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획득
쿠오모 주지사의 새 COVID-19 유급 병가법에
따른 강제 또는 사전예방 격리의 경우
이 법은 COVID-19 사전예방 또는 강제 격리 명령의 적용을 받는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뉴욕 근로자에게 고용 보호와 유급
휴가를 보장합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사항
COVID-19로 인한 사전예방 또는 강제 격리나 분리 명령을 받으려면, 지역 보건 부서(Local Health Department, LHD)에
연락해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웹사이트
(health.ny.gov/contact/contact_information)에서 해당 LHD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LHD는 시기 적절하게 서면 명령을
제공해야 합니다.
LHD가 귀하에게 명령을 즉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	귀하를 치료한 면허 소지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아 제출하세요(아래 “문서 지침”에
설명된 대로). 그리고
2.	명령을 받기 위해 해당 LHD에 후속 조치를 취하고, 명령을 받는 즉시 귀하의 보험회사에 제출하세요. LHD는
요청된 명령을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문서 지침
면허 소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문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귀하가 강제 분리(Mandatory Isolation) 대상인 경우, 그 증명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COVID-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됨, 또는
2.	현재 검사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귀하에게 증상이 있으며 알려진 COVID-19 사례와 접촉이 있었음.
• 귀하가 강제 격리(Mandatory Quarantine) 대상인 경우, 그 증명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COVID-19 확진자 또는 현재 강제 분리 상태인 사람과 밀접한 접촉이 있었음, 또는
2.	귀하에게 증상이 있으며 지난 14일 동안에 COVID-19 여행 경보 레벨 2, 3, 4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귀국함.
• 귀하가 사전예방 격리(Precautionary Quarantine) 대상인 경우, 그 증명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귀하에게 증상이 없으며 지난 14일 동안에 COVID-19 여행 경보 레벨 2, 3, 4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귀국함. 또는
2.	귀하가 COVID-19 확진자와 근접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판정됨.

검증
귀하의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 보험회사가 제출된 청구의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청구 거부
위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유급 가족 휴가에 대한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새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y.gov/COVIDpaidsickleave에서 확인하세요.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고용주가 근로자를 사전예방 격리 조치로 집에 보내는 경우, 상기 절차를 따르는 근로자는 격리 기간 동안 고용주의 유급
가족 휴가 및 장애 혜택 보험회사를 통해 고용 보호, COVID-19 병가 또는 유급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OVID-19에 대한 추가 정보는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코로나바이러스 웹사이트
(coronavirus.health.ny.gov/home)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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