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근로자들의 편의권
워싱턴주 고용인 및 피고용인 가이드

Pregnancy Accommodation Law(임산부편의보장법)는 임신한 
피고용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민권 보호를 규정합니다. 워싱턴주 법
(Revised Code of Washington(RCW, 워싱턴주 개정법) 43.10.005)에 
따라 피고용인이 15명 이상인 모든 고용인은 해당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Pregnancy Accommodation Law란?

워싱턴주 법에 따라 고용인은 다음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 해당 행위가 '기업 입장에서 곤란함'을 유발하지 않는 한, 임신한 피고용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 업무 환경 변경을 요청하는 임신한 피고용인에 대한 보복
• 필요로 인해, 임신했다는 사실만 제외하고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 기회 제공 거부
• 대안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피고용인에게 퇴사 요구

법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곤란함'이란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요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임신한 피고용인들은 임신을 비롯한 수유 또는 유축의 필요성과 같은 출산 
후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업무 환경에 대한 특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들은 임신한 피고용인들이 다음에 대해 요청할 경우 그에 
부응해야 합니다.

• 더욱 자주, 더 오랜 시간 동안, 유연성 있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 제공

• 식음료 금지 방침 변경
• 임신한 피고용인들이 앉아서 근무하거나 더욱 자주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보장
• 약 17파운드(8킬로) 이상의 물건을 드는 일이 없도록 보장

고용인들은 임신한 피고용인이 다음을 요청할 경우, 그러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전문 의료진의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일정 변경, 직무 재배정, 작업 공간 변경 또는 장비 제공 등 업무 
관련 조정

• 비교적 덜 힘들거나 안전한 직책으로 임시 이동
•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유연한 업무 일정
• 해당 피고용인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편의

임신한 피고용인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의권

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Wing Luke Civil Rights Unit
www.atg.wa.gov/wing-luke-civil-rights-division

금지 관행

워싱턴주 법무장관 산하 Civil Rights Unit(민권 담당 부서)은 직장 내에서 권리를 침해 당했을 수 있는 임산부 
피고용인들의 불만을 접수합니다.

이메일(pregnancy@atg.wa.gov)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833) 660-4877번) 메시지로 불만 사례를 신고해 주십시오.

온라인(www.atg.wa.gov/pregnancy-accommodations)으로도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권리 위반 신고 방법

본  전단은  일반  교육  자원으로서  제공되며, 그  어떤  유형의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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