 
report will result in loss of wages for that day.

⑤  이 규정은 스탭이 증인으로 호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This policy is also applicable when a staff member is called to serve as a witness.

⑥  스탭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두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스탭 때문에 법률적인 조치가 개시된 경우에

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This policy does not apply when a staff member appears in court as a defendant or when legal 
actions are initiated by a staff member for any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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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임산부의 보호) Article 74 (Protection of Pregnant Staff)

①  임신 중의 여성 스탭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Pregnant staff are given a total of 90 days of maternity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120 days if 
pregnant with two or more children at a time). At least 45 days shall be given after childbirth (60 
days if pregnant with two or more children at a time).

②  임신 중인 여성 스탭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

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

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

야 한다.

If a pregnant staff member claims leave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43 of the Labor Standards Act 
enforcement decree, such as due to the experience of miscarriage, she shall be allowed to take days 
of leave individually prior to childbirth. In this case, the vacation period after childbirth must be at 
least 45 consecutive days (60 days if pregnant with more than one child at a tim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스탭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

여액이 그 스탭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본 단체는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During the leave period under Paragraphs 1 and 2, if the amount of pre-birth leave paid to a staff 
member unde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is less than the normal wage of the staff member, the 
Organization shall pay the difference for the first 60 days (75 days if pregnant with two or more 
children at a time).

④  임신 중인 여성 스탭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스탭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

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If a pregnant staff member has a miscarriage or stillbirth, and the staff member requests it, leave 
according to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ill be granted. However, artificial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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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 which is not permitted under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s excluded.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스탭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까지

In the case of a miscarriage or stillbirth, if the pregnancy period of the female staff is less than 11 
weeks: Up to 5 days from the date of miscarriage or stillbirth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스탭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

부터 10일까지

If the female staff member who has had a miscarriage or stillbirth has been pregnant for more than 
12 weeks and less than 15 weeks: Up to 10 days from the date of miscarriage or stillbirth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스탭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

부터 30일까지

In the case of a miscarriage or stillbirth when the female staff’s pregnancy period is between 16 
and 21 weeks: Up to 30 days from the date of miscarriage or stillbirth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스탭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

부터 60일까지

In the case of a miscarriage or stillbirth when the female staff’s pregnancy period is between 22 
and 27 weeks: Up to 60 days from the date of miscarriage or still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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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gnancy is at least 28 weeks: Up to 90 days from the date of miscarriage or stillbirth

⑤  본 단체는 스탭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The Organization actively cooperates with staff to provide proof of prenatal leave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if they apply for prenatal leave pay, etc.

⑥  임신 중의 여성 스탭은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없으며, 그 스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업무 

및/또는 업무 공간에 물리적으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Pregnant staff are not required to work overtime, and if requested by the staff, appropriate physical 
accommodation shall be made in work tasks and/or work space where feasible.

⑦  본 단체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스탭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

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스탭에 대하여는 1일 근로

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스탭

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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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본 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allow a female staff member within 12 weeks or after 36 weeks of pregnancy 
to request a reduction in working hours of 2 hours per day. However, for a staff member whose 
working hours per day is less than 8 hours, a reduction in working hours may be allowed so that the 
working hours per day may become 6 hours. The pregnant staff member who is applying for 
reduction in working hours should submit a doctor’s medical certificate or electronic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Organization three days before the requested start date identifying the expected start 
and end dates of the reduced working hours, and requested schedule of working hours. 

⑧  본 단체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스탭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not reduce the wages of the staff for the reason of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⑨  본 단체는 임산부 등 여성 스탭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

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not allow female staff, such as pregnant women, to work in a hazardous or 
dangerous occupation in terms of morals or health in accordance with Article 65 of the Labor 
Standards Act.

제75조(태아검진 시간) Article 75 (Doctor’s Visits during Pregnancy)

①  가능하면, 임신한 여성 스탭은 주휴일인 월요일에 의사방문 일정을 잡기를 권장한다. 

Where possible, pregnant staff are encouraged to schedule doctor’s visits during the weekly Monday 
holiday.

②  본 단체는 임신한 여성 스탭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

한 다음 각호의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단 위 시간을 청구하는 스탭은 해당 의료기

관의 진료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The Organization allows pregnant staff to request the following time required for regular medical 
examination for pregnant wom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Staff requesting time for such exams must submit a medical history statement from the relevant 
medical institution. 

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Up to 28 weeks of pregnancy: once every four weeks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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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29 to 36 weeks of pregnancy: once every two weeks

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37 weeks of pregnancy: once per week

③  본 단체는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스탭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not reduce the wages of the staff due to the time for medical examination 
under Paragraph 2.

제7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Article 76 (Reduction of Hours for Child Care)

①  본 단체는 스탭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

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단체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단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The Organization shall allow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duction of 
working hours during childcare”) for staff to raise children under the age of 8 or under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where the period of continuous work in the 
Organization until the day before the scheduled start date of shortening is less than 6 months, in 
cases where it is impossible to hire replacement workers, or in cases where the normal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is seriously hindered.

②  본 단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탭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

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스탭과 

협의하여야 한다.

If the Organization does not approve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the 
reason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to the relevant staff member, and it shall be discussed with the 
relevant staff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for parental leave or other measures.

③  본 단체가 해당 스탭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단 히133 시간은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포

함되어야 한다. 

If the Organization allows the relevant staff to shorten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the working hours after the reduction shall be at least 15 hours per week and shall not exceed 35 
hours. However, H133 hours shall be included proportionally in working hours after shortening and 
cannot be wa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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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스탭이 육아휴

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The period of reduction of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shall be less than one year. 
However, if there is an unused period during the period of parental leave by the staff who are eligible 
for parental leave, it can be within the added period.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스탭에 대하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며, 본 단

체는 스탭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Salary shall be paid in proportion to the shortened working hours, and the Organization shall 
actively cooperate by providing supporting documents so that if the staff works the shortened 
working hours during childcare, they can apply to receive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of 
childcare unde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⑥  제5항의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 의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는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The benefits for shortening working hours during childcare paid by the state under Paragraph 5 shall 
be calculated with the following formula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However, if the period subject to payment of the working hours reduction benefit during the 
parenting period is less than one month, it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moun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days of the month by the number of days of the childcare period.

1.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X (5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First 5 hours reduction per week: Amount equivalent to the monthly ordinary wag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based on the starting date of reduction of working hours 
during childcare period (with 2 million won as the upper limit and 500,000 won as the lower 
limit) X (5 / shortened Pre-specified working hours)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X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Remaining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 amount equivalent to 80/100 of the monthly ordinary 
wag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based on the start date of the redu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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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with 1.5 million won as the upper limit and 500,000 
won as the lower limit) x (Predetermined working hours before shortening ― Predetermined 
working hours after shortening ― 5 / Predetermined working hours before shortening)

제77조(근로조건) Article 77 (Working Conditions)

①  본 단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스탭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The Organization does not disadvantage working conditions for staff on the grounds of shortening 
the working hours due to childcare, except as regards proportional reduction in wages according to 
hours worked.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스탭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히133시간 포함)

을 포함한다)은 본 단체와 그 스탭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staff member with shorten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including working hours, including H133 hours) shall be determined in writing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the staff member.

③  본 단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스탭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스탭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 단체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를 시킬 수 있다.

The Organization cannot request overtime work other than the shortened working hours from the 
staff who are reducing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However, if the staff member 
explicitly requests it, the Organization may permit overtime work up to 12 hours per week.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스탭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스탭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In the case of calculating the average wage for a staff who has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the period of reduced working hours for the staff during the childcare period is 
excluded from the average wage calculation period.

제78조(단축의 사용) Article 78 (Dividing Leave Periods)

스탭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The form of use of parental leave and reduction of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by the 
staff i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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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탭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The staff can only divide parental leave into two separate periods of use.

②  스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

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Staff may divide the use of the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rearing period. In this case, 
one period shall be at least three months (or for the remaining period of the labor contract for fixed-
term workers who are unable to use the reduction in working hours for more than three months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labor contract period).

제79조(모유수유 시간) Article 79 (Breastfeeding Time)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스탭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60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If there is a request from a female staff with a child under one year old, in addition to the break time 
in Article 60, paid breastfeeding time is provided twice a day for 30 minutes each.

제80조(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Article 80 (Reduction of Hours for Family Care)

①  본 단체는 스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전날까지 본 단체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

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단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allow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when a staff member applies for a 
reduction in working hours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in 
situations where the period of continuous working at the Organization until the day before the 
application date is less than 6 months, when it is impossible to hire replacement workers, or in cases 
where the normal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is seriously hindered.

1. 스탭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When a staff member must take care of a family member due to illness, accident, or old age

2. 스탭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In case the staff must take care of their own health due to illness or injury due to an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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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5세 이상의 스탭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For staff 55 years of age or older to prepare for retirement

4. 스탭이 본 단체에서 계속 사역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단체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경우

For staff’s study in a program approved by the Organization as necessary or helpful to the staff 
member’s continued service in the Organization

②  본 단체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탭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스탭과 협의하여야 

한다.

If the Organization does not allow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the reason shall be given to the 
staff in writing, and it shall be discussed with the staff whether they can use a leave of absence or be 
supported through other measures.

③  본 단체가 해당 스탭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

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단, 히133 시간은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입되

어야 한다. 

If the Organization allows the staff to reduce working hours, the working hours after the reduction 
must be at least 15 hours per week and not more than 30 hours. However, H133 hours shall be 
included proportionally in working hours after shortening and cannot be waived.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스탭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The period of reduction of working hours shall be less than one year. However, the staff may apply 
to extend the period of reduction of working hours up to an additional two years with reasonable 
cause.

⑤  본 단체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스탭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Organization shall not dismiss the staff member or give other unfavorable treatment to the staff 
for the reason of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⑥  본 단체는 스탭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스탭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및/또

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After the staff member’s reduction period, the Organization shall return the staff to the same job and/
or the same level of wages as before the staff member’s work hours wer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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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임금의 구성항목) Article 81 (Composition of Wages)

①  스탭에 대한 임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급 및 식대, 차량유지비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Wages for staff consist of basic wages, a meal allowance, and a vehicle maintenance allowance as 
according to the following:

1.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되며 중도입퇴사의 경우는 일할 계산한다. 

Wages are composed of basic wages and a meal allowance, and in case of early entry or exit, is 
settled on a pro-rata basis

2. 식대는 10만 원으로한다. 단 최저임금을 받는 초급수준의 업무를 담당하는 스탭에게는 식대가 

따로 책정되지 않는다.

All staff receive a meal allowance which is 100,000 won, except for those in entry level positions 
where entry level staff receive minimum wage

3.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상 운용하는 스탭에 대해서 차량유지비로 20만 원이 책정될 수 있다. 

A vehicle maintenance allowance fee of KRW 200,000 may be set for staff who operate their own 
vehicle for the Organization’s purposes

4.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에서 비과세로 적용한다.

The meal allowance and vehicle maintenance allowance fee are exempt from the 4 major 
insurances and income tax

5.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 209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The basic wage is the regular wage for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and the hours recognized as 
paid (209 hours)

6. 특이사항이 없는 한 급여는 1년간 동일하게 지급되며, 1년 근속한 경우 성과에 따른 연봉 검토

를 한다.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salary is paid the same for one year, and there is an 
annual salary review based on performance

제 8 장    임 금

 C h a p t e r  8     W a g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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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Article 82 (Calculation and Payment of Wages)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 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8일 스탭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스탭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탭이 별도로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기를 원할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Wages shall be paid directly to the staff on the 28th of the month or by depositing them into a 
deposit account in the name of the staff, or into a separate account designated by the staff. If the 
payment date is a Saturday or a public holiday, the payment shall be made on the previous day.

②  신규채용, 승진, 전직,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In the case of settlement of wages for reasons such as new hire, promotion, transfer, retirement, etc., 
the monthly amount shall be calculated and paid on a pro-rated basis on the date of assignment.

③  본 단체는 스탭이 임금 계산 내역 및 원천징수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교부

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issue a salary statement so that the staff can check the wage calculation 
details and withholding tax deductions.

④  본 단체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스탭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pay wages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minimum wage to staff subject to the 
minimum wage.

제83조(비상시 지급) Article 83 (Pay in Case of Emergency)

스탭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In the case where a staff member makes a claim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wages for work 
already provided may be paid even before the customary payment date:

①  스탭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In a case where the pay is to cover the cost of childbirth, illness, or disaster of a staff member who 
maintains their living by means of their staff income

②  스탭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In the event of marriage or death of a person living on the basis of the staff member’s incom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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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expenses

③  스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When the staff member is homebound for more than one week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제84조(휴업수당)  Article 84 (Temporary Organization Closure)

①  본 단체의 귀책사유로 임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스탭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In the event of a temporary closure of the Organization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Organization, an allowance of 70/100 of the average wage is paid to the staff during the closure 
period. However, if the amount equivalent to 70/100 of the average wage exceeds the ordinary 
wage, the ordinary wage shall be paid.

②  본 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운영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

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If it is impossible for the Organization to continue due to unavoidable reasons, the Organization may 
pay a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in Paragraph 1 with the 
approval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제85조(단체의 급여 체계) Article 85 (Organizational Salary Structure)

①  급여 체계와 관련, 아래 목표를 준수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adhere to these objectives in its salary structure:

1. 임금 및 급여 관리에 적용되는 한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which apply to wage and 
payroll management

2. 각 직급을 분석하여 적절한 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To analyze each position in order to place it in an appropriate salary grade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타 단체의 급여 수준과 본 단체의 지불 능력에 미달하지 않는 급여를 책

정하고 유지한다.

To establish and maintain pay levels which are competitive with those paid by companies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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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ize and function which operate in and recruit from similar marketplaces, and which coincide 
with the Organization’s ability to pay

4. 급여체계(즉, 보조간사, 간사, 상급간사, 팀장, 실장, 경영진)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각 등급 

별 초임이 이전 등급보다 20%이상 높지 않도록 최대한 균일하게 유지한다. 

To keep the salary structure as flat as possible by linking salary grades (i.e., assistant, coordinator, 
senior coordinator, team manager, general manager, executive) so that the entry-level wage for 
each grade is no more than 20% higher than the preceding grade   

5. 성과에 대한 지급(즉, 개인의 향상과 단체의 성장에 비례하여 인상한다), 리더십으로 승진(즉, 

직함은 존칭으로 쓰이거나 근속연수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실제 관리능력을 반영하여 

주어진다), 장기근속 장려(즉, 새로운 스탭에게 초과지급하기 보다 단체의 성장과 성공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스탭에게 장기적으로 보상, 투자 및 관계를 지속한다) 

To pay for performance (i.e., make raises proportional to both individual improvements and 
organizational growth), promote for leadership (i.e., ensure that titles are not honorific or given for 
length of service but reflect actual management proficiencies), and incentivize long-term service 
(i.e., resist overpaying new staff and instead reward, invest in, and seek to retain for the long-term 
those staff members most responsible for Organizational growth and success) 

6. 단체 또는 시장 전반의 변화하는 경제 및/또는 경쟁 조건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급여 체계를 

유지한다.

To maintain a salary structure which is flexible enough to respond to changing economic and/or 
competitive conditions of the Organization or the marketplace in general

7. 임금 및 급여 관리에 적용되는 한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which apply to wage and 
payroll management

②  경영진은 급여체계의 수립, 평가, 개정과 성과향상지침, 기타 보상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이 

있다. 

The Executive Team is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evaluation, and revision of salary structure, 
performance increase guidelines, and other compensation-related programs.

③  리더십 팀은 정해진 체계 및 지침 내에서 보상 프로그램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The Leadership Team is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compensation program within the 
established structures and guidelines.

④  경영진이 아닌 모든 정규 스탭은 업무 성과 심사, 보직 이동 및/또는 승진 결정에 따라 적어도 1년

에 한번 급여가 결정된다. 업무 성과 심사가 반드시 임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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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서는 급여에 관하여 논의되지 않는다. 스탭의 직속상관이나 각 부서 책임자는 스탭의 급여

나 급여 체계에 관한 변경사항을 요약한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및 서명을 받아야 한다.

All regular, non-management staff will have a wage decision at least annually in conjunction with 
their performance review, transfer, and/or promotion. A performance review does not necessarily 
mean an increase in pay. Wage considerations are not discussed in the performance review. The 
immediate supervisor or department head will complete a staff change recommendation form for 
appropriate approval and signature outlining any change in wages or salary grade for a staff.

⑤  급여 인상은 스탭이 해당 년 도에 업무 성과기준을 충족 또는 초과 달성했는가에 관한 관리팀의 평

가에 근거한다. 스탭은 업무 능력이 향상되면 그 직책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스탭이 자신의 직책에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재의 급여가 

업무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미 스탭이 해당 직급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 인상은 없다. 인상률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0%에서 5%까지이다. 급여 인상은 본 단체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Merit increases are based on management’s evaluation of the staff member’s progress in meeting or 
surpassing performance standards during the review period. As the performance level of a staff 
member increases, he/she shall become eligible for increased salary within the given range for the 
position. However, if performance is not meeting requirements for the position, or if the staff 
member’s current salary is judged to be appropriate to his/her current level of performance, or if the 
staff member is already at the highest salary level for his/her grade, then there will be no merit 
increase. Amounts of merit increases will fall within the range set by the HR Committee and are 
typically from 0% to 5%. Wage increases are dependent on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Organization.

⑥  동일한 직책 내에서 증가된 직무 및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스탭이 상위 직책의 업무를 관리, 

책임질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직책으로 승진 또는 진급할 수 있으며, 승진 인상률은 일반

적으로 5%에서 10%까지이다. 

If a staff member has successfully assumed increas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within the same 
position and is judged to be ready to assume the management responsibilities inherent in the next 
higher grade level, a possible advancement or promotion may occur, in addition to a promotion to 
the next higher grade of pay. Promotion increases are typically from 5% to 10%.

⑦  초봉은 일반적으로 급여체계의 시작점에 있으며, 해당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이나 숙련도와 

관련된 이전 경험 및 성과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언어 및 기술 능력 및 자격증 등). 

Starting salary is normally at the entry point of the salary grade, depending on prior experience and 
performance level of relevant supplementary skills and proficiencies (e.g., language and technical 
abilities and certific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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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각 스탭에 대한 보상은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포함한 수많은 요인들과 고려사항들을 수반하고 그

러한 요소들은 기밀 인사 정보들과/또는 단체 전유의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스탭 급여 결정

에 관여된 모든 스탭은 보상 관련 정보를 철저한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스탭은 급여정

보를 다른 스탭 또는 단체의 구성원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Whereas the setting of compensation for each staff member involves the application of myriad 
factors and considerations including those noted above, and whereas such factors may include both 
confidential personnel information and/or proprietary Organizational information, all staff members 
involved in determining staff salaries shall keep compensation information in the strictest 
confidence. Likewise, staff members shall not share their wage information with other staff or 
Organization constituents.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 will be taken for any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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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해고)  Article 86 (Termination)

스탭이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A staff member may be terminated if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that it is difficult to continue the 
labor relationship according to social norms, as in the following cases:

①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staff member cannot perform his/her duties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②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If the staff member is on a leave of absence and does not submit a reinstatement request within 7 
days of the expiration date of the leave period without justifiable reasons.

③  본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When termination is decided by the HR committee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these Rules of 
Employment.

④  기타 제1항에서 제3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Cases other than those falling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where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제87조(해고의 제한)  Article 87 (Limitation of Termination)

①  스탭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No termination shall be allowed during the period in which a staff member is temporarily off from 
work receiving medical treatment for work-related injuries or diseases and for 30 days thereafter. 
However, in the case of temporary compensation pursuant to Article 84 of the Labor Standards Act, 

제 9 장    해고·퇴직·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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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tion may occur.

②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스탭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Prenatal and postpartum female staff shall not be terminated during the period they are off from 
work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and during the period of 30 days or less than one 
year of parental leave thereafter.

제88조(해고의 통지)  Article 88 (Notice of Termination)

①  본 단체는 스탭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해고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a staff member, the Organization shall notify the staff member in 
writing of the reason and date of termination.

②  본 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

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n the case of notice of termin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the Organization shall give a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30 days prior to the date of termination or pay 30 days of ordinary wages if no 
notice of termination has been given 30 days prior.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스탭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The staff member has been working at the Organization for less than 3 months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It is impossible for the Organization to continue its operations due to natural disasters, affairs,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3. 스탭이 고의로 단체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A staff member intentionally interferes with the Organization’s work or causes property damag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가. 단체의 거래처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받아 단체의 운영에 차질

을 가져온 경우

A staff member receives money, gifts, or entertainment from an Organization’s supplier which 
leads to the Organization receiving defective goods, which causes a disruption in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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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의로 타인에게 단체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A staff member is involved in a traffic accident by arbitrarily allowing another person to drive 
the Organization’s vehicle

다.   단체 및/또는 단체의 목적과 경쟁 또는 대립관계에 있는 다른 단체나 당국에 기밀이나 그 밖

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A staff member disrupts the Organization’s work by providing confidential information or 
other information to other organizations or authorities in a competitive or adversarial 
relationship with the Organization and/or its purposes

라.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단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A staff member fabricates and/or disseminates false information leading to an illegal collective 
action, causing significant disruption to the Organization

마.  단체가 받은 후원금이나 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금 및 기타 기금을 유용하거나 직책을 

이용하여 착복,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A staff member misappropriates donations or other funds received by or intended for the 
Organization, or is discovered to have been engaged in misappropriation, embezzlement, or 
negligence by means of their position

바. 단체의 물품이나 원본 자료를 훔치거나 불법적으로 반출하다 적발된 경우

A staff member is caught stealing or illegally exporting products or raw materials

사. 인사, 회계담당 스탭이 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A staff member in HR or Accounting causes damage to the Organization by manipulating 
information or filling out false documents

아.  단체 업무 공간의 기물이나 재산을 고의로 파손하여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A staff person is found to be intentionally damaging the Organization’s workplace or property, 
causing disruptions to operation

③  단체가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If the Organization gives notice of termination under Paragraph 2 in writing, specifying the reason 
for termination and the time of termination, it shall be deemed that the notice has been give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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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통상임금은 스탭이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총임금을 말한다.

The ordinary wages in Paragraph 2 refer to the monthly total wages that correspond to the ordinary 
wages paid to the staff.

제89조(퇴직)  Article 89 (Retirement)

①  본 단체는 스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스탭을 퇴직시킬 수 있다. 

The Organization may retire a staff member’s employment if the staff memb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If a staff member eligible for retirement wishes to retire

2. 사망하였을 경우

If a staff member dies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When a staff member reaches the retirement age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The date of retirement pursuant to Paragraph 1 is as follows:

1. 스탭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 상 퇴직일

In the case where a staff member submits a resignation request specifying the retirement date, the 
retirement date specified by the staff member

2. 스탭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본 단체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

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If a staff member submits a resignation without specifying the retirement date, the date of 
acceptance by the Organization. However, the Organization may designate and accept the 
retirement dat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ubmission of the resignation for the transfer of 
duties

3. 사망한 날

The day of the staff member’s death

4.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한 연도의 마지막 업무일

The last working day of the year in which the staff member reaches the retirement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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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정년) Article 90 (Retirement Age)

정년은 스탭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The retirement age is the last day of the year in which the staff member turns 60 years old (Korean age). 

제91조(업무변동 시 책임) Article 91 (Responsibilities During Work Transitions)

전직, 퇴직, 해고 등으로 스탭의 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스탭은 다음에 따라 사무인수인계

를 한다.

In the event of changes in a staff member’s work due to job change, retirement, termination, etc., the 
staff member shall assist in the work transition as according to the following:

①  스탭은 단체 소유 또는 관련된 모든 작업 장비, 문서, 컴퓨터 파일, 암호 및 기타 업무 항목 등을 

올바른 순서와 상태로 리더십 팀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인수인계의 시점부터 리더십 팀의 서면 승

인 없이는 삭제, 파기 또는 보관 등을 하지 않는다. 부주의 또는 고의적 방해로 이러한 지침을 따

르지 않을 경우, 단체는 손실되거나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예, 손상된 장치의 데이터 복구)하거나 

추가 손상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 제8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즉각적인 해고) 

The staff member must hand over all work equipment, documents, computer files, passwords, and 
other work items owned or related to the Organization to a Leadership Team member, organized, 
labeled, and in proper working order. From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time, deletion, destruction, 
or storage shall not be performed without written approval from the Leadership Team. If these 
instructions are not followed, either due to negligence or intentional obstruction, the Organization 
may undertake any and all reasonable actions to recover lost or damaged data (e.g., data recovery on 
the damaged device), or to secure remaining data from further destruction (e.g., immediate 
termination as according to Article 88 Paragraph 2 Subparagraph 3).

②  스탭은 단체 또는 후임자에게 원활하고 정확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문서 및 사용자 암호와 로

그인, 각 업무 항목 또는 업무 상태 업데이트, 파일 내용 및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상관 및/

또는 단체 다른 스탭의 후속 질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정보를 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The staff member must provide the Organization with all information necessary for smooth, 
successful, thorough, and accurate transfer of work to the Organization or successor staff,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ocument and user passwords and logins, updates on the status of each work item 
or task, descriptions of file contents, explanations of processes specific to the staff member, and 
follow-up questions from the supervisor and/or other Organization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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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탭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방해로 인해 본 단체 자산이 손상, 손실된 경우, 스탭은 수리, 복구 또

는 교체 비용 등을 본 단체에게 변상해야 한다. 이것은 최종급여 및/또는 기타 가능한 구제책에서 

공제될 수 있다.  

In the event of damage or loss to the Organization’s assets due to the staff member’s negligence or 
intentional obstruction, the staff member shall reimburse the Organization for repair, recovery, and/
or replacement costs. This may happen through deduction from final pay and/or other available 
remedies.

제92조(지원자 및 이전 스탭에 대한 조회) Article 92 (Reference Checks)

①  경영진은 필요한 직무를 완수하고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 또한 경영진은 재직 중인 스탭과 과거에 재직했던 스탭에 대한 조회 확인 문의에 정확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The Executive Team is charged with verifying applicant qualifications to ensure position requirements 
are met and that success in the Organization is likely. The Executive Team is also charged with 
providing accurate and appropriate responses to reference check inquiries on staff and former staff.

②  재직 중이거나 전에 재직했던 스탭에 관한 모든 전화와 연락과 서면 조회는 경영진에게 전달되어

야 한다. 전직 스탭에 대해 중립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단체는 이러한 질의에 

응답하여 고용 일자, 임금, 직위, 혹은 법률에 준하는 적절한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체는 

해당 법률에 부합하는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단체는 스탭에 관한 모든 문의를 문서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업무상 이유로 문서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기 원하는 경우, 스탭은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 조회 요청서가 

접수되면, 단체의 재량에 따라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다. 단체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All telephone calls, contacts, and written inquiries concerning current or former staff should be 
referred to the Executive Team.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provide neutral references 
regarding former staff. Responses to such inquires may provide such information as dates of 
employment, wage rates, and the title of the position held or other information as appropriate an in 
compliance with the law. The Organization will give truthful information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s. Every attempt will be made to document all references given, but there may be times when, 
due to business reasons, documentation may not occur. If a staff or former staff would like more 
detailed information to be provided, a written release from the staff must be submitted. Upon receipt 
of a written reference request, a response may be provided in writing at the Organization’s 
discretion. The Organization reserves the right not to provide more detail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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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Article 93 (Establishment of Retirement Benefits System)

①  본 단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

만인 스탭을 제외하고 퇴직하는 스탭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pay severance payments on behalf of staff for their retirement, with the 
exception of staff who have a working period of less than one year or less than 15 hours of work per 
week on average for more than 4 weeks.

②  본 단체는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운영

한다.

The Organization operates a retirement pens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Workers’ 
Retirement Benefits Guarantee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payments.

제94조(중도인출) Article 94 (Early Withdrawal of Retirement Funds)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스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

할 수 있다.

As prescribed in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 staff member who has signed up for a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 may apply 
for an early withdrawal of the reserve to a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 prior to retirement in 
the following cases: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A participating staff member who does not already own a home buys a home in his/her name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

자가 본 단체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A participating staff member who does not already own a home pays a lease or lease deposit for 

제 10 장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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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primary housing. This is limited to one time while the participating staff is working 
for the Organization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

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

여 부담하는 경우

A participating staff member pays medical expenses for diseases or injuries to him/herself, a 
spouse, or spouse’s dependents who need care for more than six months, in excess of 125/1,000 of 
the total annual wage of the staff member

4.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Damage due to a disaster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스탭이 「채무자회생법」에 따

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A participating staff member is declared bankrupt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The staff 
member may make application for early withdrawal within 5 years from the date of the 
bankruptcy declaration

6.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스탭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A participating staff member receives a decision to commenc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The staff member may make application for 
early withdrawal within 5 year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7.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Other matters as prescribed by relevant laws

②  본 단체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스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의 제공에 응

하여야 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respond to the provision of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at the request of 
the staff applying for early withdrawal of retirement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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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일반적인 징계지침) Article 95 (General Disciplinary Guidelines)

①  스탭에 대한 모든 징계지침은 제2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독교 화해와 갈등 해결을 위한 본 단

체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다. 

All disciplinary guidelines regarding staff are rooted in the Organization’s commitment to Christian 
concil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as detailed in Article 26. 

②  본 단체는 스탭이 본 단체의 정책, 절차 및 업무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징계를 내

릴 수 있다. 적절한 징계 조치에는 점진적인 징계 조치가 수반되거나 즉각적인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 

The Organization may issue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 if it believes that a staff member has 
violated the Organization’s policies, procedures and business rules.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 
may involve gradual disciplinary action, or immediate terminationl may occur.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다양한 징계 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단

체는 관련된 모든 사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를 수립한다. 리더십은 사전에 정해진 순

서에 따라 이 모든 조처를 따를 의무가 없다. 이는 참고용일 뿐이다.

Various disciplinary procedures may follo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The 
Organization will establish disciplinary proceedings based on its assessment of all relevant 
circumstances. Leadership is not obligated to follow all these measures in a predetermined order. 
This is for reference only.

1. 구두 상담: 이는 특정 상황을 바꾸거나 바로잡을 것을 스탭에게 조언하는 것이다. 일단 구두 상

담이 이루어지면, 상관이나 부서 책임자는 추후 참조를 위해 논의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다.

Oral counseling: This is advising staff to change or correct a specific situation. Once oral 
consultations have taken place, the supervisor or department head can document the discussion 
for future reference.

2. 공개 사과: 스탭이 스스로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스탭은 그 행위에 직접 피해

를 입은 단체의 스탭 및/또는 구성원에게 사과하겠다고 상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상관은 리더

제 11 장    징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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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팀과 협의하여 제26조에 따른 재량으로 사과가 적절하거나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노

력이 추가적인 징계를 막을 수는 없지만 리더십은 징계 과정에서 스탭이 보여준 잘못에 대한 인

식, 주도적 노력, 책임감, 성장하려는 모습을 참고할 것이다. 스탭은 상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개 

사과를 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Public apology: When a staff member recognizes that he/she has engaged in detrimental conduct, 
the staff member may offer to the supervisor to make an apology to members of the Organization’s 
staff and/or constituents who were directly affected by the staff member’s conduct. The supervisor, 
in consultation with the Leadership Team, shall exercise discretion as according to Article 26 in 
determining whether such an apology is appropriate and/or necessary. While such efforts may not 
prevent further discipline of the staff, leadership will take into account the proactivity, awareness, 
commitment to growth, and ownership of the error displayed by the staff member during the 
discipline process. Public apology shall not be made by the staff member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supervisor, else further discipline may follow.

3. 서면경고: 이러한 징계 유형은 본 단체 CEO가 해당 스탭의 상관이나 부서 책임자와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상관이나 부서 책임자는 징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쟁점이 되

고 있는 사건을 기록할 수 있다. 해당 스탭의 상관이나 부서 책임자는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단

체 대표와 논의하여 적절한 경고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해당 스탭의 상관과 리더십 

팀이 해당 스탭을 만나, 어떤 행동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어떤 행위가 중단되어야 하는지 전달

할 수 있다. 스탭은 자신의 의견을 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보고서에 기

재된 스탭의 서명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그 스탭과 논의했음을 명시할 뿐, 스탭이 보고서 내용

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Written Warning: This type of disciplinary action may be determined by the CEO of the 
Organization after discussing with the supervisor of the staff member or the manager of the 
department. The supervisor or department manager may prepare a disciplinary report. This report 
can record the events at issue. The supervisor or department manager of the staff may discuss this 
report with Leadership Team members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warning type. Then, the 
supervisor of the staff and the Leadership Team member can meet the staff member to convey 
what behavioral changes should occur and what behavior should be stopped. The staff member 
can have the opportunity to record their opinions in the report. The signature of the staff member 
on the report indicates that the report has been discussed with the staff but does not imply that the 
staff member agrees with the content of the report.

4. 스탭 경위서: 스탭이 스스로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인지한 경우, 해당 스탭은 그 잘못을 인정하

고 향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알리는 경위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해당 경위서는 단체의 회신 여

부에 관계없이 해당 스탭의 인사 파일에 보관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추가적인 징계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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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지만 리더십은 징계 과정에서 스탭이 보여준 잘못에 대한 인식, 주도적 노력, 책임감, 성

장하려는 모습을 참고할 것이다.   

Staff acknowledgment letter: When a staff member recognizes that he/she has engaged in 
detrimental conduct, the staff member may write a letter acknowledging the error and indicating 
the correction to be made for the future. The letter may then be added to the staff member’s 
personnel file, with or without reply from the Organization. While such efforts may not prevent 
discipline, leadership will take into account the proactivity, awareness, commitment to growth, 
and ownership of the error displayed by the staff member during the discipline process.  

5. 무급 또는 유급 정직: 이러한 징계 유형은 본 단체 CEO가 대상 스탭의 상관이나 부서 책임자와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스탭의 상관과 본 단체 CEO가 정직의 유형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본 단체 CEO가 정직을 승인하면 징계 보고가 완결된다. 해당 스탭의 직속상관이나 부서 

책임자는 본 단체의 CEO의 입회하에 징계 보고서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스탭은 자신의 의

견을 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보고서에 기재된 스탭의 서명은 해당 보고

서에 대해 그 스탭과 논의했음을 명시할 뿐, 스탭이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Unpaid Suspension or Paid Suspension: This type of disciplinary action can be decided by the 
CEO of the Organiz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supervisor of the staff member or the department 
head. The type and duration of suspension may be determined by the supervisor of the staff 
concerned and the CEO of the Organization. Disciplinary reporting is complete when the 
Organization’s CEO approves the suspension. The staff member’s direct supervisor or department 
head may discuss the disciplinary report in the presence of the Organization’s CEO. The staff 
member may have the opportunity to record their opinions in the report. The staff member’s 
signature on the report indicates that the report has been discussed with the staff member and does 
not imply that the staff member agrees with the contents of the report.

6. 해고: 본 단체는 위에 언급된 징계 지침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재량으로 스탭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Termination: The Organization reserves the right, in its sole discretion, to terminate its 
employment agreement with the staff member, regardless of the disciplinary guideline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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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교육시간) Article 96 (Training Hours)

본 규칙에서 규정한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

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스탭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In principle, the education stipulated in this Rule is conducted during working hours, and the time for 
receiving training is deemed as work time. However, by agreement with the staff member, job training 
may be provided outside of working hours, and the treatment of hours in that case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in consideration of the location, schedule, and type of the training.

제97조(직무교육) Article 97 (Job Training)

본 단체는 스탭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해당 스탭은 교

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The Organization may provide job training if necessary to improve a staff member’s job skills, and 
the staff member shall faithfully participate in the training.

제98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Article 98 (Disability Awareness Improvement Education)

본 단체는 1년에 1회 이상 스탭을 대상으로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단체 내 장애인

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 등을 내용으로 단체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

At least once a year, the Organization will educate staff on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including 
understanding the definition and type of disability,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nondiscrimination and providing just accommod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aws and 
systems related to promoting the us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ccupational rehabilitation, and 
biblical perspectives on disability.

제 12 장    교육 및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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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개인정보보호교육) Article 99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Education)

①  본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인 스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The Organization regularly provides training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staff who handle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②  개인정보취급자인 스탭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Staff who are personal information recipients must be tra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제100조(성과평가) Article 100 (Performance Evaluation)

①  매년 전 스탭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평가는 각 스탭의 전년도 

성과를 기록한 문서로 진행되며 매년 고용된 달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연례 평가날짜는 승진이나 새 

직책으로 전직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휴직 후 복직시에는 아래 제6항과 같이 변경될 수 있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conduct a performance evaluation for all staff every year. The 
evaluation process documents each staff member’s performance in the previous year. Staff 
evaluation is conducted every year in the anniversary month of the date of hire. The annual 
evaluation date may be changed in the event of promotion or transfer to a new position, or as 
indicated in Paragraph 6 below, in the event of reinstatement after a leave of absence.

②  CEO의 비서는 모든 성과평가 문서를 정리하고 모든 스탭을 대상으로 연례평가 일정을 잡는다. 성

과 평가서는 리더십 팀과 기타 다른 상관 혹은 리더십 팀에 의해 지명된 관리자의 조언을 받아 직

속상관이 준비한다. 해당 스탭과의 평가 회의는 직속상관 및/또는 상급 관리자가 진행한다. 완료

된 평가 양식은 CEO의 비서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CEO의 비서는 서명된 평가서 사본이 해당 스

탭의 개인 파일에 보관되도록 해야 한다. 

The Executive Assistant to the CEO coordinates all performance evaluation documents and ensures 
that annual evaluation meetings occur for all staff. Performance assessments are prepared by a direct 
supervisor, with input from the Leadership Team and any other related supervisors or managers as 
determined by the Leadership Team. The evaluation meeting with the staff is conducted by the direct 
supervisor and/or the next level of management. The completed evaluation form must be returned to 
the Executive Assistant to the CEO. The Executive Assistant to the CEO shall ensure that a signed 
copy of the review is placed in the staff member’s personnel file. 

③  성과 평가 결과, 수용이 불가능한 성과등급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수용 불가된 등급의 성격과 중요

성에 달려있다. 이러한 대응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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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 appropriate response to any ratings of unacceptable 
performance depends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the unacceptable rating. These responses 
may include:

1. 지정된 시간 내에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

Development of detailed action plans to correct defects within a specified time

2. 스탭의 성과를 면밀히 감독하고 평가하는 특별 감독기간

A special monitoring period to closely monitor and evaluate staff’s performance

3. 해당되는 경우 재배치 또는 전직

Reclassification or transfer, if applicable

4. 해고

Termination

④  관리자들은 수용이 불가능한 성과에 대처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에 대해 CEO와 협의해야 한다.

Managers shall consult with the CEO on the methods chosen to address unacceptable performance.

1. 평가 전, 해당 스탭을 감독하는 관리자들이 모여 성과 증대와 보상 조정 변경 사항을 결정한다.

Before the evaluation meeting, the managers supervising the staff gather to decide on paths to 
performance improvement and compensation adjustments

2. 직속 상관 및/또는 상급 관리자는 평가일 또는 평가일 이전에 스탭과 함께 평가를 실시한다. 

The immediate supervisor and/or the next level of management will conduct the evaluation with 
the staff on or before the evaluation date

⑤  관리자가 승인을 받으면, 해당 스탭을 만나 급여, 직책, 직무에 대한 모든 변화를 처리한다. 평가

가 끝나면 관리자는 CEO에게 해당 스탭을 만나 연례성과 평가를 했다고 서면 보고한 후, CEO가 

변동된 급여를 추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보낸다. 

Once the manager receives approval, he or she will meet with the staff member to handle any 
changes to salary, level, or job duties. The manager shall confirm to the CEO in writing the salary 
changes that have been communicated to the staff member so that the CEO can authorize the 
appropriate adjustment to payroll.

⑥  스탭은 휴직 시 평가받지 않는다. 평가일 이전에 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시행일은 휴직 후 복직하

는 날짜로 한다. 향후 평가 날짜는 계속 원래 평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Staff members will not be evaluated when on leave of absence. If the leave of absence starts before 
the evaluation date, the evaluation date is the date of reinstatement after the leave of absence. Future 
evaluation dates will continue to be based on the original evalu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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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행위의 금지) Article 101 (Prohibition)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CEO, 경영진, 상관, 스탭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하여 다른 스탭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

키는 행위를 말한다. 

Workplace bullying refers to an act of the CEO, executives, supervisors, or staff taking advantage of 
their position or relationship at work to inflict physical or mental pain on other staff members or to 
worsen the work environment beyond the proper scope for work.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engage in bullying in the workplace.

제102조(행위의 예) Article 102 (Examples)

본 단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Bullying in the workplace prohibited by the Organization is as follows:

①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Acts of assault or intimidation against the body

②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Persistent and repetitive profanity or rants

③  다른 스탭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

를 훼손하는 행위

Acts that defame reputation, such as insulting others or spreading rumors about personal affairs in 
front of other staff or online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Repeatedly directing private duties such as running private errands for no reasonable purpose

제 13 장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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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Acts of not acknowledging or of mocking work ability or performance without a reasonable cause

⑥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

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Acts that exclude or disregard important work-related information or decision-making factors 
without collective or justifiable cause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만 시키는 행위

Acts of assigning work irrelevant to the duties specified in the labor contract on an ongoing basis 
without justifiable cause, or only assigning chores irrelevant to the duties specified in the labor 
contract

⑧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소수의 업무를 할당하는 행위

Acts of assigning few to no work tasks on an ongoing basis without justifiable cause

⑨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스탭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Other acts that cause physical and mental distress to the staff beyond the appropriate scope of work 
or that worsen the working environment

제103조(예방 교육) Article 103 (Prevention Education)

①  본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

회 이상 실시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conduct training to prevent workplace bully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workplace 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at least once a year.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Workplace 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time shall be at least 1 hour.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The contents of workplace 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are as follows: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Definition of workplace 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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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Prohibited workplace bullying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Workplace bullying counseling procedures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Workplace bullying case process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Measures to protect victims of workplace bullying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Action against workplace bullying actors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Other content to prevent workplace bullying

8.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성경적 관점

Biblical perspectives on workplace bullying

④  본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스탭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always post key content of workplace 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or 
ensure that staff can view it.

제104조(예방·대응) Article 104 (Prevention and Response)

본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방과 대응은 단체의 모든 계층에서 섬김의 리더십

이라는 기독교 문화가 함양 및 유지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누가복음 22장 25-26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본 단체는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리더들이 스탭을 섬기는 일상적인 기회를 통해 ‘권력거리’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매일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스탭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며, 매

일 기도회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단체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진

정한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함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상처받았을 때,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기독교적 화해와 갈등 해결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고 모든 관련 법률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 본 단체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장 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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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힘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대응을 장려한다. 

It is the conviction of the Organization that the strongest prevention and response to workplace 
bullying is the cultivation and maintenance of a Christian culture of servant leadership at all levels of 
the Organization. In Luke 22:25-26 the Lord Jesus declares, “The king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ose in authority over them call themselves benefactors. But you shall not be like them. 
Instead, the greatest among you should be like the youngest, and the one who leads like the one who 
serves.” Therefore, the Organization makes every effort to counteract “power distance” through daily 
opportunities for leaders to serve staff, formally and informally: by cooking for them and serving them 
at the daily shared lunch table, by praying, singing, and memorizing scriptures together in the daily 
prayer time, and by insisting upon genuine, authentic relationships between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s community, so that community members can learn to be open and honest with other 
community members when they get hurt, regardless of what the differences in their titles or positions 
are. In keeping with its commitment to Christian concil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and in order to 
ensure full compliance with all relevant laws, the Organization promotes both informal and formal 
responses to workplace bullying, as identified below.

①  비공식적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스탭은 가능한 제26조 

제5항에 명시된 기독교적 화해와 갈등 해결 3단계 과정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당사자 양측의 입장

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괴롭힘의 원인에 대해 나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이러

한 방법이 항상 쉽거나 즉각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스탭이 보여준 직장 내 괴롭

힘을 해결하려는 이러한 모든 노력에 대해서 본 단체와 법의 완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직장 

내 공동체, 리더들을 포함한 구성원은 때때로 의도치 않게 공격하거나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직접 다가가는 것은 진실하

고 진정한 관계를 조성하므로 바로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 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빠르고 영

구적으로,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처럼 ‘네가 네 형제를 얻게’ 되

고(마 18:15) 해당 스탭은 리더가 더 나은 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Informal Response: Whenever possible, a staff member who believes that he/she has experienced or 
is experiencing workplace bullying is encouraged to follow the three-step Christian concil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process detailed in Article 26, Paragraph 5, beginning with the first step of going 
privately and directly to the person responsible, regardless of the two parties’ positions, and sharing 
the cause for offense. It is accepted that this will not always be easy or meet with immediate success, 
but the staff member can expect the full protection of the Organization and the law for all efforts to 
resolve workplace bullying in this manner. In a workplace community, members, including leaders, 
can sometimes give offense unintentionally or be unaware of the full impact of their words or 
actions; a private and direct approach to remedying the conflict fosters authentic and genuine 
relationship and can thus resolve workplace bullying more quickly, permanently, and satisfacto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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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moving immediately to a formal response. In that situation, according to the Lord’s words, “you 
have won your brother”(Matthew 18:15), and the staff member may help the leader to grow to be a 
better servant. 

②  공식 대응: 위에 설명된 비공식적 대응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비공식적 

대응이 완전한 해결을 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스탭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단체의 예방 대응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본 단체 내 인사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

방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스탭(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Formal response: When a staff member does not experience full resolution of workplace bullying as 
a result of the informal response detailed above, or when a staff member believes the informal 
response may be inadequate for full resolution, the staff member shall contact the Organization’s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r in order to initiate a formal case. At least one staff memb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r”) who is responsible for th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workplace bullying shall be assigned to the Human Resources 
Committee within the Organization. 

제105조(사건의 접수) Article 105 (Initiation of Cases)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을 목격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Anyone who observes possible bullying in the workplace can report it to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r.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r shall initiate a case when there is a report pursuant to 
Paragraph 1 or when the Officer suspects workplace bullying has occurred.

제106조(사건의 조사) Article 106 (Investigation of Cases)

①  본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

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investigate without delay if it receives a report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or suspects bullying in the workplace.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r shall be in charge of investig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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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담당자는 신고인, 피신고인, 그 밖에 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면담해야 

한다.

The Officer shall interview the reporter, the reportee, and any others who may contribute information 
helpful to the investigation of the complaint.

④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정보를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리더십 팀에 보고하거나 관

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person who participat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such as an investigator, shall not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learned during the investigation to others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reporter. However, this excludes cases where necessary information is provided at the request of the 
relevant institution or the content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are reported to the Leadership Team.

⑤  담당자는 조사가 종료되면 인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The Officer shall report to the HR Committee upon the conclusion of the investigation.

제107조(신고인과 제보자의 보호) Article 107 (Protection of Reporters and Third parties)

①  본 단체는 정식 조사 기간 동안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거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Organization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take into account the reporter’s requests, such 
as temporarily adjusting work responsibilities or providing brief paid leave during the formal 
investigation period. In this case, measures should not be taken against the reporter’s intentions.

②  본 단체는 단지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Organization shall not fire or otherwise treat reporters or third parties at a disadvantage merely 
for making or contributing a report.

제108조(사건의 해결) Article 108 (Resolution of Cases)

①  인사위원회에서 주장이 입증된다고 판단한 경우, 주장의 심각성에 따라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구제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If the HR Committee determines that a claim is substantiated, remedies shall be made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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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severity of the claim. Remedies may include the following:

1. 피신고인에게 해당 행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모니터링한다. 

Directing the reportee to cease the behavior, gaining a commitment that the behavior will not be 
repeated, and monitoring this over time

2. 피신고인에게 리더십, 의사소통, 대인관계 기술, 갈등관리와 같은 훈련 또는 코칭을 제공한다. 

Providing training or coaching to the reportee, e.g., leadership, communication, inter-personal 
skills, conflict management

3. 해당 행동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단체의 문제를 해결한다. 

Addressing organizational issues that may have contributed to the behavior occurring

4. 사과 요청

Requesting an apology

5. 당사자들의 관계회복을 위한 기독교적 화해

Christian conciliation for the involved parties toward restoration of relationship

6. 구두 또는 서면 경고 

Providing a verbal or written warning

7. 스탭을 다른 근무지역으로 배정하거나 다른 관리자의 감독하에 두는 행위

Transferring a staff member to another work area, or placing an area under the supervision of a 
different manager

8. 유급휴가 또는 상담 제공

Providing paid leave or counseling 

9.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

Further disciplinary action including possible termination

②  인사위원회에서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입증되지 않는 사유에 준하여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제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If the HR Committee determines that a claim is not substantiated, remedies shall be made consistent 
with the reason for non-substantiation. Remedies may include the following:

1. 관련 당사자 중 하나 또는 모두에게 의사소통, 대인관계 기술, 갈등관리 등을 훈련 또는 코칭 

Providing training or coaching to one or both of the involved parties, e.g., communication, inter-
personal skills,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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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단체 문제 해결

Addressing organizational issues that may have contributed to the grievance

3. 당사자들의 관계회복을 위한 기독교적 화해

Christian conciliation for the involved parties toward restoration of relationship

4. 주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악의적 또는 고의로 조작되었다고 인사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제95조

에 명시된 대로 징계 조치를 취한다. 

In the event that the HR committee determines that a claim was undertaken maliciously or 
intentionally falsified in part or in whole,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undertaken as described in 
Article 95

제109조(구성원에 의한 폭언·폭행) Article 109 (Abuse of Staff by Constituents)

본 단체는 단체의 구성원, 손님, 일반대중에 의한 스탭에 대한 폭언 또는 폭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다. 

The Organization maintains a “zero tolerance” policy regarding acts of verbal or physical abuse 
against the staff by the Organization’s constituents, guests, or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as 
according to the following: 

①  본 단체는 스탭이 단체의 구성원이나 손님, 일반대중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폭언 또는 폭행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한다. 

Any time the Organization receives a report of acts of verbal or physical abuse against a staff 
member by a constituent or guest of the Organization or by the general public, the Organization shall 
make an immediate preliminary assessment to determine if there is any possibility that the abuse or 
assault may constitute a criminal act. 

1.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단체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관계없

이 경찰에 해당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한다. 

If the Organization determines that there is any possibility that a criminal act may have taken 
place, the Organization shall report the incident to the police, irrespective of the requests of the 
parties involved. The Organization shall then:

가. 수사 당국에 적극 협조한다.

 Cooperate fully with authorities in the investigation 

나.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스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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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all reasonable steps to support the staff person in the investigation 

다.   해당 스탭이 폭언 또는 폭행으로부터 회복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다. 예를 들어, 제120조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을 처리하고, 상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취하며, 경찰조사 협조를 유급 시간으로 간주하며, 해당 스탭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업무

나 책임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재할당 하는 것을 고려한다.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assist the staff person in recovery from the acts of verbal or 
physical abuse e.g., address any work-related injuries as according to Article 120, take 
necessary measures for counseling support, deem cooperation with police investigation as 
paid work time, consider temporary or permanent re-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or position 
to promote the full recovery of the staff person 

라.  단체 및 단체의 스탭과 피신고인의 향후 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다. 예를 들어, 단체의 구내에 피신고인의 출입금지, 전체 스탭에게 피신고인에 대해 경고, 

피신고인의 전화 및 메시지 수신 차단 등.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ban the reportee from future contact with the Organization and its 
staff, e.g., banning the reportee from the Organization’s premises, warning the full staff about 
the assailant, blocking the reportee’s phone calls and messages from receipt by the 
Organization, etc.

2.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한다.

If the Organization determines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a criminal act may have taken place, 
the Organization shall: 

가.  이 규정의 제1항 제1호 다에 따라 폭언 또는 폭행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assist the staff person in recovery from the acts of verbal or 

physical abuse as according to Paragraph ①. 1. 다 of this Article

나.  단체의 기독교적 화해 및 갈등 해결은 제26조 제5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개시된다. 기독교적 

화해 과정의 일환으로 상관이 주도적으로 접촉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자는 단체의 기독교

적 화해 과정을 통해 대안책이 결정될 때까지 이 규정의 제1항 제1호 라에 따라 단체 및 단체

의 스탭과의 모든 접촉이 금지된다. 상관의 재량에 따라, 폭언이나 폭행 상황 및/또는 피신

고인과 단체와의 관계 여부에 따라, 기독교적 화해 과정은 이 규정의 제1항 제1호 라 및/또

는 제2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피신고인의 단체 참여에 대한 영구 금지로 직접 진행될 

수 있다.   

Initiate Organization-assisted Christian concil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as per Articl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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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5 beginning with Subparagraph 2. Except as pertains to supervisor-initiated contact 
as part of the Christian conciliation process, the assailant shall be banned from all contact with 

the Organization and its staff as per Paragraph ①. 1. 라 of this Article, unless and until 
alternate resolution is made through the Organization’s Christian conciliation process. At the 
discretion of the supervisor,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acts of verbal or physical 
abuse and/or the reportee’s prior relationship or lack of relationship to the Organization, the 
Christian conciliation process may proceed directly to a permanent ban on the reportee’s 

future participation in the Organization as according to Paragraph ①. 1. 라 of this Article and/
or Article 26 Paragraph 5 Subparagraph 3 on Formal Separation

②  폭언 및 폭행과 관련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본 단체는 단체의 구성원, 손님, 일반대중과 직접적

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스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코칭 및 현장 지도를 

제공한다. 교육에는 상대방에게 폭언을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지침, 스탭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어 조치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련된 일반교육 등이 포함된다.  

In order to prevent situations related to verbal or physical abuse, the Organization provides regular 
training, coaching, and on-site guidance for all staff whose positions involve direct interaction with 
the Organization’s constituents, guests, or the general public. Training includes instruction on 
requiring parties not to use abusive language, what defensive actions staff members can take to 
protect themselves, and general education related to health disorder prevention.

③  본 단체는 이전에 특정 구성원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의 대상이 된 스탭이 그 구성원과 상호작용

이 필요한 업무책임에 대해 이전을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The Organization shall not dismiss or take any other adverse treatment for the reason that a staff 
member has made a request to be removed from formal work responsibility for interaction with a 
particular constituent as a result of having previously been the target of verbal or physical abuse by 
the constit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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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정의와 예시) Article 110 (Definition and Examples)

본 단체는 성희롱이나 기독교인답지 않은 성적표현이 담긴 행동이 없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근로기준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 본 단체는 아래와 같이 성희롱 관련 정책 및 처리 절차를 채택했다.   

The Organization is committed to a consistent effort to maintaining a Christ-centered community free 
of sexual harassment and un-Christian sexual conduct. To achieve this goal and to comply fully with 
Korean workplace law, the Organization has adopted these sexual harassment policy and procedures: 

①  성희롱의 정의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성희롱이란 직장 내 고용주, 상관, 근로자,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지위나 업무관계를 이용해 성

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

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성적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

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

고도 보통의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Sexual harassment is the act of causing an employer, superior, staff member, or community member 
in the workplace to feel sexual humiliation or disgust as a result of the actions of another party who, 
for example, uses his/her status or work relationship to make sexual advances or demands. It 
includes promising or giving a disadvantage or benefit in relation to how the other party responds to 
sexual behavior. Sexual behavior is a physical, verbal, or visual act involving physical relationships 
between a man and woman, or reference to a physical characteristic of a man or a woman which, 
objectively in view of healthy relationships, common sense, and the general practices of the 
workplace community, could cause an average person in that community to feel sexually humiliated 
or disgusted.

②  아래와 같은 행동 유형이 성희롱에 포함되지만, 이런 유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 14 장    직장 내 성희롱

C h a p t e r  1 4     S e x u a l  H a r a s s m e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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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harassment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types of behavior:

1. 언어적 성희롱의 예 

Examples of possible verbal sexual harassment:

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Pressure for sexual favors

나. 관심도 없는 상대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

Repeatedly asking out a person who is not interested

다.  누군가를 ‘애기’, ‘자기’, ‘여보’, ‘섹시한 남자’, ‘섹시한 여자’,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부르

거나 다른 친밀한 애칭으로 부르는 것 

Calling someone a babe, girl, honey, hunk, stud, girlfriend/boyfriend, or other intimate term of 
endearment

라.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

Telling sexual jokes

마. 타인의 신체나 외모에 관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반복적인 언급을 하는 것

Making a sexualized comment or repeated comments about a person’s body or physical 
appearance

바. 타인의 성적인 사생활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Telling lies or spreading rumors about a person’s sex life

사. 타인에게 성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고, 무슨 상상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질문하는 것

Asking someone about her/his sexual fantasies, history, or preferences

2. 성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면 성희롱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

Examples of possible non-verbal sexual harassment which may be investigated:

가. 함께 주어진 업무가 없는 데도 누군가의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따라다니는 것

Hanging around or following a person with whom one does not have assigned work duties

나. 똑같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계속 선물하는 것

Repeatedly giving personal gifts to the same individual

다. 컴퓨터 화면에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해 놓는 것

Displaying sexually suggestive visuals on a computer screen

라. 성적인 뜻을 넌지시 비추는 메일이나 팩스나 문자나 편지를 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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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ing e-mail, faxes, texts, or letters containing sexual innuendo

마. 윙크하기, 손으로 키스를 보내기, 입술 핥기 같은 성적인 동작을 하는 것

Making sexualized facial expressions such as winking, throwing kisses, or licking lips

바. 성적인 손동작이나 몸동작을 하는 것

Making sexualized hand gestures or body movements

사. 누군가를 성적인 또는 은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추파를 던지는 것)

Staring at someone in a sexualized or intimate manner (ogling)

아. 주변을 서성거리며 관심을 끌거나 은밀하게 포옹하거나 쓰다듬거나 스킨십하는 것

Engaging in lingering or intimate hugs, stroking, or touching

자. 격하게 장난하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신체적으로 억압하거나 밀거나 당기기는 것

Horseplay involving physical restraint, pushing, or pulling

③  합의된 관계

Consensual Relationships

남편과 아내가 본 단체의 스탭으로 함께 사역하거나 한 사람만 스탭으로 사역하고 다른 사람이 단

체를 방문하거나 자원봉사 하기 위해 오는 경우, 혹은 약혼한 스탭의 정혼자가 단체를 방문하거나 

자원봉사 하기 위해 오는 경우, 정숙하고 절제된 친밀감과 애정 표현은 상황에 따라 용인된다. 하

지만 그러한 관계에서도 본 단체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 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직무 관계이지 개

인 관계가 아니므로 개인적 애칭보다 직무와 관련된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직무에 알

맞은 예의범절을 준수해야 한다.

In situations where a husband and wife are both on staff with the Organization, or where one spouse 
is on staff and the other comes to visit or volunteer, or when an engaged staff person brings a 
fiance(e) to visit or volunteer, chaste and modest expressions of intimacy and endearment are 
occasionally acceptable where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however, even in such relationships the 
primary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in the Organization community remains professional and 
not personal, such that professional titles rather than personal terms of endearment should be used 
publicly, and professional decorum should be observed.

미혼이거나 약혼 관계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의 경우, 양측이 동의했다고 해서 성희롱 조사 면책특

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된 관계에서도 어느 한 쪽이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당하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존경과 신뢰를 훼손하거나, 더 취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도치 않게 압박하거나 제3자를 성적으로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Among community members who are not married or in an engaged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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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consent will not automatically provide immunity from investigation of sexual harassment. 
Even in consensual relationships, sexualized behavior may unfairly exploit power differences, 
violate the respect and trust between community members, subtly and inadvertently pressure those 
in the more vulnerable position, and create a sexually uncomfortable climate for others outside the 
consenting relationship. 

제111조(예방교육) Article 111 (Prevention Education)

①  본 단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The Organization conducts workplace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at least once a year.

②  본 단체의 리더십 팀, 상관 및 스탭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The Organization’s Leadership Team, supervisors, and staff must receive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The contents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in the workplac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tems: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Laws on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Procedures and measures in the event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스탭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Grievances and redress procedures for workplace sexual harassment staff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Other information needed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5. 성희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Biblical teaching on sexual harassment

④  본 단체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스탭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always post or have the contents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in a place where staff can freely acces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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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예방지침) Article 112 (Prevention Guidelines)

①  본 단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을 스탭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비치

하여야 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keep these guidelines for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n a 
place where staff can read them freely.

②  제1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 guidelines for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n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고충 신고 및 처리 지침

Instructions on the reporting and handling of grievance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Workplace sexual harassment investigation procedures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Victim protection procedures in the event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Disciplinary procedures and levels of discipline for perpetrator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정보

Other information about preventing and banning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6. 성희롱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

Biblical teaching regarding sexual harassment

제113조(고충에 대한 신고 및 조사) Article 113 (Reporting and Investigation of Grievances)

①  고충 신고 

Reporting a grievance

본 단체 공동체의 스탭이나 그 밖의 구성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될 

때, 그 사실을 고충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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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ff member or other member of the Organization community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reporter”) should report a claim of sexual harassment to the designated grievance officer. 

②  제3자의 성희롱 및 신고

Third-Party Harassment and Reporting

본 단체는 성희롱이 없는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 한 명이 다른 구성원에게 동의

를 얻고 성적인 행위를 하든지,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하든지, 제3자가 그런 행위에 (비록 그런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거나 성적인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거나 불쾌감

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본 단체는 본 규정에 명시된 행동을 목격하는 경우, 성희롱으로 판명될 수

도 있는 그 사건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응할 권리를 보유한다. 

Since the Organization’s concern is for a community free from sexual harassmen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individuals may feel uncomfortable or sexually degraded or harassed by consensual 
or non-consensual sexualized behavior between other community members, even if the behavior is 
not directed toward them. Therefore, even where no one has complained or indicated they have been 
offended, the Organization reserves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respond to potential sexual 
harassment when behaviors such as those identified in this document are observed. 

③  고충조사와 처리

Investigating and handling a grievance 

본 단체는 성희롱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환경이 아닌 한, 법률에 따라 모든 성희롱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의 경우, 본 단체는 고충 처리를 다른 곳에 위임한다는 사실을 고충을 제기

한 신고인에게 통지할 것이다.

The Organization is required by law to investigate and handle all sexual harassment grievances 
direct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Organization judges that the direct 
handling of the grievance might not fully protect the rights of all parties. In such circumstances the 
Organization will notify the reporter of the delegation of the grievance.

성희롱과 관련된 어떠한 고충사항이라도 제기된다면, 본 단체는

In the case of all grievances, the Organization will:

1. 각 고충사항을 즉시 조사하고, 신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한다.

Promptly investigate each grievance, ensuring that the investigation does not subject the reporter 
to shame

2. 당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립적인 제3자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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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

Consider using a neutral party for the investigation if such is viewed a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of all parties

3. 조사 기간 동안, 고충사건에 관련된 스탭에 대해 필요시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등의 적절

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본 단체는 고충사건에 관련된 스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if necessary and as appropriate, take measures such as change of 
working place, paid leave order, etc. for the affected staff members. Wherever practicable, the 
Organization will make such arrangements in consultation with the affected staff members

4. 모든 인터뷰를 기록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Document all interviews and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confidentiality

5. 피신고인의 의도가 아니라 고충을 제기한 신고인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에 근거하여 고충의 타

당성을 고려한다.

Consider the validity of a grievance based on how the reporter felt, not on the intent of the 
reportee

6. 분별력을 갖춘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반응했을지에 근거하여 고충사

건을 평가한다.

Evaluate the grievance based on how any other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judged and reacted 
under such circumstances

7.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스탭의 의견을 듣는다.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staff members who suffere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before taking disciplinary action

④  단체의 목적

Organizational Intent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성희롱 고충사건을 처리한다. 

It is the intention of the Organization in addressing grievances to:

1. 언제나 당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한다.

Protect the rights of all parties at all times

2. 성희롱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Facilitate remediation in cases where there is merit. 

3. 성희롱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 제26조에 따라 당사자 양측의 화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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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ate reconciliation as according to Article 26 in cases where there is no merit

⑤  징계 조치

Disciplinary Action

인사위원회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면, 성희롱의 정도와 기간에 근거하여 피신고

인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징계 범위는 가벼운 구두 경고에서 경고 또는 징계문서, 필

수상담, 유급이나 무급 정직, 근무지 변경,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 단체는 경고 같은 징

계 조치를 활용하여 성희롱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When the HR Committee confirms that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s will be taken against the reportee, based on the severity and duration of the harassment. 
Disciplinary actions may range from light verbal warnings to letters of warning or reprimand, 
mandatory counseling, suspension with or without pay, changing the work location, or termination. 
The Organization, will, through the use of disciplinary actions such as warnings, seek to ensure that 
harassments do not recur. 

⑥  피신고인이 다수의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 가벼운 구두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성적으로 부

적절한 행위나 성희롱을 멈추지 않을 하는 경우,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로 처벌한다.

If a reportee receives multiple light verbal warnings for multiple light infractions but fails to stop 
sexually harassing or sexually inappropriate behaviors, heavier disciplinary punishment will be 
imposed,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⑦  보복 행위

Retaliatory Actions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을 상대로 보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려는 시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는 스탭이나 공동체 구성원도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Attempts to take retaliatory action against, or to influence or intimidate, an individual making a 
sexual harassment claim will be considered a serious offense and may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and criminal punishment. Any staff member or community member who knowingly or 
maliciously makes a false allegation of sexual harassment may be subject to discipline and criminal 
punishment. 

⑧  악의적이거나 거짓된 고충

Malicious or spurious grievance

조사 결과, 성희롱 고충이 악의적이거나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본 단체는 신고인을 대상으로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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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n investigation determines that a sexual harassment grievance was made maliciously or 
spuriously, disciplinary action will be taken against the reporter,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⑨  기록보관

Recordkeeping

본 단체는 성희롱 고충사항 조사와 관련된 기록을 공식적으로 보안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이 기록

에는 고충사항에 관한 진술, 관련된 회의 및 대화, 결과 평가, 조치 등이 포함된다. 

The Organization will create an official, confidential record of the investigation of the grievance.  
Such a record will consist of the statement of grievance, a list of related meetings and conversations, 
an assessment of the findings, and the action(s) taken. 

제114조(구성원에 의한 성희롱) Article 114 (Sexual Harassment by Constituents)

①  본 단체는 단체의 구성원, 손님, 일반대중에 의한 스탭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다. 조사 및 판단을 목적으로 스탭에 대한 구성원의 성희롱 신고는 제109조에 따라 스탭을 

대상으로한 구성원의 폭언 또는 폭행으로 처리된다. 

The Organization maintains a “zero tolerance” policy regarding acts of sexual harassment against 
the staff by the Organization’s constituents, guests, or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For purposes 
of investigation and determination, reports of sexual harassment by constituents against staff are 
treated as possible verbal or physical abuse of staff by constituents as according to Article 109. 

②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과 관련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본 단체는 단체의 구성원, 손님, 일반대

중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스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코칭 및 

현장 지도를 제공한다. 교육에는 상대방에게 성희롱적인 언행을 금하도록 요구하는 지침, 스탭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어 조치 및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방지 및 대처 관련 

일반 교육 등이 포함된다.

In order to prevent situation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from constituents, the Organization 
provides regular training, coaching, and on-site guidance for all staff whose positions involve direct 
interaction with the Organization’s constituents, guests, or the general public. Training includes 
instruction on requiring parties not to use sexually harassing language or behaviors, what defensive 
actions staff members can take to protect themselves, and general education related to avoiding and 
addressing sexual harassment from constituents.

③  본 단체는 이전에 특정 구성원에게 성희롱을 당한 스탭이 해당 구성원과 상호작용이 필요한 공적

인 업무 책임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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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ganization shall not dismiss or take any other adverse treatment for the reason that a staff 
member has made a request to be removed from formal work responsibility for interaction with a 
particular constituent as a result of having previously been the target of sexual harassment by the 
constit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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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안전보건 교육) Article 115 (Health and Safety Training)

본 단체는 스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

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 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

을 실시한다. 스탭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by staff, the Organization conducts general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such as regular education o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t the time of recruitment, education when changing work content, and special safety 
education when undertaking potentially hazardous work. Staff shall faithfully participate in this training.

제116조(보호구의 지급) Article 116 (Protective Gear)

본 단체는 스탭이 유해·위험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스탭은 관련 작업 시 본 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provide protective equipment for staff to use in the event they are assigned 
potentially harmful or dangerous work. Staff shall wear the protective equipment provided by the 
Organization when engaged in work so indicated.

제117조(건강진단) Article 117 (Medical Check-up)

①  본 단체는 스탭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명시된 사무환경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2년마다 실시한다. 

In order to protect and maintain the health of the staff, the Organization conducts a general health 
examination every two years, as stipulated for office work environments, in Article 43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②  본 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제 15 장    안전보건

C h a p t e r  1 5     S a f e t y  a n d  H e a l 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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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rticle 98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the Organization conducts special, pre-placement, ad hoc, 
and temporary health examinations, as necessary.

③  스탭은 본 단체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The staff must faithfully receive the health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Organization.

제118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Article 118 (Compliance)

①  본 단체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스탭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For matters not stipulated in these Rules, the Organization observes the standards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prevents health 
disorders caused by physical fatigue and mental stress of staff, and maintains and promotes safety 
and health.

②  스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관으

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The staff must accurately carry out the matters stipulated b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other matters instructed by the Organization’s supervisors and Leadership Team regarding safety and 
health related to work.

제119조(코로나 등 감염병 정책) Article 119 (Infectious Disease Policy (Corona, et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행되는 한국 정부 및 방역 당국 지침을 따르는 것

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이는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기간에도 본 단체의 스탭과 구

성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follow guidelin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quarantine 
authoritie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etc. The purpose of this policy is to preserve the health of the Organization’s staff and 
constituents while maintaining full Organizational operations during periods of infectious disease with 
high rates of transmission. 

①  감염병의 정의

Definition of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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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 정부 및 방역 당국이 지정하는 감

염병을 말한다. 

‘Infectious diseases’ refers to infectious diseases design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quarantine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etc.

②  적용 기간

Application period

본 정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 방역 당국의 지침에 근거하여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principle, this policy will be started or terminated based 
on the guidelines of the Korean quarantine authorities.

③  방역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with quarantine authorities 

어떤 스탭도 본 단체의 사전승인 없이 본 단체를 대표하여 방역당국에 연락하여 단체에 대한 정보

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No staff person may communicate with quarantine authorities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either 
in asking for information or i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Organization,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 Organization. 

시설관리자 또는 본 단체가 임명한 다른 스탭은 방역당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방역정보담당자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The Facilities Manager, or another staff member appointed by the Organization, shall serve as the 
quarantine information officer for purposes of communicating with quarantine authorities. This 
includes:

1. 방역당국이 일반대중 및 단체에 일반적으로 배포하는 지침 및 규제사항의 접수, 검토 및 조사

Receiving, reviewing, and researching guidelines and restrictions released by quarantine 
authorities to the general public and to organizations generally

2. 방역당국이 특별히 본 단체에 배포하는 지침 및 규제사항의 접수, 검토 및 조사

Receiving, reviewing, and researching guidelines and restrictions sent by quarantine authorities to 
the Organization specifically

3. 방역당국이 본 단체에 요청한 정보 수신 및 대응

Receiving and responding to requests for information by quarantine authorities to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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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단체를 대표하여 방역당국에 관련 정보, 설명, 결정 등을 확인

Making inquiries to quarantine authorities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for information, 
clarification, determination, etc.

시설관리자 또는 본 단체가 임명한 그 밖의 방역정보담당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

및 요청사항을 CEO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The Facilities Manager or other quarantine information officer appointed by the Organization shall 
promptly report all receipt and requests of information from quarantine authorities to the CEO. 

④  지침의 해석

Interpretation of guidelines

본 단체는 다양한 시설유형에서 부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의 시설, 운영 및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한국 방역 당국의 지침을 해석해야 할 수 있다. 시설관리자 

또는 단체가 지정한 스탭은 지침의 해석 및 적용에 관련하여 방역 당국, 그리고 본 단체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 법률자문위원과 협의하여 CEO에게 권고

할 책임이 있다. 

Because the Organization operates a variety of facility types and ministry operations in multiple 
locations, it may be necessary from time to time to interpret guidelines of Korean quarantine 
authorities in order to apply them variously to the Organization’s facilities, operations, and locations. 
The Facilities Manager or other staff member designated by the Organization shall be responsible 
for making recommendations to the CEO based on consultation with quarantine authorities and, 
where deemed necessary or desirable by the Organization, external legal counsel,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guidelines.  

⑤  준수

Compliance

시설관리자 또는 본 단체가 지정한 스탭은 단체의 CEO, 리더십 팀 및 관리자들과 협력하여 단체

의 모든 시설, 운영 및 장소에 대하여 본 규정 제4항에 의거하여 방역지침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The Facilities Manager or other staff member designated by the Organization shall work with the 
Organization’s CEO, Leadership Team, and managers to ensure that quarantine guidelines, as 
interpreted according to Paragraph 4 of this policy, are implemented in all of the Organization’s 
facilities, operations, and locations. 

⑥  백신접종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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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단체 모든 스탭들은 코로나 등 주변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창궐할 경우 관계 법

령에 근거하여 한국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여 본 단체 구성원 

간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백신 접종 횟수는 한국 정부 및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만일 한국 정부 및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필요 접종 횟수에 미달하는 경

우에는 백신 미접종자로 본다.

In the event of an outbreak of an infectious disease with a high risk of transmission, such as 
Corona, in the vicinity of the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recommends that staff be vaccinat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presented by the Korean quarantine authorities based on relevant laws 
to protect them from infection among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number of vaccinations 
should follow the guidelines of the quarantine authorities. If the number of necessary vaccinations 
sugge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quarantine authorities is not met, the person is 
considered to have not been vaccinated.

2.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스탭의 경우, 본 단체는 해당 스탭에게 본 규정 제4항의 방역지침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정기적으로 음성확인서를 본 단체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 단체의 구성

원 및/또는 일반 대중과 정기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수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스탭은 그렇지 않

은 스탭에 비해 음성 확인서를 더 자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본 규정 제4항에 근거하여 단체가 

필요에 따라 규제를 지정한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스탭은 근무지 또는 활동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In the case of non-vaccinated staff, the Organization may require the staff member to submit a 
negative test result to the Organization on a periodic basis as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s 
interpretation of quarantine guidelines in Paragraph 4 of this policy. Staff members whose work 
responsibilities involve regular close contact with the Organization’s constituents and/or the 
general public may be required to submit negative test results more frequently than staff members 
whose work responsibilities do not involve regular close contact. Non-vaccinated staff may be 
subject to additional restrictions on work locations or activities, if such restrictions are designated 
as necessary by the Organization as according to Paragraph 4 of this policy.

3. 방문자, 학생, 자원봉사자, 행사 초청자 등을 포함한 본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단체는 단체

의 숙소를 포함한 단체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단체의 행사나 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일한 

운영요건 또는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본 규정의 제4항에 따른 단체의 방역 관련 위생 

및 정보 제출 요구에 따라 백신접종 및/또는 최근의 음성확인서 제출, 참석자 수 제한 준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단체는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구성원 또는 방

문자를 대상으로 시설, 행사 또는 운영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In the case of the Organization’s constituents, including visitors, students, volunteers, event 
guests, etc, the Organization may likewise implement requirements for or restrictions on vis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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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facilities, including the Organization’s residences, and/or participating in 
Organization events or operations. These may include vaccination and/or submission of a negative 
test result of appropriate recency, following the Organization’s quarantine-related hygiene and 
information submission requirements, abiding by restrictions on number of attendees, etc, as 
according to Paragraph 4 of this policy. The Organization reserves the right to deny access to its 
facilities, events, or operations to any constituent or visitor judged by the Organization to pose 
possible risk of infectious disease as according to this policy.

4.  본 단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스탭의 경우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본 규정 제4항의 

단체 방역지침 해석에 따라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단체의 숙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 및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필요 접종 횟수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숙소에서 퇴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단체의 숙소 거주 신청 시 백신접종 증명이 요구될 

수 있다. 

In the case of staff living in the housing provided by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prevent group 
infection, they must be vaccinated a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quarantine guidelines by 
the Organization in Paragraph 4 of this policy. If a person living in the Organization’s housing is 
not vaccinated, or if the number of vaccinations suggested by the quarantine authorities is not met, 
he/she may be expelled from the residence. Likewise, proof of vaccination may be required in 
application for the Organization’s housing.

5.  단체의 숙소에 거주하는 각 개인은 제5항에 명시된 단체의 방역준수담당자의 모든 지시를 따라

야 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단체의 숙소에서 퇴거될 수 있다. 

Individuals in the Organization’s housing are required to follow all instructions from the 
Organization’s Quarantine Compliance Officer as designated in Paragraph 5. Failure to follow 
these guidelines may result in expulsion from the Organization’s housing.

⑦ 근무장소

Working place

모든 스탭은 본 규정의 제4항에 따라 본 단체에서 따로 지시하지 않는 한, 본 취업규칙 제58조 8

항에 따라 단체의 통상적인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n principle, all staff must go to work and work at their customary work station at the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8 Paragraph 8 of these Rules of Employment, unless they are instructed 
otherwise by the Organization under Paragraph 4 of this policy.

⑧ 감염병 검사

Infectious disease testing

코로나 등 감염 여부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감염자와의 밀접접촉이 의심되어 즉각적인 검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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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거나 본 단체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스탭이 밀접접촉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방역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책임으로 인한 밀접접촉에 의한 검사를 제외하

고는 무급휴가로 한다. 업무상의 책임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When the staff conducts an infection check, such as for Corona, it must be conducted outside of 
working hours, except as required by quarantine officials due to suspected close contact with an 
infected person that requires immediate testing, or in the case of close contact likely to have been 
experienced by a staff member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assigned work responsibilities for the 
Organization. In general, testing that is required to be carried out during work hours is deemed 
unpaid leave, except in the case of testing due to close contact arising from work responsibilities. In 
case of testing arising from work responsibilities, the testing time may be deemed work time, if pre-
approved by the Organization.  

⑨ 확진에 대한 조치

Measures against confirmed cases

스탭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본 단체

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When a staff member is officially notified of hospitalization or quarantine measures by the 
quarantine authorities, they must immediately notify the Organization and follow the measures of 
the quarantine authorities.

⑩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의 임금 

Wage during hospitalization or quarantine period

코로나 등 확진으로 인해 방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되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가로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국 정부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입

원 또는 격리 조치 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처리할 수 있다. 만일 업무

수행으로 인한 밀접접촉 때문에 격리 조치 되었다고 단체가 판단할 경우, 본 단체는 재량에 따라 

휴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급할 수 있다. 의무 격리 중인 스탭에 대해서는, 본 단체는 재량에 따

라 또는 본 규정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단체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 해당 스탭에게 격리된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유급 업무를 지정한다. 

In principle, leave due to hospitalization or quarantine by quarantine authorities due to Corona, etc, 
is treated as unpaid for the period when the staff member is not at work. However, paid leave may 
be processed if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s wages for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or 
quarantine due to the infectious disease. If the quarantine is determined by the Organization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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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close contact received as a result of carrying out work responsibilities, the Organization may 
at its discretion arrange for some portion or all of the leave to be paid. For any staff member under 
mandatory quarantine, the Organization may at its discretion, or in compliance with government 
requirements as according to Paragraph 4 of this policy, arrange for paid work to be done by the staff 
member from the quarantine location, when such work is deemed necessary to avoid disruption of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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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재해보상) Article 120 (Disaster Compensation)

①  스탭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다.

Compensation in case of work-related injury or disease or death of a staff member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본 단체가 보상한다.

For work-related injuries or diseases that are not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organization shall compensate as stipulat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제121조(근로자 보상정책) Article 121 (Workers’ Compensation Policy)

①  사고와 부상 및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추적하여 근무지의 안전을 평가하는 것이 본 

단체의 방침이다. 스탭은 모든 사고와 부상 및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을 상관이나 사

무실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모든 사건은 조사될 것이고, 조사 보고서는 단체 

CEO가 검토할 것이다.

It is the policy of the Organization to evaluate the safety of the workplace by tracking accidents, 
injuries, and situations that are highly likely to lead to accidents. Staff shall promptly report all 
accidents, injuries, and situations likely to lead to an accident to their supervisor or office manager. 
All reported incidents will be investigated, and the investigation report will be reviewed by the 
Organization’s CEO.

②  (스탭의 책임) 업무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스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Staff’s Responsibilities) In case of work-related injuries, the staff must implement the following 
procedures:

1. 업무상 상해와 관련하여 (아무리 작은 부상이라도), 상관이나 리더십 팀에 보고한다.

제 16 장    재해보상 및 업무관련 상해 

C h a p t e r  1 6     Disaster Compensation and Work-Related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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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shall report any work-related injuries (even minor ones) to their supervisor or a Leadership 
Team member

2. 업무상 상해에 대해, 의사 또는 재활 클리닉에서 받은 정보를 본 단체에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

게 제공해야 한다.

Staff shall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o the Organization from physicians or 
rehabilitation clinics regarding their work-related injuries

3. 업무상 상해와 관련된 모든 진료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All medical appointments regarding work-related injuries must be followed

4. 업무상 상해로 병가중인 경우, 스탭은 매주 해당 부서의 책임자나 리더십 팀원에게 본인의 몸 

상태와 업무 복귀 가능여부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If the staff member is on medical leave due to a work-related injury, the staff member shall report 
weekly to his/her department head or to a Leadership Team member about his/her physical 
condition and an updated prognosis on the possibility of returning to work

③  (본 단체의 책임) 본 단체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sponsibilities of the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shall do the following in the event of a 
work-related accident:

1. 산업재해 병원 및 의사가 발급한 의료 제한 사항을 준수한다.

Comply with medical-related work restrictions issued by hospitals and physicians approved to 
treat work-related injuries

2. 가능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스탭이 점차 정상 직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숙소를 제공한다.

Where possible, adequate accommodation is provided so that staff with work-related injuries can 
gradually return to their normal positions

3. 업무상 상해 휴가 중인 스탭이 ‘업무복귀요청서’를 제출하면 본 단체는 상황이 허락되는 한 최대

한 빨리 부여된 제약조건 내에서 해당 스탭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For staff on work-related injury leave, after staff submits a request to return to work, the 
Organization shall determine, as soon as circumstances permit, whether there is work that can be 
done within the constraints indicated

④  (상해 보고서) 스탭이 근무시간에 본 단체 구내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업무 수행을 

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스탭의 상관은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해당 스탭은 

본 단체의 대표와 면담해야 하며, 목격자(해당하는 경우)는 증인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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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간 내에 단체의 리더십 팀에 통지해야 한다. 본 단체는 해당 스탭이 산

업재해를 담당하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의료 진단을 받도록 조치한다. 해당 스탭이 치료를 위해 병

원이나 주치의를 방문할 때마다 병원 및/또는 의사는 부상 상태를 평가하고 ‘업무복귀권유서’를 작

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부상과 관련된 신체적 제약조건, 그 제약조건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

요할 수도 있는 후속 의료 평가가 명시될 것이다.

(Injury report) If a staff member is injured on the premises of the Organization during working hours 
or is injured while performing work at another location, the supervisor of the staff member must fill 
out a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In addition, the staff must complete an interview with the 
Organization’s representative, and witnesses (if applicable) must complete a witness statement. If 
medical treatment is required, the Organization’s Leadership Team must be notified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Organization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staff member undergoes 
medical examinations at a hospital or with a physician approved to treat work-related injuries. Each 
time a staff member goes to the hospital or attending physician for treatment, the hospital and/or 
physician shall update the injury status and create a “return recommendation report”. This report 
will specify the physical constraints associated with the injury, how long those constraints will last, 
and any other follow-up medical evaluations that may be needed.

1. 현장에서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스탭은 부상 신고 후 적절한 시간 내에(가

급적 부상 당일)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응급조치가 필요 없

는 부상의 경우, 산업재해 담당 병원이나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조치가 필요

한 중상자는 응급실로 이송하여야 한다. 

If treatment beyond on-site first aid is required, the staff shall be taken to a hospital or physician 
authorized to treat work-related injuries, within an appropriate time after the injury is reported 
(preferably on the day of the injury). For injuries that do not require emergency treatment, they 
may receive outpatient treatment at an industrial accident-authorized hospital or physician. For 
serious injuries that require emergency treatment, they shall be transferred to the emergency room.

2.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스탭은 그 후, 적절한 시간 내에 (부상이 주말에 발생했으면 그다음 주 근

무일에) 산업재해 병원 또는 의사를 후속 방문하도록 일정을 잡아야 한다. 해당 스탭이 부상당

한 다음 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자택에서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병원이나 

의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The staff treated in the emergency room shall then be scheduled for an industrial accident-
approved hospital or physician for a follow-up visit within a reasonable time (or the next working 
day if the injury occurred on a weekend). If the staff cannot return to work normally the next day 
after being injured, they will be allowed to go to an industrial accident-approved hospital or 
physician from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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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병원예약) 업무상 상해 진료예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Hospital Reservation) The procedure for making an appointment for a work-related injury is as 
follows:

1. 업무상 상해를 입은 스탭은 병원을 예약하기 전에 상관이나 리더십 팀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

다.

Staff injured in connection with work should request approval from the supervisor or Leadership 
Team member before making an appointment

2. 본 단체는 의료 기관에 적절한 양식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provide appropriate forms and information to the medical institution

3. 스탭은 예정된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병원을 예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The staff should make every effort to make an appointment at a time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staff member’s other scheduled work

⑥  (업무 복귀) 업무상 상해로 휴가 중인 스탭은 업무에 복귀하기 전, 반드시 본 단체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주치의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직무적합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Return to work) Before returning to work, a staff member who is on leave due to work-related 
injury must request approval from the Organization and provide a job suitability report issued by the 
attending physician or hospital.

⑦  스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상해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The staff member has an obligation to report work-related injuries for the following reasons:

1. 본 단체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To make sure the Organization’s equipment is working normally

2. 조사를 통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accidents through investigation

3. 본 단체가 관련 상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일지에 기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To enable the Organization to decide whether injuries should be recorded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ct log

4. 해당되는 경우, 보상 청구를 위해

To claim compensation, if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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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취업규칙의 비치) Article 122 (Keeping the Rules of Employment)

①  본 단체는 본 규칙의 사본을 각 스탭에게 제공해야 한다. 상관은 각 스탭이 근무지에서 본 규칙을 

손쉽게 열람하여 참고 및 검토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책임이 있다. 만일 스탭이 본 규정

을 가까운 곳에 두고 열람하지 않는 경우 징계 대상으로 간주된다. 모든 스탭은 본 규칙을 읽었으

며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The Organization shall provide a copy of these Rules to each staff member. Supervisors shall be 
responsible to verify regularly that each staff member has these Rules readily at-hand at their 
workstation for reference and review. Failure to have the rules readily at hand shall be treated as a 
disciplinary infraction. All staff members shall sign a statement indicating that they have read and 
agree to abide by these Rules. 

②  매년, 본 단체는 모든 스탭이 본 규칙을 빠짐없이 읽고, 검토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히133 

시간을 지정하며, 단체와 스탭은 본 규칙의 개정 또는 변경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nnually, the Organization shall designate specific H133 hours for all staff to thoroughly read, 
review, and re-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se Rules, with special attention made by the 
Organization and staff to note any revisions or changes to these Rules. 

③  본 단체는 매월 단체의 전 스탭 회의에서 본 규칙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때로 스탭을 대상으

로 퀴즈나 테스트를 실시하며, CEO가 구두 및 서면 형식으로 해당 규칙을 설명하고 상기시킨다.  

Monthly, the Organization shall engage in regular teaching of these Rules in the Organization’s all-
staff meetings, supplemented by occasional quizzes and tests administered to staff and clarifications 
and reminders in verbal and written form issued by the CEO.

제123조(취업규칙의 변경) Article 123 (Changes to the Rules of Employment)

①  이 규칙에 대한 변경안은 그 목적을 위해 지정된 본 단체의 월례 전체 스탭 회의 중 특별 논의 시간

에 설명되어야 한다. 이는 최소 7일 전에 공지해야 하며, 인사위원회 비서가 주관한다. 

Proposed changes to these Rules shall be explained at a special segment of the Organization’s 

제 17 장    취업규칙의 비치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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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all-staff meeting designated for this purpose, to be announced at least seven days in advance 
and led by the secretary of the HR Committee. 

②  논의될 변경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변경안과 함께 스탭의 의견이 청구 및 논의되어야 한다.

인사위원회가 변경안이 규칙의 전반적 성격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필요시 외부 노무사와의 협

의를 통해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변경 사항은 개정에 반영된다. 

The opinion of the staff regarding the changes shall be solicited and discussed, with possible 
amendments to the changes considered. Where the proposed amendments are deemed by the HR 
Committee to be consistent with the overall character of the Rules and deemed legally permissible 
by the HR Committee, acting in consultation with external labor attorneys as needed, the 
amendments may be incorporated into the changes. 

③  변경된 조항은 스탭에게 공지하고 변경된 사항을 읽었고 준수하는 데 동의했다는 스탭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Articles in which changes have occurred shall be presented for signature by the staff to indicate that 
they have read and agree to abide by the changes indic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