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는 성희롱 및 폭력 행위 예방 교육을 2년마다 비관리직 직원에게는 1시간, 
관리직 직원에게는 2시간씩 제공해야 합니다. 최초 교육 기한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부서에서는 고용주들이 교육자를 고용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생성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DFEH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관리직 직원용 무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여기를 클릭하여 교육을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몇 달 동안, DFEH는 감독직 
직원을 위한 교육 또한 여러 가지 언어로 제공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동일한 곳에서 일하지 않거나 모든 직원이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거나 거주하지 않더라도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다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캘리포니아는 성희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법에 어긋납니다. 성희롱과 
그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이나 다른 이유로(인종, 피부색, 국적 등)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직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법적 의무 교육으로 모든 직원에게 직장 
내에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교육하고 상기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5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모든 관리직 및 비관리직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관리직 직원은 1시간, 관리직 직원은 2시간의 성희롱 및 폭력 행위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2년에 한 번입니다. 

교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모든 직원은 2021년 1월 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규 관리직 직원에게 관리 직책을 맡은 지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5명 이상인 직장의 신규 관리직 직원은 관리 직책을 맡은 지 6
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비관리 직원은 입사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은 2
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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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THE MISSION OF THE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IS TO PROTECT THE PEOPLE OF CALIFORNIA 
FROM UNLAWFUL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HOUSING AND PUBLIC ACCOMMODATIONS, AND FROM 
THE PERPETRATION OF ACTS OF HATE VIOLENCE AND 
HUMAN TRAFFICKING.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http://www.dfeh.ca.gov/sh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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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또는 계약직인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예. 2021년 1월 1일부터는 6개월 미만 계약직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근무 시간 100
시간 초과 전 중 이른 시간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독립 하청업자, 자원봉사자 또는 무급 인턴인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온라인으로 교육받아야 하나요? 개별 또는 단체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고용주는 실제 오프라인, 온라인 또는 다른 효과적인 상호적 형식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직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 프레젠테이션의 일부로 진행할 수 있고, 총 시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시간을 분할하여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교육에는 성희롱 금지, 예방, 교정 및 성희롱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에 관련된 연방 및 
주법에 대한 정보와 실질적인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괴롭힘, 차별 및 보복의 
실질적인 예시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으로 인한 폭력 행위 및 괴롭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FEH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DFEH는 이러한 교육을 고용주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요건 충족을 위해 DFEH의 교육을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교육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을 더 받고 싶으시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와 추가 
교육을 위한 휴가 또는 추가 비용 지급 가능 여부를 고용주와 상의하십시오.

현재, 이전, 대체 또는 공동 고용주로부터 지난 2년 이내에 Gov. Code 12950.1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하죠?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2 CCR 11024(b)(5) 에서 “z중복 교육”을 참고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4597AA3786DE4A7B820F9D02C8795550?viewType=FullText&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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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담당자인 직원인 경우에도 고용주가 교육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교육 제공자(및 교육을 제공하는 개인)는 고용주가 교육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별도의 성희롱 방지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직원일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외에 있는 직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을 마친 후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 서류가 있나요?
고용주가 교육 수료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완료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저장 또는 인쇄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대체용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DFEH는 인증서 또는 이 교육의 완료 여부를 저장하거나 추적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 아직 
교육 세션이 열려있다면, ‘뒤로’ 버튼을 눌러 돌아간 뒤 인증서를 재생성을 시도해보십시오. 인증서가 
재생성되지 않는 경우, 완료 인증서를 다시 받으려면 교육을 다시 수료해야 합니다.

성희롱 및 폭력 행위 예방 교육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고용주가… 성희롱 및 폭력 행위 예방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Gov. Code 12950.1(a)-(b).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필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용인이 아닌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이 표현은 또한 직원들에게 개인 시간에 그러한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교육은 개인 고용의 일부로 고용주에 의해 "제공"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다음 주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feh.ca.gov/shpt/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