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l/OSHA COVID-19 일반 체크리스트 

제조업 고용주 대상 
2020년 7월 2일 

본 체크리스트는 제조업 고용주가 직장에서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것이며 제조업 고용주 지침을 보완하는 자료입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요약이며, 

지침의 일부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기 전에 지침을 

숙지하십시오. 

서면 직장별 계획의 내용 
 계획 실시를 책임지는 사람.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위험 평가 및 조치. 

 CDPH 지침에 따른 얼굴 가리개의 사용. 

 직원 및 직원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계획에 대한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결함을 문서화하고 수정하는 절차. 

 코로나 발병 사례를 조사하고, 현지 보건 부서에 알리며, 근무 중인 밀접 직장 접촉자 및 

감염된 직원을 식별하고 격리하는 절차. 

 CDPH 지침에 따른 작업장에서 발생 시를 위한 프로토콜. 

 추가 발병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 업데이트.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COVID-19 에 대한 정보, 확산 방지 및 특히 취약한 사람. 

 CDC 지침을 적용하여 체온 및/또는 증상을 확인하는 등 가정에서 자가 선별 검사 실시. 

 직원이 기침, 발열, 호흡 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최근의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코막힘 또는 콧물, 구역질 또는 구토나 설사가 있거나 COVID-19 진단을 받았거나 

접촉한 사람이 진단을 받은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COVID-19 진단 후에는 증상 발현 10 일 후 및 발열이 멈춘 지 72 시간 후에만 복귀.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손 씻기의 중요성. 

 근무 시간 및 퇴근 후 시간에 항상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의 중요성. 

 CDPH 지침에 포함된 정보를 포함하여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의 올바른 사용. 

 가족 1 차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 및 주지사의 행정 명령 N-62-20 에 따른 해당 명령이 

발효되는 기간 동안의 직원의 보상 혜택을 포함한 유급 휴가에 대한 정보. 

http://covid19.ca.gov/pdf/guidance-manufacturing.pdf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_06-18-2020.pdf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_06-18-2020.pdf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Workplace-Outbreak-Employer-Guidance.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Workplace-Outbreak-Employer-Guidance.aspx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_06-18-2020.pdf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_06-18-2020.pdf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ffcra-employee-paid-leave
https://www.gov.ca.gov/wp-content/uploads/2020/05/5.6.20-EO-N-62-20-text.pdf
https://www.gov.ca.gov/wp-content/uploads/2020/05/5.6.20-EO-N-62-20-text.pdf


 이러한 정책에 포함된 모든 독립 계약자, 임시직 또는 계약직 직원을 교육하고 필요한 

PPE 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증상 선별 검사 및/또는 체온 검사를 실시합니다. 

 아프거나 COVID-19 의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직원에게 필요한 모든 PPE 를 제공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주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만지는 품목을 취급하거나 증상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작업 시 자주 손 씻기에 

대한 보완으로 일회용 장갑을 제공합니다. 

 비직원이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선별 검사합니다. 

청소 및 소독 절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을 철저히 청소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표면을 자주 살균합니다. 

 공유 장비를 매 사용 전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교대 근무 시 또는 사용자 사이에서 만질 수 있는 표면을 더 자주 청소합니다. 

 직원들이 근무 시간 동안 업무의 일환으로 위생 절차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 및 살균 물티슈를 제공하고 정해진 위치에 있도록 

합니다. 

 항상 위생 시설을 운영하고 필요한 물품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예정된 휴식 시간 동안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식 시간에 

시차를 두고 추가 위생 시설을 제공합니다. 

 가능한 경우 노터치 싱크와 세정제 디스펜서와 같은 핸즈프리 장치를 설치합니다. 

 EPA(환경 보호 기관)가 승인한 목록에 COVID-19 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고 화학 물질 위험, 제품 지침, 환기 요건 및 Cal/OSHA 요건에 대해 직원을 

교육합니다. CDPH 천식에 더 안전한 세정 방법을 따릅니다. 

 배송 물품의 하역 및 보관을 위해 근로자에게 PPE 를 제공하고 사용을 확인합니다. 

 각 교대 근무 종료 시 안전모 및 안면 보호대를 소독합니다. 

 배송 경로 전후에 배송 차량 및 장비를 청소합니다. 

 평상 시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이 폐쇄된 경우 운전기사에게 대체 화장실을 제공합니다.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또는 병원체를 공기로 분산시키지 않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바닥을 청소합니다. 

 공기 여과 및 환기를 개선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고려합니다. 

 레스토랑에 대한 지침에 따라 현장 카페에서 제공되는 메뉴를 수정합니다. 

 

https://www.epa.gov/pesticide-registration/list-n-disinfectants-use-against-sars-cov-2
https://www.cdph.ca.gov/Programs/CCDPHP/DEODC/OHB/Pages/OHWMay2020.aspx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물리적 파티션 또는 시각적 신호(예: 직원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표시하는 바닥 

표시, 컬러 테이프 또는 표지판 등)와 같은 조치를 사용하여 직원에게 물리적으로 최소 

6 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게 하는 조치를 실시합니다. 

 대면 회의와 인터뷰를 조정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합니다. 

 업무 관행을 활용하여 한 번에 현장 직원 수를 제한합니다. 

 시간차 교대 근무 직원은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절차를 

유지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개방된 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용 구역을 재구성, 제한 

또는 폐쇄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늘막과 좌석 배치로 실외 휴식 

공간을 만듭니다. 

 별도의 지정 입구와 출구를 마련합니다. 

 되도록이면 선반과 게시판 같은 운반 보조 용품을 설치하여 사람 사이에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일을 줄이십시오. 

 업무 구역에서 COVID-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힘든 

곳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십시오: 엔지니어링 통제, 관리 통제, 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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