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 및 일반 대중 사이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한 정책 및 관례를 수립한다.  (대중의 참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업

종별 안내를 참조).

  사람들이 모이는 구역, 특히 출입구, 좌석, 계산대 같은 곳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기 위한 명확한 의사 전달 및 신호를 제공한다.

  적절한 물리적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의 사용율을 제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안내를 참조).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장려한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의 경우, 근무하는 자리를 임시로 이동하거나 움직여 동료들 및 일반 대중 사이에 6피트 이상의 거리

를 둘 수 있게 한다.

  직원 및 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얼굴 덮개를 착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CDC의  얼굴 덮개 사용 안내 참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diy-cloth-face-coverings.html ). 주어진 업무 환경에서 6피트 이

    상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얼굴 덮개를 제공해야 하며,  CDC의 얼굴 덮개 사용 안내를 활용한다.

 회의, 무역 박람회, 훈련을 포함한 업무 관련 대면 모임을 제한한다.

  대면 미팅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한 회의를 짧게 하고, 참석 직원 수를 제한하며,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계산대 및 결제 패드, 출입구의 밀고 당기는 부분, 문고리/손잡이, 테이블/의자, 조명 스위치, 난간, 화장실, 바닥 및 장비들을 포

함하여 접촉이 빈번한 영역 및 물체의 표면에 일상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한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CDC의 재개방 지침을 따

르고 EPA 인가 소독제를 사용한다. 접촉 빈도가 높은 영역에는 정기적으로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표면을 소독한다. 공공 공간의 

쇼핑 카트 및 판매대 같은 특정 물체들은 매번 사용하기 전에 청소하고 소독한다.

  도구나 장비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EPA 인가 소독제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물품 사용 전후에 세척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직원과 이용객이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코올이 60% 이상 함유된 손 소독제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안내를 참조)

  직원의 업무 일정을 정할 때 추가로 짧은 휴식 시간을 제공해 직원이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직원이 손을 자주 소독할 수 있도록 알코올이 60% 이상 함유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최소 2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자주 손 씻기, 호흡기 예절 규칙 지키기 등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모범 위생 지침을

   제공한다. CDC의 교육 영상은 여기에서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cdc.gov/handwashing/videos.html.

  해당 지역 보건부와 관계를 맺고 문의처를 파악한다.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버지니아 주 재개방 
점검표 - 1단계  
버지니아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지침
을 따른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네, 영업 중입니다!



  직원 교대 전과 근무일 시작 전에, 고용주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직원의 상태를 검사한다. 또한 직원은 출근하기 전에 체온

을 자가 측정하여 열을 확인하고 COVID-19 일일 직원 검사에 대한 VDH의 임시 지침에서 제공하는 질문을 활용하여 스스로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직업 건강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있는 고용주의 경우, 고용주는 일을 시작하기 전/교대 전에 직원의 증상

을 검사하고 열을 측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CDC는 측정 온도가 100.4° F (38° C) 이상이거나, 만졌을 때 따뜻하거나, 

열이 난 이력이 있을 경우를 열이 나는 것으로 본다. COVID-19 일일 직원 검사에 대한 VDH의 임시 지침의 검사 질문 예시에 

설명된 지침을 따른다. 증상 모니터링 일지 예시는 이 임시 지침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vdh.virginia.gov/coronavirus/vdh-interim-guidance-for-daily-covid-19-screening-of-employees-and-visitors/ 

  증상이 있는 직원에게는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지시한다. 직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징후를 보일 경우, 다음 CDC

의 ‘아플 경우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steps-when-sick.html. 고용주들

은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아프면 출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아픈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병가 제도를 만들거나 채택한다. 병가 제도는 COVID-19로 인해 아픈 

   경우, 혹은 바 이러스에 노출되어 자가 격리가 필요한 경우, 아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CDC의 ‘당신이 아프거나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할 경우에 대한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해야 한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index.html

  일부 직원들은 COVID-19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성 이 높다. 이러한 취약 계층 직원들에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나 

기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CDC의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at-higher-risk.html. 취약 계층 근로자는 자기 점검

    을 권장되며 고용주들은 해당 근로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미국 장애인법(ADA) 및 고용 연령 차별법(ADEA)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취약 계층 직원들에게 그들이 동의하는 경우 고객 및 기타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예: 계산원으로 근무하기보다 재고 

관리로 근무하기) 업무를 할당하는 것을 고려한다.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직원들을 보호한다.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정중하게 실시한다. 기밀 엄수를 지켜야 한다.

  COVID-19 관련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기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hhs.gov/about/news/2020/03/28/ocr-issues-bulletin-on-civil-rights-laws-and-hipaa-flexibilities-that-apply-during-the-covid-

19-emergency.html

  COVID-19 문제에 대응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직원들은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시차를 두고 교대해 시행한다. 직원 그룹이 해당 그룹의 직원과만 작업하도록 하는 코호트 일정을 

고려한다.

  모임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실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에 차이를 둔다.

  교대 전 미팅 정보 전달은 메시지 보드나 디지털 메시지를 사용한다.

  지난 7일간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 수도 시스템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공중 보건 고려

사항이 추가로 존재하며, 여기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hp/building-water-system.html.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기

    적 유지보수 외에 추가로 더 환기 시스템을 청소할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