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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역 재개 지침 – 교통 기관
관할: 행정 명령 번호 20-27, ORS 443.441, ORS 433.443, ORS 431A.010.
적용 대상: 본 지침은 주 전역의 교통 기관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법 집행: 본 지침이 특정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 명령 20-27, 26항에 명시된
대로 집행 가능합니다.
교통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를 위한 일반 지침을 검토하고 이행하십시오.



승객 사이에 최소 삼(3) 피트의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운전 기사와 승객 사이에 최소 육(6) 피트의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승차하는 도중
및 이동 기기의 보조를 받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 좌석에 앉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본 준수
사항을 강화하여 적용하십시오.



물리적인 가림막 또는 시각적인 신호(예: 바닥 스티커, 색 테이프, 또는 표지판)를 사용하여
승객들이 다른 승객들로부터는 삼(3) 피트 거리, 버스/기차의 운전 기사 및 기타 교통 관련
직원들로부터는 육(6) 피트 거리 내에 서 있거나 앉아 있지 않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버스 한 대당 최대 탑승 인원을 정하여 게시해 주십시오.



철도 체계의 경우, 각 객차당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를 명확하게 표시한 안내판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 주십시오. 정류장 정차 전과 후에 최대 탑승 인원수에 대해 음성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COVID-19 증상, 유증상 탑승자의 자택 대기 요청,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문의할 연락처를
나열한 명확한 안내판(healthoregon.org/coronavirus 참조)을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대중
교통 정류장/센터에 게시해 주십시오. 이동이 꼭 필요한 유증상자의 경우, 가능하다면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십시오.



주 전역 마스크, 안면 보호대, 얼굴 가리개 지침을 읽고 이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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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종사자들에게 비누와 흐르는 깨끗한 물 그리고 건조 시 필요한 용품 또는 알코올을
최소 60~95% 함유한 손 소독제를 근무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해 주십시오.



버스/기차 및 정차역을 자주 청소하십시오. 버스/기차 및 정차역의 자주 손길이 닿는 표면을
소독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4시간마다 청소를 실시해 주십시오.

필수는 아니지만 교통 기관이 최대한 지켜야 하는 수칙:


탑승은 앞문, 하차는 뒷문으로 구분하여 왕래 흐름을 한 방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류장이 혼잡함을 알리는 표시를 사용하여 버스/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물리적인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십시오.



각 버스/기차 차량에 알코올을 60~95% 함유한 손 소독 용액을 비치한 손 소독제 거치대를
가능한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



운전 기사와 승객 사이에 육(6) 피트의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투명한
플라스틱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통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운수업 종사자
및 기타 일반 대중에게 노출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해 주십시오.

추가 자료:


OHA의 일반 대중을 위한 지침



OHA의 고용주를 위한 일반 지침



주 전역 마스크, 안면 보호대, 얼굴 가리개 지침

문서 접근성: 장애가 있으시거나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을 위해, OHA에서는 번역,
큰 글자 또는 점자와 같이 다른 형태로 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844882-7889, 711 TTY 또는 OHA.ADAModifications@dhsoha.state.or.us로 Mavel Morales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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