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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노동청, COVID-19 대응 산업 지침을 위한 새로운 고용주용 포털 출시 

새로운 포털은 팬데믹 기간동안 고용주들을 위한 사업장 정보의 중앙 허브 역할을 한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캘리포니아 노동청 (LWDA)은 최근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들이 

비지니스 업종별로 주와 지역 카운티의 최신 COVID-19 지침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원 

스톱 허브인 새로운 고용주 포털을 출범했다. 이 포털은 작업장에서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사이트인 SaferAtWork.covid19.ca.gov 에서 접속할 수 있다. 
 

LWDA 는 주 전역의 사업체들이 팬데믹에 적응해 감에 따라 고용주들이 이 포털을 

사업체의 안전한 운영과 주 및 지역 지침 준수 방법에 대한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Julie A. Su 노동청 장관은 “우리는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침과 모범 사례가 발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주들이 최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중앙 항법 허브를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 이 자원을 통해 모든 고용주들이 주와 지역의 정보에 쉽게 

접근해 최대한 안전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포털을 사용하기 위해 고용주가 자신의 비지니스 유형, 위치 및 현재 COVID-19 관행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관련 정보, 유용한 자원 등에 대한 링크 등의 맞춤형 “로드 맵”이 

생성된다. 포털은 비지니스 유형과 위치에 따라 2,000 개 이상의 잠재적인 로드 맵을 

https://saferatwork.covid19.ca.gov/


생성할 수 있고, 이는 사업체 및 카운티에 유효한 COVID-19 관련 지침을 식별하며 이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이 포털은 영어와 스패니시로 제공되며, 주 정부의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 (Blueprint  

for a Safer Economy)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주와 카운티 및 시의 자료에서 모든 COVID-19 

지침과 요건들을 불러낸다. 또한 직장에서 COVID-19 사례가 발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직원 

혜택, 유급 병가 및 즉각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포털은 항상 정확한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로칼과 주의 지침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참고로 포털에서는 사업체 이름이나 기타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포털의 정보는 

교육 목적이며 주 정부 집행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다. 포털은 캘리포니아의 COVID-19 산업 

지침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주 노동청 Labor &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LWDA)은 캘리포니아의 현재 및 미래 

노동력의 복지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행정기관이다. LWDA 는 

캘리포니아의 사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7 개 주요 부서, 이사회 및 

패널을 감독한다. 
 

언론 담당자는 Samantha Leos, 전화 (916) 208-3749 에 연락할 수 있고 LWDA 의 보도 자료나 

다른 업데이트에 대한 이메일 알림 구독을 권장한다.  
                                         

### 
 

https://covid19.ca.gov/safer-economy/
https://covid19.ca.gov/safer-economy/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3A__www.labor.ca.gov_&d=DwMFAg&c=4JOzdpIlQcN5fHQL_PMhCQ&r=bw-5mt2KpIEzlaIXhNG3Z66lLcr4uCbs-9y096FEjXU&m=cW0aPLTeKep8fmA4lwREy718x07g4N7T_og7mcoV1r0&s=ckzgqOIuy5FhVetUwasog1dTd027UP-so72vs-IWRAQ&e=
https://mailchi.mp/labor.ca.gov/subscri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