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이드라인

□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시설(Fab) 특징

ㅇ (진입 조건) 근로자는 Smock룸에서 방진복장*을 착용하고, 방진

처리(에어샤워 2회, 각 30초) 후 생산 설비가 있는 클린룸에 진입

     * 방진복,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방진화, 방진모

- Fab 내부의 자동화 설비는 외부 컨트롤룸에서 제어(방진복 미착용)

ㅇ (Fab 內 환경) 클린룸은 Class 1~100 수준*의 청정도가 유지되며,

공정 자동화로 소수 인력만 근무하므로 밀접 접촉은 제한적**

     * Class 1 : 가로·세로·높이 1ft(30cm) 內 0.5μm 크기의 먼지 1개 존재 (머리카락=30~120μm)

    ** 1인당 30~40평 이상의 작업 공간, 구역별 인력 투입 등에 의해 접촉 제한

- 클린룸 내부는 항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시간당 400회 

이상 음압병동 수준의 고성능 필터*를 거쳐 내부-외부 공기 순환

     * 외부→내부 공기는 HEPA필터, 내부 순환 공기는 ULPA필터로 필터링

□ 사전 준비 사항

ㅇ (대체인력) 확진자 발생시 대체인력 확보 및 교대조 조정 방안 마련

-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시설은 4조 3교대 근무중 ⇨ 확진자 

발생 근무조 자가격리에 대비하여 1교대 수준의 대체인력 확보

ㅇ (대응체계) 기업별 업무지속계획, 비상대응체계 마련

- 기업별 상황에 맞춰 TF 구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자가격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

ㅇ (보호장구) 소독시 컨트롤룸 인력이 착용할 레벨D 개인보호장구*

구비(최소 2일분), 클린룸은 기존 방진복 착용

     * 레벨D 개인보호장구 : 전신보호복+장갑+덧신+마스크(N95)+고글

□ 생산 시설 연속가동 방안

Œ (의심환자 발생) 의심환자와 접촉 인원 파악 및 자가격리

ㅇ [자가격리] 보건당국에서 파악·통지한 접촉인원 자가격리

- 추가로, 기업 자체조사를 통해 밀접·일상접촉자 파악 ⇨ 14일간 

밀접접촉자는 재택근무, 일상접촉자는 마스크 의무 착용 

     * (밀접접촉자) 사무실, 교대조, 통근버스, 밀집 공동이용시설에서 의심환자 접촉

(일상접촉자) 의심환자와 동일건물에서 근무

ㅇ [보호장구] 컨트롤룸은 마스크, 클린룸은 기존 방진복 착용

- 의심환자 확진 판정 전까지는 추가적인 보호장구 착용 없이 근무

ㅇ [대체인력] 자가격리를 고려하여 대체 교대조 편성 및 투입

     * 밀접접촉자는 철수 후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 및 근무 여부 결정

� (확진자 발생) 컨트롤룸·Smock룸은 소독 실시, 클린룸은 소독 불필요*

     * 생산시설의 청정도,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소독 절차는 불필요

ㅇ [소독범위] Smock룸, 컨트롤룸 등 클린룸 外 확진자 동선 소독

- Smock룸 소독시 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염소(Cl) 성분의 소독약 

사용을 자제하고, 알코올 70% 이상의 소독약을 사용

ㅇ [동시 근무] 컨트롤룸은 소독중에도 보호장구 착용 후 지속 근무

- Smock룸과 다르게 컨트롤룸은 폐쇄가 어려워 소독중에도 레벨D 개인

보호장구 착용 인력이 근무(원전과 유사), 소독 후 24시간* 착용 유지

     *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 후 환기 등에 필요한 시간(중앙사고수습본부 권고사항)

ㅇ [후속조치] ▴클린룸 연속가동, ▴Smock룸 24시간 폐쇄* 후 사용,
▴컨트롤룸 연속가동 및 24시간 후 보호장구 해제(마스크 착용)

     * 소독시 Smock룸 폐쇄 시간은 소독약품 등을 고려하여 협의

 Smock룸 폐쇄시 다른 Smock룸 활용(남성용, 여성용, 협력社용 등)



2  철강·금속·유리 가이드라인

□ 생산 시설 특징

ㅇ 철강 제조 업종은 원료 및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부 라인이 멈춰도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

ㅇ 기타 금속제련·유리용융 공장도 설비 파손 방지를 위해 365일 
24시간 내내 높은 내부온도 유지를 위한 연속 조업 필요

□ 연속 조업 사전 준비 사항

ㅇ (대체인력) 공정별 대체인력 확보 및 교대조 조정 방안 마련

     * (예시) Œ 대체인력 투입 가능 공정은 교대 근무조 재배치를 통해 기존 근무형태 유지
� 대체인력 투입 불가 공정은 교대 근무조 전환(예 : 4조3교대 → 3조2교대)

ㅇ (대응체계) 기업별 업무지속계획, 비상대응체계 마련

- 기업별 상황에 맞춰 TF 구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자가격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

     * (예시) 상시방역반 편성 및 핵심시설 주기적 자체방역 실시, 부서별 소독기 지급, 
사내 코로나 관련 건강 상담반 운영 등

ㅇ (보호장구) 소독시 근무 인력이 착용할 레벨D 개인보호장구* 확보,
조업자 대상으로 보호장구 착용 방법 숙지를 위한 설명 실시

     * (방호복) 내화학 보호의, 무균복 등 (보호구) 고글,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

□ 생산 시설 연속 가동 방안

ㅇ (환자 격리)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격리하고 해당
근무조(밀접접촉자) 및 필요시 2차 접촉자까지 업무 배제 실시

ㅇ (연속 가동) 설비, 운전실 및 확진자 동선 방역 → 방역 후 24시간
까지 연속 가동에 필요한 근무자 전원 보호장구 착용 후 근무*

     * 방역 후 송풍기 등을 활용해 환기 실시

대상 시설 근무 방안

컨트롤룸  ∙ 소독중 동시 근무(레벨D 개인보호장구 착용)

생산 설비(고로 등)  ∙ 소독 및 접근 차단, 필요시 레벨D 개인보호장구 착용 후 접근

3  석유화학 가이드라인

□ 생산 시설 특징 

ㅇ (출입 제한) 사전 허가 받은 근로자만 출입* 가능, 출입자 최소화

     * 추가로, 출근시 발열체크를 통해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 불가

ㅇ (시설 환경) 공장 자동화로 소수 인력*만 근무, 공장별 컨트롤룸 

분리·운영, 공정 안전상 즉각 가동정지 불가(최소 3일 필요)

     * 3~5만평 규모 NCC 설비에 10여명 근무(4조 3교대 24시간 근무)

□ 사전 준비 사항

ㅇ (보호장구) 설비별 보호복, 고글, 장갑, 덧신, 마스크 등 구비 완료

ㅇ (대체인력) 확진 발생시 교대조 조정·추가인력 확보 계획(現 4조 3교대)

ㅇ (대응체계) 사전예방 활동(체온측정, 출장 제한, 건물·차량 소독 등),
사후대응 방안(대체인력 확보, 정상운전 계획) 등 마련 완료

□ 생산 시설 연속가동 방안

ㅇ (초기 대응) 보호장구 지급 및 확진자 발생조 근무 제외 등

- [보호장구]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복, 전동 호흡기 등 지급·착용

- [자가격리] 확진자 발생조 근무 제외,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ㅇ (정상 가동) 소독 시행, 방호복 착용 최소인력 컨트롤룸 정상 근무

- [접근제한·소독] 최소인력 外 접근금지 및 실내외 全구역 자체 소독

- [동시 근무] 소독중 방호복 착용 최소인력(3명 수준) 컨트롤룸 근무

     * 소독 시행 후 최소 24시간동안 보호장구 착용 유지

- [대체인력] 격리조 제외 근무 재편(3조 2~3교대 전환, 유휴인력 활용 등)

     * 기존 인력은 철수 후 보건소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 및 근무 여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