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차별금지법(LAD)은 실제 존재하거나 인지가능한 인종, 종교, 국가 출신,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성 정체성 또는 표현, 기타 보호가 필요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학교를 비롯한 직장, 주거 지역 및 
공공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 및 편견에 기반한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즉, 누구나 
적대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학생이나 학교 직원들로부터 편견에 기반한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학교 측에서 이러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었어야 한다면 이를 멈추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우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선생님이나 기타 학교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을 경우, 학교 측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또한 학교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학교 지원 행사 및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 경기에 참여 시 팀원이나 상대 팀 또는 팬들로부터 인종적 
또는 종교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또한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한 특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는 특히 정학, 퇴학을 포함한 학교 규율 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학교는 또한 한 사람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편견에 기반한 괴롭힘 또는 차별을
보고했다든지, 차별금지법에 따라 이러한 권리나 기타 권리를 시행 또는 시행하려 시도했다든지,
그러한 권리를 시행하기 위해 제3자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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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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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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w Jersey Law Against Discrimination (LAD) prohibits discrimination and
bias-based harassment in employment, housing, and places of public accommodation,
including schools, based on actual or perceived race, religion, national origin, gender,
sexual orientation, disability, 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and other protected
characteristics. That means that you cannot be subjected to bias-based harassment
from students or school staff in a way that creates a hostile school environment.

If a school knows or should have known about such harassment, it must take action
to stop it. For instance, a school must take action if a teacher or other school official
knows that one student is repeatedly harassing a classmate because of her disability.

The LAD also applies to school-sponsored functions and activities that take place
outside of school hours. For example, students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high
school and college athletics without being subjected to racial or religious harassment
from teammates, opponents or fans.

The LAD also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religion, gender,
sexual orientation, and other protected characteristics in the implementation
of school discipline policies, including suspension and expulsion.

A school cannot retaliate against a person for reporting bias-based harassment
or discrimination, for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these or any other rights
under the LAD, or for assisting someone else in exercising thei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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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s Against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in School Under the
Law Against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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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따른 학교 내 차별 및 괴롭힘 보호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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