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예방 조치COVID-19 예방 조치
방문자 설문지 및 공급 업체 기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Kohler Co.는 여행 제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및 당사 사무실 프로토콜 개선을 포함한 예방 조치를 실행하여 직원, 고객 및 파트너에게 
가장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ohler는 Kohler에 입주하는 공급 업체 및 기타 방문자를 
위한 추가 프로토콜을 구현했습니다. 공급 업체도 Kohler와 협력하여 공급망 위험을 완화하고, 필요에 
따라 Kohler 구매 주문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Kohler Co. 시설들의 공급 업체 방문자 및 현장 담당자들 Kohler Co. 시설들의 공급 업체 방문자 및 현장 담당자들 

Kohler 방문자 및 현장 담당자 (공급업체, 고객, 또는 기타 제 3자)는 “사업에 중대한” 업무, 즉 핵심적인 
사업 운영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 제한됩니다. 방문자가 회사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담당 
Kohler 직원은 경영진의 허가를 필히 취득해야 하며 방문자와 함께 방문자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공급 업체 기대공급 업체 기대

Kohler 및 계열사, 부서 및 자회사들에 대한 공급 업체는 당사 사업의 필수 부분이므로 Kohler의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 능력에 필수적입니다. 공급 업체는 Kohler 구매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공급망 중단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Kohler 직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경우 모든 
구매 주문은 예상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Kohler 직원 여행 제한Kohler 직원 여행 제한

Kohler 는 바이러스의 잠재적 확산을 제한하고 당사 직원 및 운영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의 
모든 여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사업에 중대한” 업무, 즉 핵심적인 사업 운영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 제한됩니다. Kohler는 이러한 여행 제한 규정으로 직원들이 직접 대면 회의를 가상 
회의로 대체하는 기술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방문자 보건 및 건강방문자 보건 및 건강

모든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Kohler 시설의 모든 방문자들에게 세계 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의 권고를 따르도록 
알려줍니다:

1.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특히 화장실에 간 후, 식사 전, 그리고 
코를 풀고,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 비누와 물로 20 초 이상 
손을 정기적으로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화장실을 나갈 때는 
종이 타월로 문 손잡이를 열고 닫습니다.

2.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손은 많은 표면에 접촉하여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 코, 입 또는 얼굴 부분을 만지지 
마십시오.

3. 호흡기 위생을 실천합니다. 물방울은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팔꿈치를 구부리거나 티슈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사용한 티슈는 즉시 폐기하고 손을 
씻으십시오.

4. 아픈 경우, 집에 머무르십시오. 열, 기침 및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조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5. 교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과의 
거리는 최소 1m(3 피트)를 유지하십시오.

Kohler 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
면 지역 Kohler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