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주지사 Kate Brown

500 Summer St NE E20
Salem OR 97301
음성: 503-947-2340

COVID-19 용 최대 수용 자원

팩스: 503-947-2341

이 자원의 목적은 부문별 위험 수준 안내표 내에서 운영하면서 COVID-19 “최대 수용 한도”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사업체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먼저 오리건주 소방법(OFC)의 수용 인원당 허용 바닥 면적(단위: 제곱피트)의 표
1004.5 에 나와 있는 귀 업소의 일반적 수용 인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수용 인원이라 함은
건물에 허용되는 인원 수가 출구(비상 통로)를 기준으로 하듯이, 건물의 바닥 공간과 기능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건물 내에서 허용되는 인원 수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일반적 수용 인원에는 스탭 요원과 비즈니스 고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OVID-19
“최대 수용 한도”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전에, 귀 업소의 일반적 수용 인원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 도움을 원하시면 귀하 지역을 관할하는 현지 소방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부문별 위험 수준 안내표의 지침에 따른 COVID-19 “최대 수용 한도”를 계산하여 지원하는 것은
각 사업체의 책임입니다. 현지 소방 기관은 일반적인 수용 인원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COVID-19 “최대 수용 한도”에서 요구하는 축소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비율 계산 요청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현지의 오리건 소방 기관의 목록과 그 연락처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oregon.gov/osp/programs/sfm/Pages/Fire-Agency-Contact-List.aspx

머리글자어:


“GLA”라 함은 총 임대 면적을 의미합니다.



“OLF”라 함은 수용 인원 계수를 의미합니다.



“sf”라 함은 제곱피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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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소방법(OFC)의 일반적인 수용 인원 결정”이라 함은 공간의 순 또는 총 바닥
면적(제곱피트)을 수용 인원 계수로 나눠서 구해진 수용 인원을 의미합니다(표 1004.5
참조).



“총 바닥 면적”이라 함은 복도, 계단, 램프, 옷장, 내벽 두께, 기둥 등을 포함하여 고려되는
건물 외벽의 안쪽 둘레(통기 수직관과 마당은 제외) 내 바닥 면적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바닥 면적, 즉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부분은 위 지붕이나 바닥의 수평 투영면 아래
가용 면적이어야 합니다. 총 바닥 면적은 개구부가 없는 샤프트 또는 내부 마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순 바닥 면적”이라 함은 복도, 계단, 램프, 화장실, 기계실, 옷장 같은 사람이 없는 부속
공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점유 면적을 의미합니다.

귀 업체의 일반적인 수용 인원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오리건주 소방법
귀 업체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음식점 및 주류 판매 시설: 이는 OFC 에 따라 집합 수용 시설로 간주됩니다.


고정 좌석이 없으면 1 인당 순 15 제곱피트입니다. 고정 좌석이 있으면 고정 좌석의 실제
수를 계산합니다. 부스의 경우 24 인치 길이마다 1 인을 수용합니다.

종교기관, 장례식장, 영안실, 묘지: 이는 OFC 에 따라 집합 수용 시설로 간주됩니다.


1 인당 입석 공간 5 제곱피트 순 면적, 1 인당 밀집식(의자만) 7 제곱피트 순 면적.
벤치 또는 벤치형 좌석의 경우 18 인치 길이마다 1 인을 수용합니다.

옥내 오락 업소: 이는 OFC 에 따라 집합 수용 시설로 간주됩니다.


1 인당 입석 공간 5 제곱피트 순 면적, 1 인당 밀집식(의자만) 7 제곱피트 순 면적. 고정
좌석이 있으면 고정 좌석의 실제 수를 계산합니다.

옥내 및 옥외 쇼핑 센터/몰: 이는 OFC 에 따라 상업 수용 시설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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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업체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상업 시설: 수용 인원 계수(OLF = 0.00007)(GLA) + 25.

실내 오락 및 피트니스 업소: 이는 OFC 에 따라 집합 수용 시설로 간주됩니다.


1 인당 입석 공간 5 제곱피트 순 면적. 1 인당 운동실 50 제곱피트 총 면적.

사무실: 이는 OFC 에 따라 사업 수용 시설로 간주됩니다.


1 인당 150 제곱피트 총 면적.

옥외 오락 및 체육 시설: 이는 OFC 에 따라 집합 수용 시설로 간주됩니다.


1 인당 입석 공간 5 제곱피트 순 면적.

실외 오락 시설: 이는 OFC 에 따라 집합 수용 시설로 간주됩니다.


1 인당 입석 공간 5 제곱피트 순 면적, 1 인당 밀집식(의자만) 7 제곱피트 순 면적.

소매점:이는 OFC 에 따라 상업 수용 시설로 간주됩니다.


1 인당 60 제곱피트 총 면적.

다양한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COVID-19 “최대 수용 한도”를 판단하는 방법 예:
Q: 실내 식사 수용 인원이 260 명인 고위험 카테고리에 위치한 식당.
A: 옥내에서 최대 50 명. (260)(.25%) = 65 명 > 50. 옥내 수용 능력은 최대 수용 인원의 25%
또는 50 명 중 작은 쪽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수용 인원이 500 명인 중위험 카테고리에 위치한 소매점.
A: 옥내에서 최대 250 명. (500)(.50%) = 250 명. 커브사이드 픽업 권장
Q: 옥내 수용 인원이 350 명인 초고위험 카테고리에 위치한 교회.
A:옥내에서 최대 88 명. (350)(.25%) = 87.5[즉, 88]. 옥내 수용 능력은 최대 수용 인원의 25%
또는 100 명 중 작은 쪽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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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접근성: 장애가 있으시거나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을 위해, OHA 에서는
번역, 큰 글자 또는 점자와 같이 다른 형태로 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센터(1-971-673-2411, 711 TTY 또는
COVID19.LanguageAccess@dhsoha.state.or.us)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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