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구역 청소 및 소독 지침
직원 중 COVID-19 의심환자가 없는 작업 환경
• 작업 환경 청소는 자발적인 것이며 CoorsTek 는 이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 일상적인 청소 이외에 추가 소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 작업 공간을 청소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소독용 물티슈와 니트릴 장갑을
제공하십시오
o 에어로졸 소독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문 손잡이나 작업대 상판같이 자주 만지게 되는 표면은 소독용 물티슈로 자주 청소하십시오

직원 중 COVID-19 의심/확진 환자가 있는 작업 환경
• 직원이 소독 작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 아래 PPE 및 소독 프로토콜을 따르십시오
• 직원이 소독 작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공장에서 소독 작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 청소하기 전 2~3 시간 동안 청소할 공간을 폐쇄하십시오
• 시작하기 전에 안전 고위험 작업 평가를 위한 예측(Foresight 4 Safety High Risk Task Evaluation)을
수행하십시오
• COVID-19 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세척제를 사용하십시오
• 세척제 사용에 대한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어떤 세척제는 담그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역 소독
o 작업 영역
▪ 컨트롤 패널, 작업대 표면 등
o 공용 구역 (식당/식사 공간)
o 화장실
o 사무 공간
o 손잡이
액체 방울이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 전기 부품을 합선 시킬 수 있으므로 버튼이나 키패드 같은 기계식 제어장치에
에어로졸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표면 유형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에어로졸 소독제를 사용하면 장비 및 컴퓨터 디스플레이 화면이 손상되거나
바닥이 미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

작업 환경 소독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 (PPE)
• 직원은 쓰레기 처리를 포함하여 청소 중 모든 작업에 일회용 장갑과 타이벡 가운을 착용해야 합니다.
o 니트릴 장갑 (또는 사용 중인 세척제에 맞는 장갑)
o 일회용 타이벡 실험 가운 (또는 대체품)
o 사용 중인 세척/소독 제품의 종류 및 제품이 튈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PPE
(예: 얼굴 가리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o 착용자와 주변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장갑과 타이벡/가운을 주의해서 벗습니다.
1. 타이벡 벗기
2. 장갑 벗기
3. 장갑을 벗은 후 손 씻기
a. 비누와 물로 20 초 이상 손 씻기
b. 알코올 60%~95%를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사용 가능
o PPE 손상 (예: 장갑 찢어짐)이나 그 외의 노출 가능성이 있다면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 청소하는 동안 일반적인 예방 조치를 따르십시오.
o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비-다공성 (딱딱한) 표면 청소
• 표면이 더럽다면 소독하기 전에 세제 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해야 합니다.
• COVID-19 에 대해 EPA 가 승인한 제품 사용
o 소독제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o 대용품으로 희석시킨 가정용 표백 용액이나 알코올 농도가 70% 이상인 알코올 용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및 적절한 환기 방법은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다공성 (부드러운) 표면 청소
• 카펫 바닥, 양탄자 및 커튼과 같은 부드러운 (다공성) 표면의 경우 눈에 띄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해당
표면에 사용하도록 명시된 적절한 세제를 사용해 청소하십시오. 청소 후:
o 세탁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 적절한 물 온도 중 가장 높은 온도의 물로
세탁한 다음 완전히 건조하십시오.
세탁소에 맡길 수 있는 린넨, 의류 및 기타 품목
•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분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러운 세탁물을 흔들지 마십시오.
•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세척하십시오. 가능하면 제품에 가장 적합한 물 온도 중 가장 높은
온도의 물을 사용하여 세탁하고 완전히 건조하십시오. 아픈 사람과 접촉했던 더러운 세탁물은 다른
사람의 물건과 함께 세탁할 수 있습니다.
•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표면에 대한 위의 지침에 따라 세탁물을 운반하는 바구니 또는 다른 카트를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