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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는 최선의 방법은 여러 단계별로 다양한 예방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권장되는 COVID-19 백신 접종의 최신 권장 상태 유지 및 가정이나 시설 내 모든 교실의 
통풍을 원활히 하기, 그리고 COVID-19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집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ECE 환경에서 COVID-19의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ECE(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의 

요구사항 및 모범 사례의 요약입니다. 본 내용의 추가 사항으로 다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CE 제공자는 해당 Cal/OSHA COVID-19 예방 비상 임시 표준 (Cal/OSHA ETS) 및 LA 카운티 
보건 담당자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공중 보건국 명령과 Cal/OSHA ETS가 다른 경우에 
보다 엄격한 요구 사항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ECE 제공자는 사업체를 위한 일반 지침을 검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 설명된 ECE에 
대한 모범 사례는 본 일반 지침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ECE 제공자는 현장 유아 보육 및 교유에 대한 노출 관리 계획 지침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유아 교육 기관을 위한 요구 사항 및 모범사례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 

2022년 10월 27일 
•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LA 카운티 DPH 보건 담당관의 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ECE 환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개인 
선택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COVID-19 양성 판정 후 
10일간의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복귀하였거나 COVID-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된지 10일 이내의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타인과 있을 때 
실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중증 COVID-19 질병에 더 취약한 
사람은 인파가 모이고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실내에서 고기능 효과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ECE 환경에서 COVID-19 개별 사례 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14일 이내에 3건 이상의 관련 집단 사례가 발생하면 공중 보건국 운영일 기준 
1일 이내로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COVID-19 확산을 야기하는 위험 요인: 

•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밀폐된 공간-COVID-19 바이러스가 
포함된 입자가 누적됨 

• 혼잡한 장소-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모여있는 곳 

•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고 호흡으로 인한 비말이 많이 방출되는 상황 – 

예를 들어 운동, 고함 또는 노래하는 활동 

• 이런 경우 중 하나에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입니다.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tay-up-to-date.html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ETS.html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ETS.html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HOO/HOO_SaferReturnWorkCommunity.pdf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BestPractices/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protocols/ExposureManagementPlan_ECE.pdf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protocols/ExposureManagementPlan_E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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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어린이 및 방문객을 위한 마스크 규정의 준수 
마스크는 COVID-19에 노출된 상황을 포함하여 일부 환경과 상황에서 실내 착용해야 합니다. COVID-

19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및 기타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아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의 
COVID-19 노출 관리 계획 지침 및 고립에 대한 ECE 조치 및 밀접 접촉자 업무 흐름도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 담당관 명령 -직장 및 지역사회와 공동 대응하기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점과 공공장소에서는 개인 선택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생후 24개월 이상의 어린이, 직원, 근무자, 자원 봉사자, 부모 및 방문객에게 적용됩니다. 보건 담당관 

명령은 누구든 상점 또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여럿이 주변에 있을 때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고기능 마스크 사용법과 선택방법에 관한 정보는 LA 카운티 DPH 마스크 관련 웹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정책에 대한 일부 예외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ECE 

제공자, 프로그램 및 시설은 현재 보건 담당관 명령에 설명된 것 보다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객: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와 간병인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에게 실내 시설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가져와 착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원하지만 마스크 없이 도착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구비해 놓는 것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A 카운티 DPH 마스크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어린이: 생후 24개월 이상의 모든 어린이는 실내 시설에 있을 때 마스크를 가져와 착용할 수 

있습니다. ECE 현장에서는 등록한 어린이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잠 
시간이나 어린이가 식음료를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ph.lacounty.gov/masks 및 어린이를 위한 마스크 착용 팁을 참조하십시오.  

o 마스크 면제 정책: 보건 담당관 명령이 ECE를 포함한 실내 공공 환경에서 보편적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누구든 COVID-19에 감염된 사람에게 노출되어 노출 

후 10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때, 해당 사람은 다음 사유로 마스크 착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후 24개월 미만의 유아. 생후 24개월 미만의 유아는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각 장애인, 난청이 있는 사람, 혹은 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입 모양을 

볼 수 있어야 의사 소통하는 사람. 

• 질병 상태, 정신 건강 상태 또는 장애가 있거나 의료 제공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 마스크를 안전하게 착용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 면허를 받은 의료 제공자의 증명서가 

있어야만 면제의 증명으로 인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면허를 갖춘 의료 전문가가 
이러한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의사(MD 또는 DO), 임상 간호사(NP) 또는 면허가 있는 의사의 권한 하에 

진료하는 의사 보조인(PA)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 임상 사회 복지사(LCSW), 임상 심리사(Psy.D.), 전문 임상 상담사(LPCC) 

또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LMFT)를 포함한 면허를 갖춘 정신 및 행동 

건강 전문가. 
 

보건 담당관 명령을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인 경우, 마스크 착용이 면제되는 
사람은 건강 상태가 괜찮으면 아래쪽에 천이 있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protocols/ExposureManagementPlan_ECE.pdf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protocols/ExposureManagementPlan_ECE.pdf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docs/ECEIsolationQuarantineFlowChart.pdf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HOO/HOO_SaferReturnWorkCommunity.pdf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masks/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masks/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masks/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masking%20for%20kids/masking-for-kid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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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는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안적인 보호 전략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어린이와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매주) 선별 검사 

-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어린이와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의 환기 개선 

전략 

-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과 실내 공간의 공간을 공유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기능이 향상된 호흡용 마스크 (예: N95, KN95, KF94) 제공.  

• 밀접 접촉자의 마스크 면제: LA 카운티 일괄 격리 명령은 일괄적 실내 마스크 

착용 정책과 관계없이 현재 무증상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자는 
마지막으로 노출된 후 10일간 실내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고기능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 역시, 집에서의 격리를 

하지 않으려면 노출 후 최소 3~5일이 지난 다음 검사는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마스크 면제 대상으로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출 

후에도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는 생후 24개월 이상의 밀접 접촉자는 

• 무증상 상태를 유지 

• 마지막 노출 후 10일 동안 증상을 모니터링 및 

• 적어도 노출 후 3-5일 그리고 노출 후 6-9일에 한 번 COVID-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노출 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생후 24개월 
이상의 사람은 마지막 노출 후 10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 현장에서 발병이 발생할 경우 LA 카운티 DPH 발병 조사관은 다른 임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CE 프로그램의 어린이, 직원 및 관리자는 그들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어린이는 발병 기간 
동안 집에 머무르도록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시설에 참석하거나 

일하는 다른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입니다. 

•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직원의 경우, COVID-19 확진자로부터 노출된 후 직장 
복귀 요건은 Cal/OSHA ETS를 참조하십시오. 

• 노출 후의 마스크 착용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아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의 

COVID-19 노출 관리 계획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직원: ECE 직원에게 호흡기 마스크 및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 사항*: 실내에서 일하거나 
다른 사람들 주변의 차량에서 일하는 모든 ECE 직원들은 수술용 마스크(의료 시술 
마스크라고도 함)를 무료로 제공 받아야 하며 자발적으로 고기능 호흡기용 마스크(예: KN95, 
KF94 또는 N95 호흡용 마스크)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al/OSHA는 실내에서 일하거나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이동 수단 안에서 실내에서 일하는 직원의 요청이 있을시,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호흡용 마스크를 정확한 사용방법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원의 마스크 규정을 따르십시오. 

• 고용주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이상 ECE 장소에 
입장하거나 활동에 참가한다는 조건으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o 또한 음식 서빙, 기저귀 갈아주기, 쓰레기 처리 또는 청소 및 소독 제품 사용과 같은 
작업을 위해 장갑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HOO/HOO_Coronavirus_Blanket_Quarantine.pdf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ETS.html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protocols/ExposureManagementPlan_ECE.pdf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protocols/ExposureManagementPlan_ECE.pdf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BestPractices/#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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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독립 계약자는 주 노동법에 따라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산업 
관계부의 독립 계약자 및 직원 웹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례 선별 검사 및 대응 

• Cal-OSHA는 ECE 현장에서 COVID-19 증상에 대해 직원의 증상 선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o 선택사항으로 출근 전 직원들이 직접 증상을 평가하도록 하거나, 사업장 입구에 

안내판을 사용하거나, 매일 현장에서 선별 검사를 완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체온 

측정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허용은 됩니다.  출입 시 증상 검사를 확인하세요.  

o COVID-19 증상이 있거나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노출된 직원은 CAL/OSHA ETS 업무 

복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o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ECE 시설에 입장하기 전에 어린이와 방문객에게 유사한 

검사를 권고합니다. 직원에게 권장되는 동일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람들에게 COVID-19의 발열 또는 기타 증상 및/또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입장하지 않을 

것을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합니다. 

• CDSS 지역사회 관리 허가부(CCLD)의 요구 및 CCR 섹션 101216(h), 101226.1(a)(1) 및 
102417(e)의 타이틀 22에 따라 전염성 질병 또는 병의 증상을 보이는 모든 사람, 모든 아이들 
또는 직원들을 집으로 이송할 수 있을 때까지 배제하거나 고립시킵니다. 

o 격리된 어린이가 계속해서 적절한 감독을 받고 면허 요건에 따라 하루 종일 건강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도록 합니다. 
o 가족 보육원에 거주하는 개인이 COVID-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밀접 
접촉자(ph.lacounty.gov/covidcontacts) 또는 
고립(ph.lacounty.gov/covidisolation)에 대한 공중 보건 지침을 따르십시오.  

• ECE 제공자는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3건 이상의 연관된 사례가 나올 시 반드시 운영일 기준 
1일 이내로 LA 카운티 DPH 공무원 및 커뮤니티 케어 면허 부서(CCLD)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유아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의 COVID-19 노출 관리 계획 지침을 따르십시오. 

o 14일 기간 이내에 발생한 3건 이상의 단체 발병 사례는 타이틀 22, CCR 섹션 
101212(d)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해당 지역 사무소를 통해 DPH 및 CDSS 커뮤니티 
케어 면허 허가부(CCLD)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o 가족 보육원은 LA 카운티 DPH에 의해 결정된 경우 타이틀 22, CCR 섹션 

102416.2(c)(3)에 따라 지역 사무소를 통해 CCLD에 전염병 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감염 및 노출 보고 및 관리에 대한 추가 정보는 ECE COVID-19 툴킷을 
참조하십시오(ph.lacounty.gov/EducationToolkitECE). 

 

신체적 거리 두기 및 안정적인 그룹 유지를 고려 

ECE 현장에서는 더 이상 신체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COVID-19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치의 구현을 고려하세요: 
 

• 잘 정의된 집단을 유지합니다.  ECE 환경은 일반적으로 매일 동일한 직원과 어린이 그룹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그룹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룹 간의 분리가 분명히 

되어있도록 노력해보십시오.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
https://www.dir.ca.gov/dlse/faq_independentcontractor.htm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BestPractices/#signage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business/EntryScreening.pdf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covid19faqs.html#iso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covid19faqs.html#iso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BestPractices/#signage
https://www.cdss.ca.gov/Portals/9/Regs/4cccman.pdf
https://www.cdss.ca.gov/Portals/9/Regs/5cccman.pdf
https://www.cdss.ca.gov/Portals/9/Regs/fccman/fccman.docx?ver=2022-05-03-123527-540
https://www.cdss.ca.gov/Portals/9/Regs/fccman/fccman.docx?ver=2022-05-03-123527-540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covidquarantine/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covidisolation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protocols/ExposureManagementPlan_ECE.pdf
https://www.cdss.ca.gov/Portals/9/Regs/4cccman.pdf
https://www.cdss.ca.gov/Portals/9/Regs/4cccman.pdf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CEA2F91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
https://www.cdss.ca.gov/Portals/9/Regs/fccman/fccman.docx?ver=2022-05-03-123527-540
https://www.cdss.ca.gov/Portals/9/Regs/fccman/fccman.docx?ver=2022-05-03-123527-540
http://ph.lacounty.gov/acd/ncorona2019/EducationToolkit/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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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을 줄이기 위해 하차 및 픽업 시간을 다르게 배정해보십시오. 부모와 보호자가 하루의 
시작과 끝에 어린이의 하차를 더 쉽게 만들어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동시에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따라 시간 차를 두도록 하고 입구의 인파가 모이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아이들에게 타인과 거리 두기를 유지하도록 상기시키기 위해 바닥에 붙은 테이프 혹은 사진 

등의 시각 보조 교구를 사용하세요. 

• 식사를 더 안전하게 하십시오: 

o 근무자, 직원 및 자원 봉사자를 위해 야외 휴식 공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공유된 실내에서 
함께 식사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의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식사/음주를 

하는 동안 최소 6피트(약 2팔 길이)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시간차를 두어 
동시에 점심 식사를 하거나 휴게실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줄어들게 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o 어린이의 경우, 공간과 날씨가 허락한다면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실내에서 식사를 할 때는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거리 두기를 하세요. 테이블을 
이동하여 어린이 사이를 띄어 놓거나 테이프와 그림을 사용하여 어린이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고 앉을 수 있는 위치를 표시해 두십시오. 
 

환기 개선 

• 건물의 냉난방 및 환기(HVAC)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휴대용 고효율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고, 건물의 공기 필터를 가능한 가장 높은 효율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하며, 모든 작업 구역에서 외부 공기 및 환기량을 늘리기 위해 다른 수정 사항을 
고려해보십시오. 

• 시설에 신선한 공기를 안전하게 유입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날씨와 작업 조건이 허락할 때, 
창문과 문을 여는 것이 안전하면 창문과 문을 여십시오. 열린 창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안전 팬(fan)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항상 창문 팬을 내부가 아닌 바깥쪽으로 

바람이 불도록 설치하십시오. 

• 창문을 열 수 없는 경우 권장되는 마스크 착용 및 신체적 거리 두기와 같이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감염 통제 조치를 중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버스나 승합차 등의 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안전할 때 창문을 열어 실외의 공기 흐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 CDPH 실내 환경의 환기, 여과 및 공기질에 대한 임시 지침 및 CDC 학교에서의 환기 및 어린이 
보육 프로그램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청소 및 소독 

아래 나열된 청소 및 소독, 실내 관리 및 위생 원칙에 대한 요구 사항과 관련된 기본 감염 관리 관행을 
따르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감독하십시오. 

• CCR 섹션 101216(e)(2), 102416(c),  101238(a) 및 102417(b) 내 설명된 대로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요구 사항을 따르십시오. 

• 의류와 침구류 같은 세탁물은 적당한 온수를 설정하여 세탁해야 합니다. 세탁물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아픈 사람의 오염된 세탁물을 다룰 때는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청소 제품을 선택할 때 EPA 승인 목록 "N”에 있는 COVID-19에 대해 사용이 승인된 제품을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Interim-Guidance-for-Ventilation-Filtration-and-Air-Quality-in-Indoor-Environments.aspx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ventila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ventilation.html
https://www.cdss.ca.gov/Portals/9/Regs/4cccman.pdf
https://www.cdss.ca.gov/Portals/9/Regs/fccman/fccman.docx?ver=2022-05-03-123527-540
https://www.cdss.ca.gov/ord/entres/getinfo/pdf/ccc6.pdf
https://www.cdss.ca.gov/Portals/9/Regs/fccman/fccman.docx?ver=2022-05-03-123527-540
https://www.cdss.ca.gov/Portals/9/Regs/fccman/fccman.docx?ver=2022-05-03-123527-540
https://www.epa.gov/pesticide-registration/list-n-disinfectants-use-against-sars-cov-2
https://www.epa.gov/pesticide-registration/list-n-disinfectants-use-against-sars-co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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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제품 사용 지침을 따르십시오. 

• 학교 보건법은 보육 센터에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캘리포니아 학교 및 보육 

통합 병해충 관리 웹사이트에서 매년 캘리포니아 주 농약 규제부 승인을 받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가정 기반보육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백신 접종 권장 

• COVID-19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COVID-19 발생 예방을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백신 접종자는 여전히 COVID-19에 감염될 수 있지만, 백신은 중증도 
질병과 사망 위험성을 낮춥니다. COVID-19 백신은 무료이며 LA 카운티에서 널리 이용 

가능합니다. 많은 접종 장소는 사전에 예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백신을 접종 시 체류 신분에 관한 
질문을 하지 습니다. 당국 ph.lacounty.gov/howtogetvaccinated에 접속하거나 DPH 백신 콜 

센터에 833-540-0473 로 전화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 근로자가 기본접종 및 및 부스터 샷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 직원과 가족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에 백신 접종 클리닉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유급 
휴가 혹은 현금 보너스 등의 인센티브 기회를 고려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COVID-19에 대해 

직원들이 최신 권장 접종을 받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위생 지원 

• 공동 화장실 입구와 외부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안내판을 두세요. 손 

소독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아이들이 손 소독제를 사용할 때 알코올을 
삼키거나 눈에 닿지 않도록 감독하십시오. 

• 아이들과 직원들에게 자주 손을 씻기를 권장하십시오. 

• CDC 지침 손 위생 실천 상황 및 요령을 참조하세요. 

 

의사소통하기 

• ECE 장소에서 안내판 게시를 통해 마스크가 COVID-19와 다른 호흡기 질환들의 전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과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방문객, 직원, 및 생후 24개월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마스크 사용법을 알리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방문객이 밀접 접촉에 대비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것과 생후 24개월 이상 나이의 

모든 방문객, 직원 및 어린이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권장 사항(또는 

그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을 
게시합니다. 

• 부모 안내책자를 업데이트하고 새 규칙을 부모에게 공유합니다. 

• 당국 웹사이트에 COVID-19 안전 정책을 게시하십시오. 
 

스트레스 대처하기 

COVID-19 대유행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COVID-19 유행 시기에 스트레스, 불안, 슬픔, 걱정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귀하, 귀하가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
https://www.cdpr.ca.gov/docs/pestmgt/pubs/hsa_factsheet.pdf
https://www.cdpr.ca.gov/docs/schoolipm/
https://www.cdpr.ca.gov/docs/schoolipm/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disinfecting-building-facility.html?CDC_AA_refVal=https%3A//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organizations/cleaning-disinfec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disinfecting-building-facility.html?CDC_AA_refVal=https%3A//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organizations/cleaning-disinfec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afety.html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vaccine/hcwsignup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vaccine/hcwsignup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vaccine/hcwsignup
http://ph.lacounty.gov/acd/ncorona2019/educationtoolkit/ECEvaccination/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vaccine/FAQ-VaccineFullyVaxUpToDate.pdf
https://www.cdc.gov/handwashing/when-how-handwashing.html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covidquarantine/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BestPractices/#sig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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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가족, 혹은 귀하가 알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LA 카운티 정신 
건강국에 1-800-854-7771로 전화하시면 주 7일, 24시간 내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은 

741741로 "LA"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국 웹페이지 http://dmh.lacounty.gov/resources에는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적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자원과 권장 사항입니다: 

• COVID-19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비상조치 계획(playbook)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어린이와 성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도구와 전략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 건강한 영양 섭취, 수면, 신체 활동 습관 및 자기 관리를 촉진합니다. 

• 동료 및 가족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고 공유합니다. 

• 직원과 어린 자녀의 걱정과 감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도록 장려합니다. 

• 프로그램에 정신 건강 상담이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대해 직원, 어린이 및 가족과 서로 터놓고 자주 소통합니다. 

• CalHOPE 및 국가 재난 본부: 1-800-985-5990에 대한 안내판 게시를 고려하거나 또는 
66746에 “TalkWithUs”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 직원들이 전국 자살 예방 라이프라인 1-800-273-TALK(1-800-273-8255)에 문의할 것을 
권유하십시오. 스페인어 사용자의 경우 1- 888-628-9454입니다. 또는 직원들이 슬픔, 우울 
및 긴장과 같은 기분이 들어 감정에 압도된다고 느낀다면 라이프라인(lifeline) 위기 채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원들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싶어 한다면 911에 
연락하십시오.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
http://dmh.lacounty.gov/resources
https://files.covid19.ca.gov/pdf/wp/california-surgeon-general_stress-busting-playbook_draft-v2clean_ada-04072020.pdf
https://www.calhopeconnect.org/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managing-stress-anxiety.html
https://suicidepreventionlifeline.org/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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