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차별금지법(LAD)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의 한 형태인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장소는 주거 지역, 직장 및 공공 시설이며 이때 공공 시설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로 회사, 식당, 학교, 여름캠프, 의료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성희롱에는 언어적인 괴롭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설적인 언어나 모욕적인 견해 표출,
원치 않는 손길과 같은 신체적 괴롭힘, 포르노 이미지, 만화,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시각적 
괴롭힘이 그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바로 대가성형과 적대적 환경형입니다. 대가성
성희롱은 직장 내 승진, 아파트 임대, 식당 출입과 같은 혜택에 대한 대가로 성 접대를 제안하거나 
성 접대를 거부했을 시 해고나 퇴출 등과 같이 부정적 조치로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대적 환경형은 피해자가 성별에 근거하여 원치 않는 심각하거나 만연한 괴롭힘 행위를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주, 주거 제공자 또는 공공 시설 측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동료가 부적절하게 접촉을 시도하거나
상사나 고용주가 보는 앞에서 자세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 관리자가 냉장고를 수리하는 대가로 성 접대를 요구한다든지 
멈추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섹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부른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 집주인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주, 집주인, 공공 시설 측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성희롱에 대해 고발한다든지, 차별금지법에 따라 기타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 
시도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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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ual harassment, 
a form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housing, employment, and places of public
accommodation (generally, places open to the public, including businesses, restaurants,
schools, summer camps, medical providers, etc.).

Sexual harassment can include verbal harassment, such as obscene language 
or demeaning comments; physical harassment, such as unwanted touching; or visual
harassment, such as displaying pornographic images, cartoons, or drawings. 

There are generally two types of sexual harassment: quid pro quo and hostile
environment. Quid pro quo harassment is when a benefit (like a promotion at work,
a lease on an apartment, or access to a restaurant) is conditioned on sexual favors,
or when an adverse action (like getting fired or evicted) is threatened if you refuse
a sexual advance. Hostile environment is when you are subjected to unwanted
harassing conduct based on gender that is severe or pervasive.

An employer, housing provider, or 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must take action
to stop sexual harassment if it knows or should have known about it. So, for example,
if a co-worker inappropriately touches you or discusses your body in graphic detail in front
of your supervisor, your employer must take action. Similarly, your landlord must take 
action if you report that the superintendent requested sexual favors in exchange for
repairing your refrigerator, or repeatedly called you “hot-stuff” despite being asked to stop.

An employer, landlord, or 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cannot retaliate against you
for objecting to sexual harassment, filing a sexual harassment complaint, or for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any other rights under the 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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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You Should Know About
Protections from
Sexual Harassment
Under New Jerse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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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ind out more or to file a complaint, go to NJCivilRights.gov or call 973-64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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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법에 따른 성희롱 보호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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