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

COVID-19 발병 시
작업장에서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다음을 포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방 계획
• 고용주는 작업장에서 COVID-19 위험 요인을 식별, 평가 및 조정하는 예방 안전 계획을 서면으로 마련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증상 선별
• 고용주는 직원들의 COVID-19 증상을 선별하는 검사 절차를 개발 및 구현해야 합니다.

공지
• 14일 이내에 3명 이상의 직원이 COVID-19에 감염된 경우, 고용주는 48시간 이내에 공중 보건국에 보고해야 합
니다.
• 고용주는 감염 기간 동안 해당 확진자와 함께 작업장에
있었던 모든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게 영업일 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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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잠재적 노출 가능성에 대한 공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마스크
• 실내 또는 공유 차량 내에서 근무할 때 노출된 모든 직원은 얼굴에 편안하게 맞는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편안히 맞는 의료용 마스크와 호흡용 보호구(예: N95, KN95, KF94)를 요청 시 제공해
야 합니다.
• 고용주는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검사
• 고용주는 잠재적으로 노출된 모든 근로자에게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이
노출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거나 COVID-19에 걸렸다가 회복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무지 외의 다른 곳에서 검사를 받았거나 정규 근무 시간 외에 검사를 받았더라도 고용주는 검사를 받으러
가는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휴가
• 고용주는 COVID-19 에 감염된 근로자와 밀접 접촉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공중 보건국의 근무 복
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발병 조사 팀에 의해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2 근무할 수 없다고 알려야 합니다.
• 고용주는 직장에서 COVID-19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자격이 되는 경우 유급 휴가(예외 수당)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 수당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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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 고용주는 환기 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작업장 공간 내 공기순환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공기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작업장에서 감염과 관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 노조 대표에게 알리기.
• 833-579-0927로 전화하여 Cal/OSHA에 민원 제기하기.
• 888-700-7995로 전화하여 LA 카운티 공중 보건국에 익명으로 민원 제기하기.
1 전염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r.ca.gov/dosh/coronavirus/COVID19FAQs.html#workCases에서 확인하십시오.
2 공중 보건국 복귀 기준 표 1을 참고하십시오 ph.lacounty.gov/acd/ncorona2019/docs/returntoworktables.pdf
3 예외 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ir.ca.gov/dosh/coronavirus/COVID19FAQs.html#exclusions에서 확인하십시오.
추가 유급 휴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ir.ca.gov/dlse/COVID19Resources/2022-SPSL-FAQs.html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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