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가이드라인은 CDC, OSHA 및 기타 발행물의 최근 COVID-19 지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공사허가증  

소지자는 작업 현장에 물리적 거리두기 및 안전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작업 현

장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 작업자는 가능할 때마다 서로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사 작업을 수행할 때는 물리적 거리두기 표시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공하십시오. 작업자가 회전문, 승강기/엘리베이터, 계단 및 기타 공유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릴 때에는 6피트 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 교대 전 회의, 현장 회의 및 기타 유사한 모임 동안 작업자가 모이지 않게 하십시오. 

• 작업자를 가까이 모이게 하는 작업은 일정을 엇갈리게 배치하십시오. 예를 들면,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직능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서로 다른 교대 또는 요일에 배정하거나 아침 및 점심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작업  

시간 및 종료 시간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허가증 소지자는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재량에 따라 최대한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재 운반, 콘크리트 타설 및 석고보드 또는 커튼월의 설치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작업자가 필요한 작업은 기계 장비로 작업자를 대체합니다. 

• 추가적 보호 조치를 위해 석고보드, 플라스틱 보드, 플렉시글래스 등으로 임시 방벽을 설치합니다. 

작업 운영 및 물리적 거리두기 

권장하는 안전 조치 

위의 안전 예방책에 추가하여, 작업자들과 이웃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공사허가증 소지자가 물리적 거리두기의 
조치로서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전략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체온 측정: 비접촉 온도계를 사용해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자의 체온을 측정하십시오. 

• 손 씻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모든 작업자에게 손을 깨끗이 씻도록 요구합니다. 전체 작업현장에 걸쳐  

손 씻기 및 손 소독 시설을 추가합니다. 

• PPE: 모든 작업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구(PPE)를 착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스크가 특정 작업에서 사용되는 일상적 

PPE의 일부가 아니며, 작업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최소한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작업자는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안전한 종이 또는 천(손수건이나 스카프)으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 임시 방벽: 작업하는 동안 작업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임시 방벽을 설치합니다. 

• 자신의 물건만 사용하기: 다른 작업자의 전화기, 책상, 사무실, 작업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소독: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세정하고 소독합니다. 

• 아픈 작업자 귀가: 증상이 있는 작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가 조치를 하고 작업 현장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 효과적 격리: 몸이 아픈 작업자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되기 전까지는 작업에 복귀하면 안 됩니다. 

−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최소 7일이 지났음. 

− 전혀 발열이 없었거나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난 3일 동안 발열이 없었음. 

− 전반적으로 질병이 개선되었음. 

• 작업 중단: 물리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없는 경우 현장을 폐쇄합니다. 



사용 후 매번 도구와 장비를  

소독제로 닦아 세정하십시오. 대

형 도구 및 장비는 1갤런의 물에  

5테이블스푼(1/3컵)의 표백제를 

희석한 용액으로 표면을 닦거나 

뿌려주십시오. 모든 병균을 죽일 

수 있도록 용액이 표면에 5분간 

머물게 하십시오. 

만지는 물건과 표면을 자주  

세정하고 소독하십시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티슈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티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팔을 구부려  

막으십시오. 

티슈로 가리고 기침과 재채기를  
하고 사용한 티슈는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2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자주 

손을 씻으십시오. 

적절한 위생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최소한 20초 이상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철저히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 기반의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단체와 모임을 피하고 타인과 최소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 교대 전 회의,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기타 수행되는  

대면 회의는 일정을 엇갈려 배정합니다. 이러한 회의에서는 

올바른 위생, 표면 세정, 작업자가 증상을 느낄 때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 증상을 느끼는 작업자는 반드시 집에 머물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감독자는 귀가하거나 집에 머무는 모든 직원에 대한 

기록이나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작업자에게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동료가 손씻기, 입가리기, 또는 사용 후 매번 장비 닦기를  

잊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동료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상기 정보는 권장되는 산업 모범 관행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COVID-19 증상: 

• 발열 

• 기침 

• 인후통 

• 숨가쁨 

감독자는 위에 열거된 증상이  

있는지 작업자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 작업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귀가  

조치하고 작업 현장에 오지 못하

게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