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보건 담당관 명령

보건 담당관의 시행 명령
카운티에는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발행된 프로토콜과 함께 보건 담당관의 명령(HOO)이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보건 담당관 명령 및 재개 프로토콜은 다음에 게시됩니다 http://ph.lacounty.gov/media/Corona
virus/reopening-la.htm. 카운티 공중 보건국의 환경 보건부의 주요 임무는 HOO 및 프로토콜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환경 보건 검사관은 1) HOO 및 해당 프로토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 불만에 응답하기 위해, 또는 3)
발병 보고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시행합니다. 각 방문은 주요 목적은 사업체 운영자들에게 HOO의
요구 조건과 이를 준수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위반 사항이 관찰되면 검사관은 공식
검사 보고서(검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기록된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규정 준수 날짜를
제공합니다. 규정 준수 날짜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거나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규정
준수 보장에 벌금을 부여하는 등 추가 시행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이 HOO 또는 프로토콜을 중대한 위반 사항을 포착하면, 검사 보고서와 함께 행정 위반 티켓이
발부됩니다. 중대한 위반 사항은 직원 및 고객에게 COVID-19 확산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항으로 분류되며, 첫
방문에는 $500 행정 위반 티켓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COVID-19 증상 점검 과정을 이행하지 않음
• 직장에서 식별된 COVID-19 사례가 3 건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음
• 요구된 바에 따라, 모든 직원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지 못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과 접촉할 때 직원이 안면보호대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지 못함(예: 식당의
서빙 직원)
• 현장에 청소 및 소독 제품 부족
• 실내 수용인원 제한을 초과 (주정부의 야외 활동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는 야외 구조물은 "실내"로
간주되며, 실내 수용인원 제한에 포함됩니다)
• 수용인원을 모니터 및 거리두기를 보장할 방법이 없음(예: 모든 출입구에서 인원을 측정하지 않거나
신체적 거리두기를 확인하지 않음) 및 수용인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이는 수용인원을

감소하거나 인원 측정 방법이 시행될 때까지 임시 휴업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
•
•

요구된 장소에서, 테이블이 8 피트의 거리를 두고 배치되지 않았음.
고객이 비지정 식사 공간에서 음식을 섭취(예: 음식을 들고 걷기, 바 카운터와 같은 서비스를 폐쇄해야
하는 장소에서 음식 먹기)
디제이, 무용수 또는 춤, 개그맨, 라이브 음악 또는 다른 라이브 공연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현재 금지된 방식으로 운영(예: HOO 에 따라 폐쇄된 실내 오락실, 공중 보건국이 휴업을 명령한
사업체)
직원이나 고객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HO 명령을 위반한 다른 활동

행정 위반 티켓은 발행 후 10 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publichealth.lacounty.gov/eh/citation/administrative-citation-appeals.htm. 행정 위반
지불하지 못하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규정에서 승인한 재산 선취권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HOO 및 재개 프로토콜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EHConsultative@ph.lacounty.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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