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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 OSB 뉴스레터
 
 
제목: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건강 명령 
 
친애하는 커뮤니티 파트너,
 
어제 샌프란시스코 공중보건국 은 주의 지침에 따라 건강 명령을 업데이트했습니다 . 변경된 사항을 보려면 건강 명령을 읽으
십시오 . 변경 사항을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건강 명령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버전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문서 전체를 읽
는 것이 항상 중요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코호트에서 안면 마스크 제거
(부록)
 
이 명령은 2월 1일부터 모든 사람이 최신 예방 접종 (1차 예방 접종 시리즈, 자격이 있는 경우 추가 접종)을 받은 공간에서 안정
적인 집단 내 안면 가리개 제거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이전 임계값은 1차 예방접종 시리즈일 뿐입니다.
 
 
예방접종이 필요한 공간
예: 음식 또는 음료가 실내에서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이벤트, 체육관 및 고객이 호흡을 높이는 운동을 하는 기타 피트니스 시설
(명령 섹션 4a 참조)
 
이러한 사업체의 운영자는 이제 다음에 대한 예방 접종 요구 사항의 면제를 수락할 수 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
적격한 의학적 사유
 

* 후원자의 경우 종교 또는 의료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경우 문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언어로 된
샘플 거부 양식 보기 . 
 
이러한 면제를 행사하기 위해 적격 고객과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입국 1일 이내 음성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입국 2일 이내 PCR검사실 검사를 생성한다. (이 요약에서 더 아래에 있는
테스트에 대한 논의를 참조하십시오).
부록 A의 특정 예외 사항(예: 활발하게 먹거나 마시는 동안)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몸에 꼭 맞는 마스
크를 착용하십시오.

 
참고: 주문서의 어떤 내용도 관련 법률에 따라 승인된 면제가 있는 직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
는 비즈니스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및 마스킹은 최신 백신 접종만큼 COVID-19의 확산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
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이 순서의 최소 요구 사항이 기업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운영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 직원 또는 기타.
 
 
실내 메가 이벤트
5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있는 것으로 정의됨(주문 섹션 7b 참조)
 
이 명령은 우리를 주 규정과 더욱 밀접하게 일치시킵니다. 참석자는 이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추가 접종을 포함한 예방 접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거나
입국 1일 이내 코로나19 신속항원 음성, 입국 2일 이내 PCR 검사실 검사를 작성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테스트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news/updates-sfs-covid-19-health-order-includes-changes-indoor-masking-testing-and-vaccination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C19-07-Safer-Return-Together-Health-Order.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C19-07-Redline.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covid-19/files/declination.pdf


1/28/22, 1:36 PM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2/2

고객이나 직원이 COVID-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항원 검사 1일 이내 또는 PCR 검사실 검사 2일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당 2회 이상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없으며 각 검사는 최소 3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음성 테스트의 증거 로 무엇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실험실의 테스트 제공자가 발행한 인쇄된 문서입니다.
전자 검사 결과는 검사 제공자나 검사실의 전화나 기타 장치에 표시됩니다. 정보에는 사람의 이름, 수행한 검사 유형
및 음성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가 투여 신속 항원 검사(예: 재택 검사)를 촬영한 사진은 음성 검사의 증거로 허용 되지 않습니다 . 제3자로부터의 테
스트 결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리소스
 

샌프란시스코의 예방 접종 및 부스터 사이트
샌프란시스코의 테스트 사이트
격리 및 격리 지침
SF 코로나 데이터

 
 
SF, COVID-포지티브 근로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복구 권리를 위한 기금 연장
지난주 런던 브리드 시장과 힐러리 로넨 감독관 은 샌프란시스코가 시의 일반 기금에서 추가로 540만 달러를 할당하여 현재
급증하는 신청에 부응하기 위해 복구 권리 프로그램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복구 권리 프로그
램은 COVID-19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이고 격리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샌프란시스코의
성인 거주자에게 일회성 지불을 제공합니다.
 
복구 권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wd.org/covid19/workers 를 참조하십시오 .
 
집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COVID-19 테스트
미국의 모든 가정은 가정에서 무료로 4개의 COVID-   19 테스트 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소당 하나의 주문으로 제한됩니다.
하나의 주문에는 4개의 개별 신속 항원 COVID-19 검사가 포함됩니다.
주문은 1월 말부터 무료 배송됩니다.

 
주문하려면 h�ps://www.covidtests.gov/ 를 방문 하십시오 .
 
 
문의하기
언제나처럼 OSB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sfosb.org ), 이메일( sfosb@sfgov.org ) 또는 전화(415-554-6134)로 문의하십시
오.    
 
저희 사무실은 곧 다른 뉴스레터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뉴스레터를 계속 받을 수는 있지만 뉴스레터가 정크/스팸 폴더
에 걸릴 수 있습니다. 최신 중소기업 뉴스를 계속 수신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여기 에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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