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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 사업재개 관련 COVID-19 지침 

참고: 본 안내서는 일반적인 정보의 일부를 제공한다. 각 사업자는 제공된 옵션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대출 또는 기타 계약 조건을 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할 수 없다.  

 

차별 및 괴롭힘 예방 

 

고정 고용 및 주택 법 (The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은 보호 범주에 따른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는 공기업 및 사기업 고용주, 노동단체, 5인 이상의 고용기관 모두에게 

적용된다. 아래는 다양한 보호 범주가 포함된 차트이다.  

 

나이 (40세 이상) 결혼 여부 

성별  

• 임신, 출산, 모유 수유 및 관련 질병 포함.  

• 남성 또는 여성 

혈통 유전자 정보 성 정체성 

피부색 군인 및/또는 퇴역군인, 연방근로자 정규표현식 

종교적 신념 

• 종교적인 복장과 몸단장 포함 

• 숙박을 요청하는 사람을 포함  

국적  

• 언어 사용 제한 포함 

• 비시민권 운전면허증 포함 

성적 지향   

장애 (정신적 및/또는 신체적) 
인종 

• 특정 헤어스타일 포함.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자 

 

고정 고용 및 주택 법(FEHA)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고정 고용 및 주택 법은 고용주가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5인 이상 

되사는 경우, 고용인은 모든 직원에게 최소 한 시간 또는 기타 효율적인 인터랙티브한 

교육을 지행하고 성희롱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자급의 직원들에게는 두 시간 또는 

기타 효율적인 인터랙티브한 교육 및 성희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매니저급의 직원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위 교육은 2년에 1회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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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정의는 무엇인가? 

• 고정 고용 및 주택 법(FEHA)에서 명시하는 차별은 기업혜택을 누릴 권한이 거부된 

실질적인 동기가 해당 직원이 보호 계층에 속한다는 이유임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성립된다. 이는 직원이 좋지 않은 근무교대시간을 제공받거나 직원을 해고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까지도 포함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 

•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내부 고발자는 “정부 또는 법률기관, 본인 또는 조사나 검토를 

집행하거나 부정을 시정할 권한이 있는 다른 직원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거나 청문회를 진행하는 공공 기관 또는 증언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직원”으로 정의된다. 

• 캘리포니아에서는 누설한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을 인정하여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  

o 주 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사안인 경우 

o 지역, 주 또는 연방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 준수하는 사안인 경우 

o 직원 안전 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환경 또는 절차 관련 사안인 경우  

• 고용주는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을 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동일 임금법이란 무엇인가? 

• 본 법은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성별, 인종/민족에 따라 

임금을 낮게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다. 

o 유사한 업무 환경 내에서의 종합적인 기술, 노력 및 책임을 수행한다.  

o 직원이 ‘동일한 시설’에서 일할 필요는 없다.  

o 인종, 민족 또는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다. 

• 법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은 금지다.  

• 고용주가 직원이 동료의 급여에 대해 논의하거나 문의할 수 없는 정책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 • 고용주가 성별, 인종 또는 민족에 따른 급여 차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직원의 이전 

급여내역에 의존하는 것을 금지한다.  

• 고용주는 3년 동안 임금 및 고용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함.  

o Note: 동일임금법에 따라 임금 및 고용 관련 기록을 3년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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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기본 근무 시간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 (최소 임금)은 얼마인가? 

인상일자 
직원 수 25명 이하인 

고용주의 경우 

직원 수 26명이상인 

고용주의 경우 

2021년 1월 1일 $13.00 / 시간당 $14.00 / 시간당 

2022년 1월 1일 $14.00 / 시간당 $15.00 / 시간당 

2023년 1월 1일 $15.00 / 시간당  

참고: 캘리포니아 주변의 많은 지역, 카운티 및 도시에는 자체 최대 최저 임금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직원이 특정 도시에서 일하는 경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확인해야 한다. 로컬 

최저 임금은 시간제 직원의 급여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 명세서의 정의는 무엇인가? 

• • 캘리포니아 법은 모든 직원이 각 급여 지급기간마다 급여 명세서를 제공받을 것 것을 

요구한다. 위는 급여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항목이다. 제 3자 급여 회사를 

이용하더라도 급여 명세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 요건은 노동법 섹션 226, 급여 기간 요건은 노동법 204, 

임시 고용주 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노동법 201.3에서 검토할 수 있다. 

 

휴식시간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 

•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휴식 시간을 승인 및 허용해야 함: 

o 근무한 4시간당 10분 또는 근무 시간의 상당부분.  

o ‘상당부분’은 ½보다 큰 부분, 즉 2시간 초과를 의미함. 

o 근무시간이 3시간 30분 미만인 경우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지 않음. 

•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됨. 

• 어떤 식으로도 직원을 업무 대기 상태에 놓아서는 안됨.   

 

식사 시간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 

• 고용주는 30분의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함.  

• 30분의 무급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서는 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없다.  

• 고용주는 직원이 해당 30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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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업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용주는 근무일 기준,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2차 식사시간 (30분)을 제공해야 한다.  

총 근무 시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0 ~ 3.4 0 

3.5 ~ 4.0 10분 유급 휴식 1회 

4.1 ~ 5.0 10분 유급 휴식 1회 

5.1 ~ 6.0 

10분 유급 휴식 1회 및  

30분 무급 식사시간 1회  

(상호 협의로 식사시간이 제외되지 않는 한)  

6.1 ~ 10.0 
10분 유급 휴식 2회 및  

30분 무급 식사시간 1회 

10.1 ~12.0 

10분 유급 휴식 3회 및  

30분 무급 식사시간 2회 

(상호 협의로 식사시간 1회가 제외되지 않는 한) 

12.1 ~ 14.0 
10분 유급 휴식 3회 및  

30분 무급 식사시간 2회 

휴가 제도 

캘리포니아 휴가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가족의료휴가법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 긴급 구조 인력의 휴가 (Emergency Rescue Personnel Leave) 

•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  

• 골수 및 장기 기증 휴가 (Bone Marrow and Organ Donation Leave) 

• 임신휴직제도 (Pregnancy Disability Leave Law, PDL) 

• 학교 활동으로 인한 휴가 (School Activities Leave) 

• 유급 병가 (Paid Sick Leave) 

• 군 휴가 (Military Leave)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휴가 (Leave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 투표를 위한 휴가 (Leave to Vote) 

• 특정 범죄 피해자를 위한 휴가 (Leaves for Victims of Certain Crime)  

• 배심원 임무/ 법원의 소환 또는 호출 (Jury Duty /Subpoena Leave)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은 무엇인가? 

•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법 (FEHA)의 일부. 

•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는 불평등한 대우 없이 동등한 업무로의 복직이 장담 된 상태에서 최대 12주간의 휴가가 허용된다. 

• 본 법안은 고용주가 CFRA 휴가를 신청한 직원에 대한 고용 취하, 해고, 정직 또는 차별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가족의료휴가법과 비슷하지만 좀 더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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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을 갖춘 직원이 휴가 낼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o 출산, 입양 또는 위탁가정인 경우  

o 건강이 위중한 직계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o 근로자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19: 사업/영업 재개 

신규 근무환경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산업안전보건청  (Cal/OSHA) -  코로나 비상 지침 사항 (ETS) 1 

o 효과적인 서면 COVID-19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및 유지한다. 

o COVID-19와 관련된 교육 및 지침 제공한다.  

o COVID-19 발생시 보고한다. 

o 직장 내 모든 COVID-19 사례를 추적하고 특정 사례 기록한다.  

• 직원이 마스크 착용 및 관련 COVID-19 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지침사항을 

만들어야 한다.  

• ETS의 기본 지침사항은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예방 미접종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단 ETS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기 위해선 직원의 예방 

접종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o ETS는 고용주가 백신을 다 맞지 않은 직원에게 최소 2겹 이상의 마스크를 제공하여 해당 직원이 실내, 

차량 내 및 CDPH에 요구에 따른 장소에서 착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ETS에 따라 백신 증명서로 인정되는 옵션들은 무엇인가? 

• 직원은 예방접종 상태를 표시하는 예방접종카드 또는 건강진단서와 같은 예방접종 증빙자료를 

제공하면 고용주는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 직원은 예방접종 증빙자료를 제공하면 고용주는 백신 기록 자체가 아닌 제출한 직원의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 직원은 스스로 예방접종상태를 인증하고 인증 기록도 본인이 보관할 수 있다. 

o 참고사항: 일부 증빙자료는 의료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관련된 추가 준수사항들이 있다.  

대안: 모든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하는 대신 예방 접종 상태를 요청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보건복지부 (FDA)에서 승인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가? 

• 다음을 포함한 일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요구할 수 있다: 

o 고용주는 보호법에 따라 직원이나 구직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o 고용주는 해당 법규에 따른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COVID-19 Emergency Temporar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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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주는 보호법에 해당하는 합당한 편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보복할 수 없다.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를 요청할 수 있는가? 

• 공정고용주택부 (DFEH)는 직원의 예방 접종 상태 관련 증빙 확보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한다: 

o 제 3의 관리자 (타사)가 있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백신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o 요청자는 직원 또는 지원자에게 해당 문서 내용 중 의료정보는 생략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o 예방 접종 상태에 관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업무 복귀 관련 사안 

 

직원이 복귀를 거부할 경우?  

• 직원에게 서면으로 거부사유를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해당 거부사유를 검토해야 한다. 

• 적용되는 주/지역 또는 연방 휴가법에 따라 결정:  

– FMLA/CFRA, 가족 첫 휴가, 병가, 지역 휴가. 

• 복직이 보장된 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장애진단 검사를 고려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 검사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대화를 통해 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무급 휴가를 고려해야 하며 고용개발부 (EDD)에서 관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안전으로 인한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과 이를 논의하고 회사가 마련한 모든 안전 

규칙 및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체온 측정 및 진찰이 허용되는가? 

• EEOC는 근무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되었던 직원의 

출입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 측정 및 진찰이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고용주택부(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도 유사한 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 

• 백신을 다 맞지 않은 직원이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고용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검사로 인해 소요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 진찰 또는 체온 측정하는 데에 소비된 시간에 대한 보상. 

o 시간기록 규약을 재평가해야 함. 

• 건강검진 또는 체온체크 후 귀가한 직원의 근무시간수당 보고.  



업데이트 일자: 9/14/2021 

Bet Tzedek Legal Services   3250 Wilshire Blvd.  13th 층   Los Angeles, CA 90010-1509 

메인 전화번호: (323) 939-0506 • 팩스: (213) 471-4568 • www.bettzede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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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노동청 – 자주 묻는 질문:  

– https://www.dir.ca.gov/dlse/dlse-faqs.htm 

 

공정고용주택부의 공정 기회 법, 범죄 기록 및 고용 관련 FAQ: 

– https://www.dfeh.ca.gov/wp-

content/uploads/sites/32/2019/08/FairChanceActFAQ_ENG.pdf 

 

공정고용주택부의 포스터, 가이드 및 자료 표: 

– https://www.dfeh.ca.gov/Posters/?openTab=1 

 

잭슨 루이스 (미국 로펌) - 캘리포니아 직장 법률 블로그: 

– https://www.californiaworkplacelawblog.com/ 

 

 

 

고용주를 위한 COVID-19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고용주 및 근로자를 위한 노동인력 개발 단체: 

– https://www.labor.ca.gov/coronavirus2019/ 

 

고용개발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관련 정보: 

– https://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보건안전관리국의 코로나 지침 및 공지사항: 

–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Health-Care-General-Industry.html 

 

잭슨 루이스 (미국 로펌) - 직장 내 코로나 지침 관련 법률고문: 

– https://www.covid19workplacelawjl.com 

 

https://www.dir.ca.gov/dlse/dlse-faqs.htm
https://www.dfeh.ca.gov/wp-content/uploads/sites/32/2019/08/FairChanceActFAQ_ENG.pdf
https://www.dfeh.ca.gov/wp-content/uploads/sites/32/2019/08/FairChanceActFAQ_ENG.pdf
https://www.dfeh.ca.gov/Posters/?openTab=1
https://www.californiaworkplacelawblog.com/
https://www.labor.ca.gov/coronavirus2019/
https://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Health-Care-General-Industry.html
https://www.covid19workplacelawj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