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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예방:  

일반 작업장 요건 – 요약 

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L&I)는 고용주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주지사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용주에 대한 필수 일반 요건 

사회적 거리두기 

•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다른 동료 및 대중으로부터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장벽 및 기타 입증된 예방 방법을 사용해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천으로 된 얼굴 덮개, 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빈번하고 적절한 손 씻기 

• 깨끗하고 뜨거운 물 또는 미지근한 물, 비누 및 종이 타월을 갖춘 고정식 또는 이동식 손 세척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직장에 도착했을 때, 휴식을 취할 때, 화장실을 사용할 때, 식음료 섭취 전후에 또는 담배 제품 사용 

전후에, 그리고 오염된 표면을 만진 후에 손을 씻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휴대용 용기에 손 소독제 스테이션/소모품, 물티슈 또는 물냅킨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이 만진 물건을 

취급한 후 손을 자주 세정(손 씻기 사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기 및 추가 청소와 소독 

• 빈번한 청소 및 소독을 포함하는 시설 관리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 COVID-19 의심 사례가 발생한 후 정밀 청소 및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모품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 고접촉 표면을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화학 물질을 취급할 때 보호 장갑 및 눈/얼굴 보호 장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서로 다른 탑승자가 업무용 공유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청소와 소독을 하고, 동일한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합니다. 

• 현장에 있는 모든 소독제에 대한 안전 데이터 시트(SDS)를 보관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절차 수립 

•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자택에 머무르도록 요구해야 하며, 농장 주택인 경우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격리시켜야 합니다. 

• COVID-19 질병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자를 식별하여 자택으로 돌려보내거나 격리시켜야 합니다. 

• COVID-19 질병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근로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해당 구역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후 완전히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COVID-19 작업장 위험에 대한 근로자 교육 

근로자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해 근로자들이 다음을 인지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COVID-19 질병과 관련된 징후, 증상, 위험 요소. 

• 직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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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이상 비누와 물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손을 씻는 방법. 

• 기침과 재채기 시 입을 막는 것의 중요성 및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의 중요성. 

* 본 문서는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F414-164-000 Coronavirus (COVID-19) Prevention: General Requirements and Prevention Ideas for 
Workplaces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