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및 노동자 권리 

작성: 알래스카 법률 서비스 

내용 

● 노동자 권리 및 COVID-19에 관한 질문 

● 알래스카 법률 도움(AlaskaLawHelp)의 기타 COVID-19 지원 자료 

노동자 권리 및 COVID-19에 관한 질문 

내용 

● 고용주가 제게 출근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고 말할 수 있나요? 

● 고용주가 제가 출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면, 

제가 급여를 받게 될까요? 

● COVID-19로 인해 고용주가 저를 집에 보낸 경우, 제가 유급 휴가나 

병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 제가 유급 휴가나 유급 병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저는 계약직이며 제가 일하는 비즈니스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제 

권리는 무엇인가요? 

● COVID-19로 인해 가족 의료 휴가(Family Medical Leave)를 쓸 수 

있나요? 

● 노동자가 FMLA와 실업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iF2649460-2350-4D4E-89A5-4EABABE8760D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iDE881C81-37DC-4829-8C06-C061B4F05D3F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Can%20my%20employer%20tell%20me%20to%20stay%20home%20from%20work?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If%20my%20employer%20says%20I%20cannot%20come%20in%20to%20work,%20but%20I%20am%20unable%20to%20work%20from%20home,%20will%20I%20get%20paid?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If%20my%20employer%20says%20I%20cannot%20come%20in%20to%20work,%20but%20I%20am%20unable%20to%20work%20from%20home,%20will%20I%20get%20paid?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Do%20I%20have%20to%20use%20paid%20time%20off%20or%20sick%20leave%20if%20my%20employer%20sends%20me%20home%20due%20to%20COVID-19?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Do%20I%20have%20to%20use%20paid%20time%20off%20or%20sick%20leave%20if%20my%20employer%20sends%20me%20home%20due%20to%20COVID-19?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What%20if%20I%20don%E2%80%99t%20have%20paid%20time%20off%20or%20paid%20sick%20leave?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I%E2%80%99m%20a%20contract%20employee%20and%20my%20boss%20has%20halted%20business.%20What%20are%20my%20rights?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I%E2%80%99m%20a%20contract%20employee%20and%20my%20boss%20has%20halted%20business.%20What%20are%20my%20rights?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Can%20I%20take%20Family%20Medical%20Leave%20because%20of%20COVID-19?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Can%20I%20take%20Family%20Medical%20Leave%20because%20of%20COVID-19?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Can%20a%20worker%20take%20FMLA%20and%20unemployment?


● 직장에 다시 복귀하려면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나요? 

● COVID-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COVID-19로 인해 일이 없을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주가 제게 출근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 귀하의 고용주는 COVID-19로 인해 집에 머물 것을 귀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집에 머물도록 요청받는 경우: 

● 귀하의 업무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 귀하가 COVID-19 증세와 유세한 증세를 보유한 경우 

● 귀하가 COVID-19 증세를 보인 사람과 접촉한 경우 

● 귀하가 최근 전염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여행한 

경우 (CDC 현재 리스트 체크) 

● 귀하의 고용 장소가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한다면 공공 보건에 위험이 

있을 경우 

귀하의 고용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귀하의 고용주나 인사과에 문의하십시오. 

의료보건 전문가는 상이한 기준과 지침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Do%20I%20have%20to%20produce%20a%20doctor%E2%80%99s%20note%20to%20return%20to%20work?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Can%20I%20refuse%20to%20work%20due%20to%20a%20fear%20of%20being%20infected%20with%20COVID-19?
https://alaskalawhelp.org/resource/worker-rights#Can%20I%20file%20for%20unemployment%20if%20I%20don%E2%80%99t%20have%20work%20due%20to%20COVID-19?
https://www.cdc.gov/


  

고용주가 제가 출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면, 제가 급여를 

받게 될까요? 

공정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하에,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가 한 주에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유급 휴가 또는 

병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귀하에게 제공 가능한 

복리 후생 혜택에 관해 논의하십시오. 직장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복리 후생 혜택이 

없고, 귀하가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귀하는 실업 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으면, 

알래스카 노동부(Alaska Department of Labor) 웹사이트를 살펴보거나, 가장 가까운 

청구 센터에 전화하거나, (888) 252-2557에 연락해 보십시오. 온라인 신청서가 

제공됩니다. 

  

COVID-19로 인해 고용주가 저를 집에 보낸 경우, 제가 유급 휴가나 병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COVID-19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고, 원격 근무도 할 수 없을 경우, 부재 기간 동안 유급 

휴가나 병가를 사용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휴가 및 병가 정책에 

관해서는 귀하의 직원 안내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긴급 

법안(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하에, 일부 고용주는 Covid-

https://labor.alaska.gov/COVID-19-SOA.htm
https://labor.alaska.gov/unemployment/call-centers.htm
https://labor.alaska.gov/unemployment/call-centers.htm


19에 감염되어 아픈 직원들 또는 자가 격리를 하게 된 사람들을 돌보는 경우, 2주 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무 휴가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2021년에 이러한 휴가 유형을 계속 보유하는 기업들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급 휴가나 유급 병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귀하가 시급을 받는 직원이라면,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귀하가 봉급을 받는 직원이라면, 계약서나 직원 

안내서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귀하는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원격 근무나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고용주에게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옵션이 여의치 않다면, 귀하는 

FMLA 하에서 고용주로부터 의료 보험을 계속 제공받는 무급 휴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실업 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으면, 알래스카 노동부(Alaska 

Department of Labor) 웹사이트를 살펴보거나, 가장 가까운 청구 센터에 전화하거나, 

(888) 252-2557로 연락하십시오. 온라인 신청서가 제공됩니다. 

  

저는 계약직이며 제가 일하는 비즈니스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제 권리는 무엇인가요? 

https://labor.alaska.gov/COVID-19-SOA.htm
https://labor.alaska.gov/COVID-19-SOA.htm
https://labor.alaska.gov/unemployment/call-centers.htm


귀하의 옵션은 귀하가 맺은 계약 약관에 제한됩니다.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고용주가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독립 

계약자, 비즈니스 소유주, 또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이며 Covid-19로 인해 상당량의 

일감을 잃었다면 , 2021년 9월 4일 주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날짜를 소급 적용하여 해당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으면, 알래스카 노동부(Alaska Department of Labor) 웹사이트를 

살펴보거나, 가장 가까운 청구 센터에 전화하거나, (888) 252-2557로 연락하십시오. 

온라인 신청서가 제공됩니다. 

 COVID-19로 인해 가족 의료 휴가(Family Medical Leave)를 쓸 수 있나요? 

  

2020년 12월 31일 전에, 일부 고용주는 Covid-19로 영향을 받은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기는 하지만, 

귀하의 고용주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경우, 고용주는 2021년 9월 30일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가족 의료 휴가 법 (FMLA)은 유급 휴가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COVID-19로 영향받은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해당하는 고용주는 명시된 가족 및 의료 사유에 대해 

https://labor.alaska.gov/COVID-19-SOA.htm
https://labor.alaska.gov/COVID-19-SOA.htm
https://labor.alaska.gov/unemployment/call-centers.htm


직원들에게 고용 보전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FMLA 휴가를 쓰는 직원들은 

그들이 FMLA 휴가를 쓰기 전에 존재 

했던 것과 같은 조건 하에 그룹 의료 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FMLA와 실업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FMLA를 포함한 자발적인 휴가 중인 직원들은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직장에 다시 복귀하려면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나요? 

고용주가 귀하를 직장에 다시 복귀시키는데 의사의 소견서는 필요 없지만, 고용주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공하라고 귀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COVID-19 증세를 보였다면, 증상이 완화된 후 적어도 72시간이 지난 다음에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공공장소에 가야 합니다. 귀하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고용주가 생각하는 경우,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의 직장 

복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FMLA 휴가를 쓰는 경우, 직장 복귀에 대한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COVID-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수행 장소가 유사한 사업의 업무수행 장소보다 덜 

안전하거나 또는 귀하의 업무수행 장소가 방역 지침 준수를 거부한다고 생각할 경우, 

귀하는 잠재적인 보복으로부터 보호받고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업무수행 장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수행 장소 안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위험한 업무수행 장소 보고 방법은 OSHA의 COVID-19 

정보 페이지를 살펴보십시오. 

귀하가 COVID-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장 복귀를 거부할 경우, 첫 6주 동안은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으며, 특별 연장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고용주와 잘 소통하여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작업 조건을 

더 안전하게 바꾸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하가 건강 상의 이유로, 또는 귀하가 돌보는 직계 가족의 건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직계 가족에 대한 COVID-19 위험이 왜 

증가했는지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받도록 하십시오. 

귀하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고용 제의를 거부할 때마다, 귀하는 실업 급여를 잃을 

위험에 처합니다. 고용 제의를 거부하거나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실업 급여 

청구인은 해당 업무가 급여 유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개인 노동자에 대한 COVID-19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https://www.osha.gov/coronavirus
https://www.osha.gov/coronavirus
https://www.osha.gov/coronavirus


증명하거나 근무 조건이 그 공동체의 유사한 사업장과 비교하여 현저히 덜 안전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OVID-19로 인해 일이 없을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귀하의 직장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경우, 귀하는 

고용주와 연락을 유지하여 고용주가 직장으로의 복귀를 허용하는 즉시 직장으로 

돌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정규 근무 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실업 급여는 

제공될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으면, 알래스카 노동부(Alaska Department of Labor) 웹사이트를 

살펴보거나, 가장 가까운 청구 센터에 전화하거나, (888) 252-2557로 연락하십시오. 

온라인 신청서가 제공됩니다. 

학년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정기적으로 일하는 학군의 직원들은 다음 학기에 직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실성이 있는 경우, 학교 방학 중에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https://labor.alaska.gov/COVID-19-SOA.htm
https://labor.alaska.gov/COVID-19-SOA.htm
https://labor.alaska.gov/unemployment/call-centers.htm


 

노동자 권리 및 COVID-19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다음을 방문해 주십시오: 

https://www.dol.gov/agencies/whd/flsa/pandemic 

  

가족 의료 휴가 법(Family Medical Leave Act)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다음을 

방문해 주십시오: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 

  

COVID-19로부터 본인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다음을 방문해 주십시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사이트 

알래스카 보건 사회 복지부(Alaska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의  

COVID-19 정보 사이트 

귀하의 시, 자치구 또는 마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업데이트된 지역 소식과 긴급 

명령을 살펴보십시오. 알래스카 공동체 주소록(Alaska Communities directory)에 많은 

지역 웹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https://www.dol.gov/agencies/whd/flsa/pandemic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dhss.alaska.gov/dph/Epi/id/Pages/COVID-19/default.aspx
http://dhss.alaska.gov/dph/Epi/id/Pages/COVID-19/default.aspx
https://alaska.gov/communit.html


알래스카 법률 도움(AlaskaLawHelp)의 기타 COVID-19 지원 

자료 

● 주거 및 공과금 (COVID-19) 

● 공익 (COVID-19) 

● 재난 지원금 (COVID-19) 

● 실업 (COVID-19) 

● 노동자 권리 (COVID-19) 

마지막 검토 및 업데이트: 2021년 10월 7일 

https://alaskalawhelp.org/issues/coronavirus-covid-19-resources-updates/housing-covid-19
https://alaskalawhelp.org/issues/coronavirus-covid-19-resources-updates/public-benefits-covid-19
https://alaskalawhelp.org/issues/coronavirus-covid-19-resources-updates/stimulus-checks-covid-19
https://alaskalawhelp.org/issues/coronavirus-covid-19-resources-updates/unemployment-covid-19
https://alaskalawhelp.org/issues/coronavirus-covid-19-resources-updates/worker-rights-covid-19

	COVID-19 및 노동자 권리
	작성: 알래스카 법률 서비스
	노동자 권리 및 COVID-19에 관한 질문
	알래스카 법률 도움(AlaskaLawHelp)의 기타 COVID-19 지원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