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차별금지법(LAD)은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행위를 포함하여 주거 지역, 기타 공공 시설 
등에서 실제 존재하거나 인지 가능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 표현에 기반한 차별 및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 소수자 전반, 
간성 (LGBTQI: 성 소수자로 총칭) 인 사람이 직장, 주거 지역 및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뜻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주, 집주인 또는 공공 시설 측의 결정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성
소수자인 상태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고용 또는 해고, 승진 및 혜택 (건강 관리, 육아 
휴가, 가족 휴가 포함) 등의 직장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임대 
거부, 임대료 인상, 다른 편의시설 제공 또는 수리 거부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나 
진료소와 같은 공공 시설의 경우에도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다른 수준의
서비스 또는 관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또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성 소수자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행해지는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주거 제공자, 공공 시설 측에서 그러한 괴롭힘에 대해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개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 표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은 고용주의 복장 규정을 따르고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 표현에 부합하는 화장실 또는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이 선택한 이름, 직함 또는 
대명사로 불려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성별에 대한 특별한 “증명”
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 집주인 또는 공공 시설 측에서는 한 사람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차별금지법에
따라 이러한 권리나 임의의 기타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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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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hibits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in
employment, housing, and places of public accommodation based on actu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gender expression. This means people who are gay, lesbian,
bisexual, transgender, queer, or intersex (LGBTQI) must be treated equally at work, in housing,
and in places open to the public.

The LAD broadly applies to decisions of an employer, landlord, or 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An employer may not make employment decisions like hiring or firing, 
promotions, and benefits (including healthcare, parental leave, and family leave) based on 
LGBTQI status or gender stereotypes. A landlord cannot refuse to lease, charge higher rent, 
offer different amenities, or refuse repairs based on LGBTQI status. And a 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such as a school or a doctor’s office) cannot refuse service or offer a different
degree of service or care based on LGBTQI status.

The LAD also prohibits harassment based on LGBTQI status in a way that creates a hostile
environment. If an employer, housing provider, or 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knows or
should have known about such harassment, it must take action to stop it.

The LAD requires that individuals be treated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Among other things, transgender people must be permitted to follow an employer’s
dress code and use a bathroom or changing room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and have the right to be addressed with their chosen name, title, or pronoun.
They do not need to show any particular “proof” of gender to exercise these rights.

An employer, landlord, or 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cannot retaliate against a person
for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these or any other rights under the 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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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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ctions from Discrimination or
Harassment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에 기반한 차별 
또는 괴롭힘 보호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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