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y 5, 2020 

근로자를 위한 지침 
자세한 내용은  www.sccgov.org/coronavirus 을 방문하십시오.

지역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필수 인력의 일부입

니다. 여기에는 식료품점, 주유소, 식당, 헬스케어, 호텔 및 모텔, 배달 서비스 및 운송 서비스, 응급 처치 

자 및 필수 활동을 계속하는 비즈니스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카운티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필수 근로

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때문에 안전하게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집 밖에서 현재의 

명령에 따라 재개 할 수 있는 비 필수 비즈니스를 위한 기본 기능을 유지는 중요한 일을 수행할 것이

고 아웃 도어 비즈니스를 담당합니다 (2020 년 5 월 4 일부터).

집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COVID-19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
해 다음과 같은 팁을 제공합니다. 

직장에 갈때: 

• 개인 차량으로 혼자 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동 방법입니다.

•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차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

러 간다면, 입과 코를 덮는 얼굴 가리개 (예: 두건, 스카프 또는 수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가능하
면 차창을 열어 두십시오. 대중 교통을 이용한다면, 버스나 기차를 기다릴 때와 탈 때 얼굴 가리개
를 착용하십시오.

• 특히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가능하면 발권기, 난간 및 문과 같은 표면을 만진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손 소독제를 소지하십
시오.

직장에서:

• 직장에 도착하는 즉시 그리고 근무하는 동안 가능한 자주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최소한 20

초 동안 씻으십시오. 손을 닦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알코올 함량이 60 % 이상인 손 소독제

를 사용하십시오.

• 직장에서 입과 코를 가리는 얼굴 가리개 (예 : 두건, 스카프 또는 수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이것

은 필수입니다.

직장에서 집에 도착 했을때: 

•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을 철저히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 집의 다른 구역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현관문 또는 집 입구 근처에 작업도구를 놓을  공간을 만드
십시오.

• 손을 씻은 후 소독용 티슈로 휴대폰, 열쇠 및 기타 물건을 청소 하십시오.

• 집에 들어갔을 때 만진 손잡이나 기타 표면을 청소하십시오.

https://www.sccgov.org/sites/covid19/Pages/hom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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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세탁 상황에 적합 하도록, 세탁을 해야하는 작업복을 세탁기에 바로 집어 넣거나, 별도의
가방에 따로 보관하십시오.

•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 손을 씻고 샤워 할 때까지 누군가를 안거나 만지지 마십시오.

집에서: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티슈나 소매로 입 / 코를 막고, 사용한 티슈를 버리십시오.

• 컵, 식기, 수건과 같은 개인 용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마십시오.

• 전화기, 키보드, 주방 조리대, 화장실, 수도꼭지 및 문 손잡이를 포함한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자주
청소하십시오. 일반 청소 제품은 COVID-19에 효과적입니다.

몸이 아플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세우십시오: 

• 병에 걸렸을 때 필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계획하십시오.

• 식료품점, 약국 및 기타 장소의 방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패하기 어려운 음식, 가정 용품, 청소
용품 및 약품을 준비하십시오.

• 귀하가 아프면 식료품 쇼핑 및 기타 필수 활동을 책임질 사람을 결정하십시오. 집에 도와 줄 사람이
있습니까? 식료품을 문앞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무료 지원 서비스: 

• 주택 지원은, 카운티 공동 운영 센터 (408-278-6420)로 문의 하십시오.

• 식량 지원을 원하시면, Second Harvest Food Bank (1-800-984-3663)로 전화 하십시오.

• 담당 의사가 없는 경우, 1 차 진료 접근 프로그램 (408-556-6605)에 전화하여 증상에 대해 의사와 상
담 하십시오.

• COVID-19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 할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COVID-19로 인해 손실된 임금의 일부를 보장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자격이 있는지 확인 하려면

sccfairworkplace.org를 방문하거나 1-866-870-7725로 전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