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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입장 증상 점검
주요 업데이트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2021년 8월 6일: 사업체 및 고용주를 위한 지침을 참고 문서에 추가했습니다.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사람 명단을 수정했습니다. 증상 검사 견본을 삭제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Cal/OSHA 및 CDPH 입장 증상 검사 요구 사항을 참고 문서에 추가했습니다.

입장할 때 실시하는 증상 검사는 COVID-19 전파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입니다.
Cal/OSHA는 직장에 입장하기 전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증상 검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공중 보건국(CDPH)은 의료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에게도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AFL 20-28.7). 대부분의 비의료 시설을 방문하는 고객, 손님 또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입장 증상 검사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시설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을 검사하는 것이 모범
사례로 간주됩니다. 이 문서는 입장할 때 증상 검사를 수행하는 시설에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COVID-19를 예방하기 위한 기타 모범 사례는 사업체 및 고용주를 위한 지침을 참고해 주십시오.
Cal/OSHA COVID-19 비상 대응 임시 표준(ETS)에 따라 고용주는 직장에 입장하기 전에 직원을
대상으로 COVID-19 증상을 검사하는 절차를 개발 및 시행해야 합니다.
입장 시, 증상 검사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에 가기 전에 자택에서 자가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기(예: 온라인 체크인 시스템 사용)
• 직장 입구에 유증상자 또는 고립/격리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부지의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 사용
• 현장에서 대면 증상 검사 시행
참고: 출입구에서 체온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증상 검사에 최근 또는 현재 발열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 1
• 체온이 증가한 경우 (100.4°F 또는 38°C 이상)
• 현재 보건 담당관의 격리 또는 검역 명령의 수행 대상인 경우
참고: 의료 시설 입장 요구 사항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설은 관련 CDPH 시설 게시판
번호(AFL)를 참고해야 합니다.

1

COVID-19 증상에는 발열이나 오한, 기침, 숨 가쁨이나 호흡곤란, 피로감, 근육통이나 몸살, 두통, 인후염,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코막힘이나 콧물, 이전에 없던 미각 또는 후각의 상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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