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I/II)

코로나 바이러스-19 통제 계획서
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사업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로 인한 사업 재개 기간에 운영을 위해 작
장에서 의무적인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서술하는 통제 계획서를 입안해야 합니
다. 그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이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제 계획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내에 비치되어야 하고 검사 또는 감염 발생 시 적용할 수 있어야 합
니다. 개별적으로 명단에 등재된 모든 사업체들은 그 사업체가 더 큰 기업이나 업체에 속해 있더라도
통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체 정보 |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더 큰 기업에 속해 있는 경우 체크표
를 하십시오.

사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소유자 / 관리자) :
연락처 정보(인사부 담당자), 해당되는 경우:
현장 직원 수:

사회적 거리 두기 |

다음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Ensured that all persons, including employees, customers, and vendors remain at least six feet apart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both inside and outside workplaces
Established protocols to ensure that employees can practice adequate social distancing
Posted signage for safe social distancing
Required face coverings or masks for all employees
Implemented additional procedures. Please describe them here:

위생 규약 |

다음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직장 전역에 손 씻기 시설을 제공함
직원들이 자주 손을 씻도록 만전을 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적절한 용품을 제공함
작업 현장 전역에서 작업장, 설비, 칸막이, 문 손잡이, 화장실 등과 같은, 접촉이 많은 구역들
의 정기적 소독을 실시함
시행된 추가 절차. 그 절차를 여기에 기재하십시오.

템플릿 (II /II )

코로나 바이러스-19 통제 계획서
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사업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로 인한 사업 재개 기간에 운영을 위해 작
장에서 의무적인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서술하는 통제 계획서를 입안해야 합니
다. 그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이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제 계획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내에 비치되어야 하고 검사 또는 감염 발생 시 적용할 수 있어야 합
니다. 개별적으로 명단에 등재된 모든 사업체들은 그 사업체가 더 큰 기업이나 업체에 속해 있더라도
통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 배치 및 운영

다음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직원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생 규약에 관한 교육을 제공함
코로나 바이러스-19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직원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아픈 직원들을 위한 계획서와 직장 복귀 계획서를 수립함
추가 절차를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설명하십시오 :

청소 및 소독

다음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사업체 고유의 청소 규약을 수립하고 유지함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을 받는 경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만전을 기함
상기 직장에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모든 공용 표면들을 소독하도록 준비함
시행된 추가 절차. 그 절차를 여기에 기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