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 
  
 
 
TOMÁS J. ARAGÓN, M.D., Dr.P.H.   GAVIN NEWSOM 

국장 겸 공중보건 담당관  주지사   

            

 

CDPH 국장실, MS 0500 l  P.O. Box 997377  l   

Sacramento, CA 95899-7377 

(916) 558-1700  l  (916) 558-1762 (팩스) 

인터넷 주소: www.cdph.ca.gov 
 

 

2021년 6월 29일 

보육서비스 제공자 및 프로그램을 위한 업데이트된 지침 

개요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COVID-19) 감염 관리 관행에 대한 지침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모든 보육 프로그램은  
COVID-19의 확산을 계속 최소화하고 어린이, 서비스 제공자 및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지속적인 감염 관리의 필요성을 다루는 새롭고 업데이트된 
정책을 적용하고 그들의 비상 대비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 및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들에게 시설 내 COVID-19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감염 관리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이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 및 관행에 대해 가족 및 
직원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침은 2020년 7월 17일자로 업데이트된 COVID-19 지침: 보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에 있는 이전의 COVID-19 지침을 대체합니다. 

면허 소지자 및 기타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 (CDPH), 캘리포니아 
직업안전  보건국 (Cal/OSHA) 산업 관계 부서 및 지역 공중보건국의 지침 또는 요건 외에도, 
특정 시설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캘리포니아 사회서비스부(CDSS ) 및 커뮤니티 
보육면허국 (CCL )의 서비스 제공자 정보 통지(PIN )에 있는 COVID-19  요건 및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가장 최신의 CDPH, CCL, Cal/OSHA 및 지역 보건국 지침 또는 보건 명령 간에 요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 면허 소지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가장 엄격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지침의 
이행은 보육을 제공하는 환경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과 어린이 

및 가족의 필요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직장 안전 및 보건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전염병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al/OSHA COVID-19 예방 비상 임시 기준 (ETS)의 범위에 
속하는 면허 소지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이 기준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계획  

• 면허 소지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계속해서 COVID-19 확산을 완화해야 합니다. Cal/OSHA 
COVID-19 Guide지침 및 자원을 검토하여 직원을 보호하고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Immunization/Local-Health-Department.aspx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ETS.html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Immunization/nCOV2019.aspx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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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OSHA COVID-19 예방 프로그램 (CPP)은 Cal/OSHA COVID-19 비상 임시 기준에서 
요구되는 서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템플릿에 접속하려면 COVID-19 예방 비상 
임시 기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시설에는 어린이 또는 직원이 COVID-19에 걸린 사람, COVID-19  증상 또는 COVID-19 
검사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에 노출된 경우를 대비한 서면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부모, 보호자 및 돌봄이와 그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정보와 지침을 공유할 수 있는 서면 
소통 계획을 세울 것을 권장합니다.  

• CDPH 보육 시설 내의 사례 및 연락처 관리 지침에 따라, 직장에서 발병할 경우 권장되는 

절차 및 프로토콜을 이행하십시오.  

COVID-19 백신  

• CDC는 COVID-19 유행성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써 예방 
접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면허 소지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백신 안전성, 혜택 및 백신 접종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IN 21-06-
CCP를 참조하십시오. 

• 직원 및 가족들과 백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캘리포니아 COVID-19 백신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추천해주십시오. 

• 면허 소지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직원 또는 어린이가 COVID-19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확인은 예방 접종 확인이 시설 파일에 문서화되어 보관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 확인증 인쇄본 
또는 디지털 기록을 검토하여 수락할 수 있습니다. 

검사 

• 검사는 COVID-19 예방에 대한 다계층적 접근법 중의 하나입니다.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된 COVID-19 검사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안면 가리개 

•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현행 CDPH 마스크 사용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현재,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 (CDPH)과 직업안전 보건국 (Cal/OSHA)은 보육 실내 
환경에서는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2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게는 안면 가리개를 절대로 
착용시키지  마십시오.  

• 아이들은 잠을 자는 동안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 보육 서비스 제공자 및 면허 소지자는 어린이가 더운 날씨에 안면 가리개 착용으로 몸이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ETS.html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ETS.html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contact-management-childcare-facilities.aspx
https://www.cdss.ca.gov/Portals/9/CCLD/PINs/2021/CCP/PIN-21-06-CCP.pdf
https://www.cdss.ca.gov/Portals/9/CCLD/PINs/2021/CCP/PIN-21-06-CCP.pdf
https://myturn.ca.gov/ko_KR.html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Updated-COVID-19-Testing-Guidance.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aspx#June15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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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보호 장비 및 용품 

아래 차트는 보육 환경에서 사용하는 보호 장비 및 용품에 대한 빠른 참조입니다. 안면 가리개, 
손 위생 및 소독 그리고 청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문서에서 제공됩니다. 

항목 보육 인력 어린이 

안면 가리개 예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CDPH 
마스크 사용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니요 

2세 이상의 어린이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장갑 예 

급식, 기저귀 갈기, 쓰레기 

처리, 또는 청소 및 소독 제품 

취급과 같은 작업 시 착용 

아니요 

손 소독제 

최소 60% 에틸 알코올 (권장) 

또는 최소 70% 이소 프로필 

알코올 (신경독 및 눈 

자극제)을 포함해야 합니다. 

경고 메탄올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선택 사항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주 손을 씻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성인의 감독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마신 경우 800-222-

1222로 독극물 통제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소독제는 완전히 마를 때까지 

어린이 손에 문질러야 

합니다. 손 소독제는 24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살균제 청소 제품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교육 및 필수 보호 장비를 

제공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아니요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aspx#June15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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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육 서비스 제공자 및 면허 소지자는 해당 지역 보육 자원 및 추천 기관 또는 지역 First 
5 사무실에 개인 보호 장비 (PPE) 및 용품 입수에 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거리두기 및  안정적 그룹 

• 신체적 거리두기는  COVID-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그룹과 직원 간의 추가 

안전막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감염 관리 관행 중의 하나입니다.   
• 보육 환경은 일반적으로 매일 같은 그룹의 직원과 어린이들로 구성된 안정적 그룹 모델을 
갖고 있으며, 면허 소지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안정적인 그룹을 가장 효과적인 관행으로 
계속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직원은 신체적 거리두기 요건에 대해  Cal/OSHA ETS를 따라야 합니다. 

환기  

환기는 건강한 환경 유지를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이며, 보육 프로그램을 위한 중요한 COVID-
19 예방 전략입니다. 좋은 환기는 공기 중의 바이러스 입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  다른 예방 조치와 함께 환기는 질병의 확산 가능성을 줄이고 보육 중인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예로, 환기 타이틀  22 요건, 
캘리포니아 규정집 (CCR) 섹션 101216(e)(2), 101223(a)(2), 101238(a), 102416(c), 
102417(b), 및 102423을 참조하십시오.)  

• 실내 운영이 허용된 모든 비즈니스는 CDPH의 임시 환기, 여과 및 공기 질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이 지침에는 COVID-19의 확산을 줄이고 건물과 부지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더 나은 환기, 여과 및 실내 공기 질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육 시설에 신선한 공기를 안전하게 유입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 열린 창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팬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팬이 공기를 바깥쪽으로 불어내도록 설치하십시오. 공기 여과 및 배기 팬 사용 등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양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버스 또는 밴 등 수송 차량 내부에도 환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할 경우, 창문을 열어 외부 공기의 유입을 늘릴 것을 권장합니다. 

• 보육 시설에 대한 추가 정보는 CDC 학교 및 보육 프로그램에서의 환기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s://rrnetwork.org/family-services/find-child-care
https://www.ccfc.ca.gov/family/family.html#find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ET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more/science-and-research/transmission_k_12_schools.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prevention.html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A329AB8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140b00000179fc5284e73faef517%3fppcid%3d78bc929988bd470a96443fb010cfd065%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A329AB8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1216&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A673F48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140b00000179fc530a1e3faef51c%3fppcid%3dd4c7270269d74bc6aae00907cb24ba63%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A673F48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1223&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A9E5749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140b00000179fc53827f3faef523%3fppcid%3d86a14dcd9f274c368f6e03fd9df65c85%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A9E5749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1238&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CE1BA0A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140a00000179fc53efa0d2ec21f2%3fppcid%3d10ae90ef4aa0411f9ea0ee0215c015ea%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CE1BA0A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2416&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D4B30CAB76BA400AA7210B6CD2AA6348?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140a00000179fc546262d2ec21f6%3fppcid%3d7e683930620d4034b873fbbd08d5577d%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D4B30CAB76BA400AA7210B6CD2AA6348%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2417&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D0636DC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140a00000179fc54ce26d2ec21f8%3fppcid%3d1dd544d3e6ac4f128965dff43cd82188%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D0636DC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2423&t_S1=CA+ADC+s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Interim-Guidance-for-Ventilation-Filtration-and-Air-Quality-in-Indoor-Environments.aspx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ventilation.html
https://www.ccfc.ca.gov/family/family.html#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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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소독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소 및 소독, 시설 관리 및 위생 
원칙, 그리고 보편적인 건강 예방 조치에 대한 요건과 관련된 아래의 감염 관리 관행을 

따르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모니터링하십시오. ( CCR 섹션 101216(e)(2), 102416(c), 

101238(a) 및 102417(b)에 따른 청소 및 소독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관행은 또한 
건물과 부지가 청결, 안전, 위생적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예로는, 타이틀 22 CCR 섹션 101216(e)(2), 
101223(a)(2), 101238(a), 102417(b), 및 102423에 따른 청소 및 건강한 편의 시설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 건강한 보육 환경과 보육 중인 어린이의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 위생처리 및 소독의 
차이점과 각각을 수행하는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 및 소독과 관련된 감염 관리 
관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의료 및 침구와 같은 세탁물은 적절한 온수 설정을 사용하여 세탁하고 세탁물이 완전히 
건조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의 더러운 세탁물을 취급하는 경우,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PIN 20-11-CCLD를 참조하십시오. 

• 청소 제품을 선택할 때는, 환경보호국 (EPA) 승인 목록 “N” 에서 COVID-19에 대해 
사용하도록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 사용 설명서를 따르십시오. 

• 해당 제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항상 라벨에 있는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 건강한 학교법에 따라 보육 센터에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살충제 
규제국에서 승인한 연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캘리포니아 학교 및 보육 
통합 병해충 관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것은 가정 보육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 씻기 및 위생  

아래의 개인 위생 관행을 이용하면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이 강력히 
권장되는 보편적인 건강 예방 조치 및 예방 건강 관행을 따르도록 교육하고 모니터링 

하십시오. (타이틀 22 CCR 섹션 101216(e)(2) 및 102416(c)의 손 씻기 및 위생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 마스크 선택, 착용 및 세척 방법에 대해 CDC에서 배우십시오. 마스크는 자주 세척해야 

합니다.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A329AB8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20f200000179f85973c9b971fd0b%3fppcid%3d62174619b8cb4d47a55934f1702c3e2f%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A329AB8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1216&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CE1BA0A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A9E5749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140b00000179fc53827f3faef523%3fppcid%3d86a14dcd9f274c368f6e03fd9df65c85%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A9E5749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1238&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D4B30CAB76BA400AA7210B6CD2AA6348?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140a00000179fc546262d2ec21f6%3fppcid%3d7e683930620d4034b873fbbd08d5577d%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D4B30CAB76BA400AA7210B6CD2AA6348%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2417&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A329AB8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140b00000179fc5284e73faef517%3fppcid%3d78bc929988bd470a96443fb010cfd065%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A329AB8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1216&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A673F48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140b00000179fc530a1e3faef51c%3fppcid%3dd4c7270269d74bc6aae00907cb24ba63%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A673F48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1223&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A9E5749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140b00000179fc53827f3faef523%3fppcid%3d86a14dcd9f274c368f6e03fd9df65c85%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A9E5749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1238&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D4B30CAB76BA400AA7210B6CD2AA6348?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140a00000179fc546262d2ec21f6%3fppcid%3d7e683930620d4034b873fbbd08d5577d%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D4B30CAB76BA400AA7210B6CD2AA6348%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2417&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D0636DC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140a00000179fc54ce26d2ec21f8%3fppcid%3d1dd544d3e6ac4f128965dff43cd82188%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D0636DC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2423&t_S1=CA+ADC+s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disinfecting-building-facility.html
https://cdss.ca.gov/Portals/9/CCLD/Pins/2020/CCLD/PIN-20-14-CCLD.pdf
https://apps.cdpr.ca.gov/schoolipm/
https://apps.cdpr.ca.gov/schoolipm/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A329AB8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140b00000179fc5284e73faef517%3fppcid%3d78bc929988bd470a96443fb010cfd065%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A329AB8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1216&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CE1BA0A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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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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대한 격리 

보육 프로그램은 전염병 또는 질병의 증상을 보이는 타이틀 22 in CCR 섹션 101216(h), 
101226.1(a)(1)  102417(e)및 의 요건에 따라 전염병 또는 질병의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 부모, 

돌봄이 또는 직원을 제외하거나 격리시켜야 합니다. 

• 보육 중에 있는 어린이가 COVID-19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어린이 및 직원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를 격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격리된 어린이가 감독하에 적절한 간호를 받도록 하고 허가 요건에 따라 하루 종일 해당 
어린이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십시오.  

• 가정 보육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이 COVID-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시설은 검역 또는 
격리에 대한  공중 보건 지침 을 따라야 합니다. 

• 확인된 COVID-19 사례를 현지 보건 담당관, 직원 및 가족에게 즉시 알리십시오. 

급식 및 식사 시간  

COVID-19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식사 시간 동안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들이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옮기거나 어린이들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름 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면허 소지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식사 전후에 적절한 손 씻기, 청소 및 소독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CDC 및 CACFP COVID-19 식품 취급 지침을 따르십시오.  

• 공간과 날씨가 허락하는 경우 야외 식사 시간을 실행하십시오. 

노출 및 발병 대응법 

면허소지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COVID-19 노출 또는 발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노출이 발생한 경우 COVID-19 사례 및 보육 시설 내 연락처 관리 및 고용주를 위한 
직장에서 COVID-19 대응에 있는 권장 사항의 이행을 고려하십시오. 

• 직원과 가족이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확진 
또는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사람에게 노출된 경우 시설에 알릴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십시오.  

• 고용주는 직장에서 발생한 COVID-19 양성 사례를 지역 보건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COVID-19 보고에 대한 Cal/OSHA 비상 임시 기준을 따르십시오. 

• 보육 센터는 타이틀 22, CCR 섹션 101212(d)에서 요구하는 대로 현지 지역 사무소를 통해 
CDSS컴뮤니티 보육 허가 부서에 전염병 발병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정 보육 시설은 지역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A7D0EC7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20f100000179f85c7db479f51db4%3fppcid%3d07afebbeca0841619b8dd8f7ed1139bf%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A7D0EC7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1226.1&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A7D0EC7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20f100000179f85c7db479f51db4%3fppcid%3d07afebbeca0841619b8dd8f7ed1139bf%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A7D0EC7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1226.1&t_S1=CA+ADC+s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D4B30CAB76BA400AA7210B6CD2AA6348?viewType=FullText&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isolation.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student-becomes-sick-diagnosis-flowchart.html
https://www.cdc.gov/foodsafety/newsletter/food-safety-and-Coronavirus.html
https://www.cde.ca.gov/ls/nu/cnpcovid19guidance.asp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Workplace-Outbreak-Employer-Guidance.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Workplace-Outbreak-Employer-Guidance.aspx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A203A21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20f100000179f8581e5f79f51d86%3fppcid%3de2dcc60f3ff9447ba6c2901b069b0a38%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A203A21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1212&t_S1=CA+ADC+s
https://cdss.ca.gov/Portals/9/CCLD/202006-Community-Care-Licensing-Division-Child-Care-Offices.pdf
https://www.dir.ca.gov/title8/3205_1.html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contact-management-childcare-facilities.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on-Isolation-and-Quarantine-for-COVID-19-Contact-Tracin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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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이 결정한 경우 타이틀 22, CCR 섹션 102416.2(c)(3)에 따라 지역 사무소를 통해 
CCLD에 전염성 질병 발병을 보고해야 합니다. 

유행성 전염병 기간 동안의 회복력 유지 요령  

COVID-19 유행성 전염병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며 성인과 어린이에게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COVID-19 유행성 전염병 기간 동안 스트레스, 불안, 슬픔 및 걱정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은 자신, 직원, 어린이 및 가족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권장 사항입니다: 

• COVID-19 동안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캘리포니아 플레이 북은 어린이의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어린이 및 성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도구 및 전략을 제공합니다.  

• 건강한 영양, 수면, 신체 활동 및 자기 관리를 고취하십시오.  
• 스트레스 감소 전략을 논의하고 공유하십시오. 
• 직원과 어린이들이 자신의 우려 사항과 감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도록 장려하십시오. 

• 프로그램에서 정신 건강 상담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서 제공되는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대해 직원, 어린이 및 가족과 열린 소통을 자주 갖으십시오.  

• CalHOPE 및 국가 고통 핫라인: 1-800-985-5990 간판을 게시하거나  TalkWithUs에 문자 
메시지 66746를 보내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직원이 슬픔, 우울증 또는 불안 등과 같은  감정에 압도된 느낌을 갖고 있는 경우 1-800-
273-TALK (1-800-273-8255), 스페인어는 1-888-628-9554로 전국 자살 예방 라이프 
라인에 전화하거나, 라이프 라인 위기 채팅에 접속하도록 권장하십시오. 

 

http://www.cdph.ca.gov/
https://govt.westlaw.com/calregs/Document/ICEA2F910D4C011DE8879F88E8B0DAAAE?viewType=FullText&listSource=Search&originationContext=Search+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20f100000179f882a3e079f51ec3%3fppcid%3dcc128194299f49f29f096ccba2100e2b%26Nav%3dREGULATION_PUBLICVIEW%26fragmentIdentifier%3dICEA2F910D4C011DE8879F88E8B0DAAAE%26startIndex%3d1%26transitionType%3dSearchItem%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originationContext%3dSearch%2520Result&list=REGULATION_PUBLICVIEW&rank=1&t_T1=22&t_T2=102416.2&t_S1=CA+ADC+s
https://www.calhopeconnect.org/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managing-stress-anxiety.html
http://www.suicidepreventionlifeline.org/GetHelp/LifelineChat.aspx
https://files.covid19.ca.gov/pdf/wp/california-surgeon-general_stress-busting-playbook_draft-v2clean_ada-0407202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