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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응 

주 전역 기관의 최신 소식을 확인하려면 coronavirus.wa.gov를 방문하십시오(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펀자브어, 소말리아어, 우크라이나어). 

UTC 건물 일반인 이용 중지 

UTC 건물은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일반인 이용이 중지되며 현재 모든 UTC 직원은 재택 근무 
중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1-888-333-
WUTC (9882) 또는 온라인 채팅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소비자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tay Home, Stay Healthy 

3월 23일, Jay Inslee 주지사는 Stay at Home, Stay Healthy 명령을 내렸으며, 5월 1일자로 명령을 
연장하고 재개를 위한 4단계 Safe Start Washington 모델 을 도입했습니다. 각 단계는 카운티별로 
진행되므로, 기업은 영업 소재 카운티에 어떤 지침이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 사업체 상태를 명확히 하거나 사업체가 필수 산업에 속한다는 청원을 하려면, 본 양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영어로만 제공). 

공과금 보조 

Inslee 주지사는 7월 28일까지 모든 에너지, 유선 전화, 수도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업체 고객의 공과금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공과금 납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 사업체에 문의하거나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1-888-333-WUTC (9882)로 전화하거나 언제든 
consumer@utc.wa.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명령 기한이 지난 후에는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지금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기업 

이 기간 동안 UTC의 규제를 받는 공공 사업체 및 운송 회사와 직접 협력하여 정책과 관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https://coronavirus.wa.gov/
https://coronavirus.wa.gov/es/node/1550
https://coronavirus.wa.gov/ru/node/1551
https://coronavirus.wa.gov/vi/node/1552
https://coronavirus.wa.gov/zh-hans/node/1553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Japanese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Korean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Punjabi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somali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Ukrainian
https://app.smartsheet.com/b/form/d4c155fa930f4b848f95774d610c9708
https://app.smartsheet.com/b/form/d4c155fa930f4b848f95774d610c9708
mailto:consumer@utc.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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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회사를 위한 정보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PHMSA) 
PHMSA는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하여 운영자 자격 변경(영어로만 제공)을 임시로 
허용하였습니다.  

• 약물 검사 요건에 대한 유연성 
• 운영자 자격 및 제어실 관리 요건(예: 근무 시간 및 전문 교육 요건)의 시행을 일시 
중단합니다. 

Federal Railroad Association(FRA) 
• FRA는 작업장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부 안전 요건의 시행을 중단하는 긴급 면제를 
발표했습니다(영어로만 제공).  

• UTC는 위임된 집행 권한을 사용 시 이러한 면제를 따릅니다.  

가정 이삿짐 운송업체 직원 
• 가정 이삿짐 운송업체 직원은 안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1단계에 해당하는 카운티의 경우, 이삿짐 운송업체 직원은 폐쇄되는 부동산 거래 또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떠나는 취약한 사람을 지원하는 이사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2단계에 해당하는 카운티의 경우, 이삿짐 운송업체는 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의 
고용주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FMSCA) 
• FMSCA는 배달을 완료한 후 운전자가 휴식 시간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에 긴급 구호품(예: 
식품, 의료 장비, 개인 보호 장비)을 운송하는 상업용 차량에 대한 서비스 시간 요구건의 
임시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 FMCSA는 이 선언에 대한 질문과 대답 목록을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영어로만 
제공).  

• FMCSA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정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영어로만 제공). 

Department of Licensing(DOL) 
• Department of Licensing은 운전 면허 만료일을 일시적으로 30일 연장했습니다.  
• FMSCA 지침에 따라 DOL은 3월 30일 이후 만료될 예정인 상업용 운전 면허(CDL) 및 상업용 
드라이버 허가(CPP)의 만료일을 9월 30일로 연장했습니다.  

• 상업용 운전자는 면허증이나 허가증 만료일이 3월 30일 이후임을 증명하기 위해 만료된 
의료 증명서 사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공청회, 심리, 워크숍  

현재 모든 공청회, 심리, 워크숍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행사에 
참가할 예정인 경우 세부 정보는 캘린더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hmsa.dot.gov/news/phmsa-stay-enforcement-covid-19
https://www.railwayage.com/wp-content/uploads/2020/03/Emergency-Waiver-Letter-03252020.pdf
https://www.fmcsa.dot.gov/emergency/frequently-asked-questions-related-fmcsa-emergency-declaration-03192020
https://www.fmcsa.dot.gov/COVID-19
https://www.utc.wa.gov/docs/Pages/AllEven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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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 워싱턴 주 공식 COVID-19 사이트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펀자브어, 소말리아어, 우크라이나어). 

• 보건부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웹사이트 (미국 수어(ASL ),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펀자브어, 러시아어, 소말리아어, 스페인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 워싱턴 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COVID-19 핫라인 1-800-525-0127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 통화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의 유틸리티 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침을 알아보려면 NARUC 주 대응 추적기를 
방문하십시오(영어로만 제공). 

액세스 

다른 형식으로 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1-800-833-6384로 전화하거나 711로 전화하시면 워싱턴 
릴레이 서비스를 통해 텔레타이프(TTY)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UTC는 여러 언어를 지원합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1-888-333-9882로 전화하여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https://coronavirus.wa.gov/
https://coronavirus.wa.gov/es/node/1550
https://coronavirus.wa.gov/ru/node/1551
https://coronavirus.wa.gov/vi/node/1552
https://coronavirus.wa.gov/zh-hans/node/1553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Japanese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Korean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Punjabi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somali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Ukrainian
https://www.doh.wa.gov/Emergencies/Coronavirus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AmericanSignLanguage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ChineseSimplified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Japanese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Korean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Punjabi
https://www.doh.wa.gov/Emergencies/Coronavirus/Russian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somali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CoronavirusSpanish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Ukrainian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vietnamese
https://www.naruc.org/compilation-of-covid-19-news-resources/state-response-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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