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진단 
인슬리 주지사에 의해 현장 근무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UW 캠퍼스와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근무지로 복귀하는 직원의 일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진단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 요건은 계약 대상자,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학생 직원, 임시직 및 전문직 직원, 홀 헬스 

의료진, 대학간 육상경기(ICA) 계약직 선수를 포함하여 UW 작업장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및 학생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UW 와 임시직 근로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급료 수령인 및 

UW 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지만 근로자는 아닌 기타 사람도 이러한 요건의 대상이 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은 가정이나 UW 가 아닌 위치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진단을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 근무 직원의 요구 사항 
UW 현장에서 작업하는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예정된 노동일마다 증상이 없음을 진단합니다.  

• 증상이 발생하여 진단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UW 작업 위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호출하는 절차에 따라 하루 휴가를 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재택근무를 합니다. 

• 다음의 경우 아래 표에 열거된 대로 직원 보건소에 연락하여 작업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진단되었습니다; 

o 의료 제공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직원에게 자가 

격리하도록 지시하십시오.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비슷한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감염된 누군가와 긴밀하게 접촉해 왔습니다 

(무증상인 경우도 포함). 

보건소 연락처 정보 

보건소 연락처  

하버뷰 메디컬 센터 HMC 직원 건강| ehshmc@uw.edu | 206-744-3081  

UW - Montlake 의료 센터 직원 건강| emhealth@uw.edu | 206-598-7971 

UW - Northwest UW 의료 센터  jogates@uw.edu | 206-668-1625 

시애틀, 보텔, 타코마 캠퍼스 EH&S 직원 건강 센터 | emphlth@uw.edu |206-68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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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완료 
예정된 각 노동일 UW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하는 직원은 진단에 요약된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을 완료해야 합니다. 진단은 출근하기 전에 완료될 수 있지만, 진단을 

완료하는 시간은 직장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진단을 완료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 직원들은 부서와 협력하여 최상의 완성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캠퍼스 직원과 학생 직원들의 진단서는 Workda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원 직원과 

학생 직원들은 의료원 절차에 따라 근무지에 도착하면 일일 진단을 완료해야 합니다. 

증상 경험 

증상이 발생하여 진단을 완료할 수 없는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직원이 집에 있는 경우,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가벼운 증상이라도 아프면 집에 있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2. 부서의 절차에 따라 상사에게 통보합니다. 

3. 건강관리 제공자에게 전화로 연락합니다. 

직원이 이미 근무 중인 경우,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상사에게 알리고 퇴근한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2. 건강관리 제공자에게 전화로 연락합니다. 

직원이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진단에 증상이 나타나면 직원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연락처 추적을 보장하고, 직원 개인 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직원 건강 센터는 UW Medicine 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연락처 정보 

보건소 연락처  

하버뷰 메디컬 센터 HMC 직원 건강| ehshmc@uw.edu | 206-744-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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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증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상사에게 복귀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감염된 직원은 직원 보건소 또는 의료 제공자가 제공한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든 직원들은 열감소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이 내린 후 72 시간 후에 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의료원 직원과 학생 직원들은 복귀를 위해 

의료원의 지시를 따릅니다. 

관리자를 위한 정보 

진단을 완료할 수 없는 직원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을 경험하고 있거나 증상을 경험하여 진단을 완료할 수 

없다고 직접 알리는 경우, 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하십시오. 

1. 집에 가거나, 집에 있거나, 집에서 일합니다.  

2. 재택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휴무를 요청합니다. 

3. 그들의 건강관리 제공자에게 전화로 연락합니다. 

4. 직원 건강센터로 연락하여 근무처를 파악합니다 

보건소 연락처 정보 

보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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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을 관찰한 경우 관찰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증상이 있다고 관찰되면 

직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고, 의료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직원의 근무지를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 

직원이 계절적 알레르기와 같은 증상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관찰된 내용과 관련하여 

반응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인사 컨설턴트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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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모니터링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정기적으로 진단을 완료하고 현장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독자는 진단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휴무 기간 동안 

요청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 준수 거부 

이러한 상황은 연방, 주 및 지방 당국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닛은 모든 직원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원이 진단을 완료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감독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현장이면 직원을 집으로 보내고, 담당 인사 컨설턴트(HRC)에게 연락합니다. 

2. 직원을 무급 휴무(FLSA 비면제)에 배치합니다. FLSA 는 진단서 작성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급여를 잃지 않지만 그들의 거절은 성과 문제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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