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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알라메다 카운티 내 모든 고용주 

발신: Nicholas J. Moss, MD, MPH, 보건소 

제목: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의 직장 복귀 지침 

알라메다 카운티 공중 보건부(Alameda County Public Health Department, ACPHD)는 알라메다 카운티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모든 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에 충실합니다. 얼굴 가리개 착용 의무화, 6피트 간격 유지 

보장, 정기적인 증상 점검 시행 및 아픈 직원의 결근 지원을 포함한, 근무지 안전을 위한 주 정부 및 지방 요건 준수에 

감사드립니다. 

 

COVID-19는 우리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으며, 이 바이러스를 지니게 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 담당관 

명령에 따라, COVID-19에 걸린 자는 -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 특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집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며 격리합니다. 

 

마찬가지로,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COVID-19에 노출된 많은 사람 또한 집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며 예방 격리하기가 보건 담당관 명령에 의하여 의무화되었습니다. 

 

다음 링크는 고용주들을 현재 격리 및 예방 격리 요건으로 인도하는데 활용됩니다. 직원의 직장 복귀 여부 

결정/COVID-19 검사를 사용한 직장 복귀 여부 결정 시, 고용주가 아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권고합니다.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현재 격리 및 예방 격리 지시사항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covid-19.acgov.org/isolation-quarantine  

o 유의할 점:  일부 직장은 해당 산업(예를 들어 학교, 의료 시설, 교화 시설)에 따라 특정 요건 또는 

지침을 따를 수 있으며, 고용주는 바로 아래 링크로 연결된 보건 담당관 명령에서 부가 정보를 

확인합니다. 

 

• 격리 및 예방 격리에 대한 보건 담당관 명령은 두 가지 다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bit.ly/AC-HOO  

 

• 직장 측에서는 반드시 다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캘리포니아 산업 안전 보건국(Cal/OSHA)의 요건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이를 따릅니다: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  

 

알라메다 카운티 공중 보건부(ACPHD)에서는 직장 복귀를 위한 승인 편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의사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메모 또한 권장하지 않습니다. COVID-19를 확진 받은 자가 5일만에 격리를 종료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데 COVID-19 검사가 사용될 경우, 항원 검사를 사용합니다. 분자 검사/핵산 증폭 검사(PCR/NAAT 

tests)는 감염 뒤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으며, 감염 또는 전염성 여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항원 검사에 음성 결과를 받기는, 11일째 날 이전에 격리를 종료하려 하는 경우에만 권장됩니다. COVID-19 

확진자가 10일간의 격리를 완료하였으며 증상 기준(무증상/완화되고 있는 증상 및 발열 없음)을 충족할 경우, 더 

이상의 검사가 권고되지 않으며, 직장에 복귀하는데 검사가 사용 되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 안전 유지에 귀하의 협조와 중요한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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