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서의 임신 및 모유 수유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뉴저지 차별금지법(LAD)은 고용주가 임신, 출산, 관련 의료 상태 및 모유 수유를 위한 합리적인
시설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일을 이어나가거나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 차별금지법은 연방임신차별금지법보다 
보호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임신한 상태의 경우, 고용주는 의사가 권장하는 합리적인 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는 욕실 휴식, 수분 보충 휴식, 진정 휴식, 육체노동 지원, 업무 구조조정, 업무 
일정 수정, 덜 힘들거나 덜 위험한 업무로 임시 이전 행위 등이 포함되고, 고용주가 해당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에 지나친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경우, 고용주는 매일 합리적인 휴식 시간과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적당한 개인 장소 (화장실 칸 제외)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고용주가 해당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에 지나친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설의 방해 여부와 관련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직원, 시설 및 예산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
규모, 필요한 시설의 특성과 비용, 시설에 해당 업무에 대한 필수적 요구 사항의 포기가 포함된 
정도입니다.

고용주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임신이나 모유
수유를 위해 시설을 요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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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고발 사항이 있으신 경우 NJCivilRights.gov 
페이지 방문 또는 973-648-270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The New Jersey Law Against Discrimination (LAD) requires your employer to
grant you a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pregnancy, childbirth, related medical
conditions, and breastfeeding to enable you to continue working while maintaining a
healthy pregnancy or return to work after giving birth. The LAD is more protective than
the federal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in this regard.

If you are pregnant, your employer must grant you a reasonable accommodation
recommended by your doctor, including bathroom breaks, water breaks, rest breaks,
assistance with manual labor, job restructuring, modified work schedules, and a 
temporary transfer to less strenuous or hazardous work, unless your employer can
show that doing so would be an undue hardship on its operations.

If you are breastfeeding, your employer must grant you reasonable break time 
each day, and a suitable private place (other than a toilet stall) in which to express
breast milk, unless your employer can show that doing so would be an undue 
hardship on its operations.

Factors to be considered in whether an accommodation would be an undue hardship
include the overall size of your employer’s business with respect to employees, facilities,
and budget; the nature and cost of the accommodation needed; and the extent to which
the accommodation would involve waiver of an essential requirement of your job.

Your employer may not in any way penalize you or retaliate against you
for requesting or using an accommodation for pregnancy or breast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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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ind out more or to file a complaint, go to NJCivilRights.gov or call 973-648-2700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Accommodations
for Pregnancy and
Breastfeeding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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