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사항: 귀하의 프로젝트 재개 단계
뉴욕시는 이제 뉴욕주의 재개방 계획 단계 1에 있으며,
이는 모든 건설 현장이 재개되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음
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이 뉴욕시건물관리국(Department of
Buildings, DOB)의 모든 규칙과 규정뿐만 아니라 모든 건
물
및 전기 법규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
니다: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건설 활동에 대한
주정부의 임시 지침을 읽고, 이해하고, 실천하십시오.















각 작업 현장에 맞는 안전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일반
계약자는 모든 하청 업체와 직원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획을 개발할 수 있고, 또는 각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을 구현하십시
오.
공사 현장 모든 대피 지점의 잘 보이는 위치에 안전
계획을 게시하십시오.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 귀하의 현장 운영 의무를 읽고
이해했음을 주정부에게 확인받으십시오.
본 확인서를 인쇄하여 현장에 보관하십시오.

이에 대한 검사 중 DOB 검사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입니다:


현장 고유의 안전 계획이 마련되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주정부에 대한 확인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손 위
생 구역:
•

비누, 흐르는 온수 및 일회용 종이 타월, 또는

•

손 세척 구역이 실용적이지 않은 곳에서 알코올 성
분의
손 소독제.

적절한 손 위생, 물리적 거리 제한 규칙, PPE의 적절한
사용 및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상기시
키는 COVID-19 신호들을 모든 직원이 볼 수 있습니다.
청소 및 소독 로그를 올바르게 업데이트하고 완료했습
니다.
엄격하게 밀폐된 공간(예: 엘리베이터, 호이스트)은 최
대
허용 인원의 50%를 차지합니다.
•





차체 및 각 층계참에 50% 용량 허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현장의 직원, 방문객 및 고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계
획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연락 추적을 위해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긴
밀하게 접촉한 모든 사람의 로그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업데이트했습니다.

DOB 검사관은 허가된 건설 현장의 첫 방문 시 건설 전문
가를
교육하여 현장의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허가된 현장은 이후에 규정 준수가 지속하도록
후속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또는 기타 뉴욕주 또
는
뉴욕시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