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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 교통기관 (Paratransit) 과 COVID-19 
 

준공공 교통 시설은 장애인에게 중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에게는 범유행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승객, 운전기사 및 직원을 위한 COVID-19 전파 예방에 권장되는 실행 몇 

가지입니다.   

• CDC 로 인해 권장되는, 적합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합니다.   얼굴 가리개 착용을 

면제받을 경우, 천막이 붙어있는 안면 보호대 착용을 권합니다.  면제여부는 본인의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가능하다면 언제나 6 피트의 물질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 그리고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한 후,  최소한 

20 초간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씻습니다. 물과 비누가 가용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60%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 기침 또는 재채기는 휴지로 가리고 하고, 휴지를 쓰레기통에 처분한 후, 손을 씻습니다. 

• 세균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와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몸이 안 좋을 경우, 다른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택에 머물러 

계십시오. 
• 버스 또는 봉고차에 비위생적인 표면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운전기사에게 이를 알리고, 소독할 

것을 요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준공공 교통 운전자 및 직원  
• 직원 및 승객이 승차하기 전, 증상진단을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장됩니다.  

• 셔틀버스 내 물질적 거리두기에는 승차 인원수 감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버스의 청소 절차에는 모든 고 접촉 표면을 살균제로 닦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딥 

클리닝 (deep cleaning)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o 문고리  

o 손잡이 

o 좌석 및 팔받침  

o 창문 

o 직원은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난잡에 즉각, 긴급히 대처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운전기사와 직원은 각별 회사의 지도에 따라 승객의 승차 및 하차를 보조합니다.   운전기사는 

각별 회사의 지도에 따라 직원들 사이 COVID-19 확진 사례를 보고하고, 문제 발생 시, 

관리자에게 이를 제기해야 합니다.  

 

 

 

https://covid-19.acgov.org/covid19-assets/docs/recovery/self-assessment-guidance-for-personnel-eng-2020.06.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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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를 보려면: 
 

이스트 베이 준공공 교통: https://eastbayparatransit.org/emergency-resources.htm 

Nelson Nygaard 준공공 교통 서비스:  https://nelsonnygaard.com/paratransit-service-

during-covid-19-serving-people-with-disabilities-seniors-may-require-different-

solutions-than-fixed-route-transit-service/ 

알라메다 카운티 보건 의료 서비스 기관, COVID 대응 (Health Care Service Agency, COVID 

Response): https://covid-19.acgov.org/index.page 

장애인 권리 교육 방위 기금 (Disability Rights & Education Defense Fund; DREDF.org) -- 

https://dredf.org/wp-content/uploads/2020/03/Rear-Door-COVID-Policy-Disability-

Recommendations-033020-FINAL.pdf 

질병 통제 센터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얼굴 가리개 착용: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about-face-

coverin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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