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DIVISION
Kate Brown, Governor

800 NE Oregon
Portland OR 97232
COVID.19@dhsoha.state.or.us

날짜: 2021년 6월 30일

healthoregon.org/coronavirus

교통 기관 권장 사항
이러한 권장 사항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교통 기관은 이러한 권고 사항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교통 기관은:


2021년 2월 1일에 발효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송차량 및 교통 허브에서의 마스크

착용 요건(2021년 1월 29일)을 준수하십시오. 이 요건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만 2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방 정부의 요건에 부합하는 마스크 착용하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탑승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미국장애인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정의되어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한 연방 정부의 명령에 따라 안면 보호대 단독
착용은 허용되지 않음)



마스크 요건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조기에 안전하게 퇴장 조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해당하는 오리건주 직업안전보건과(OR-OSHA) 요건을 모두 준수하십시오.

정의: 이러한 권장 사항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됩니다.


“청소”란 비누 또는 세제와 물을 사용하여 표면의 세균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표면으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 기관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가림막 또는 시각적인 신호(예: 바닥 스티커, 색 테이프, 또는 표지판)를
사용하여 승객들이 운전 기사로부터 육(6) 피트 내에 서 있지 않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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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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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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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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플라스틱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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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수송차량 및 교통 허브에서의 CDC 마스크 요건



공중 보건 권장 사항: 마스크, 얼굴 가리개 및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공공 장소에서
물리적 거리 두기



CDC 지침: 시설 청소 및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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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접근성: 장애인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OHA는 번역, 큰 글자 또는
점자와 같이 다른 형태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센터(1-971-673-2411, 711
TTY 또는 COVID19.LanguageAccess@dhsoha.state.or.us)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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