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뉴스레터
 
제목 : 특정 사업에 진출 하기 위해 필요한 Vax의 새로운 증거
 
 
2021년 8월 1일 3 일
 
 
친애하는 독자,
 
어제, M ayor 런던 N. Beed 박사 그랜트 콜 팩스가 발표 하는 안전한 반환이 함께 주문했다 개정 하는 높은 접촉 실내
분야에서 기업이 필요 , 바, 레스토랑, 클럽, 실내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를 포함하여, 을 얻기 증명 해당 시설 에 입
장 하기 위해 고객과 직원의 전체 예방 접종 . 여기에 가려고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거나 픽업하는 개인은 포함되
지 않습니다. 건강 명령 은 지속적인 급증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COVID-19의 전염성이 높은 델
타 변종으로 인한 경우, 미래 변종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고 대면 교육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학교의 안전한 재개
를 보장합니다.
 
작은 BUSI에 대한 요점 N ESSES
이 명령에는 내부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바, 클럽, 극장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와 체육관, 레크리
에이션 시설, 요가 스튜디오, 댄스 스튜디오 및 고객이 심혈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또는 기타 운동에 참여하는
기타 피트니스 시설이 필요합니다. 높은 호흡을 포함하는 운동(제한된 예외 제외):

1. 12세 이상의 모든 고객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늦어도 2021년 8월 20일까지 모든 직원의 예방 접종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3. 모든 직원이 2021년 10월 13일까지 예방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4. P는 OST 이 기호 공공 입구에서 전체 예방 접종의 요구 사항으로이를 알리는 후원자합니다.
5. 직원 휴게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이 표지판 을 게시 하여 직원에게 전체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립니다.

기업은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 된 건강 주문 및 업데이트 요약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SF
공중보건국(DPH)은 기업에 백신 검증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며 DPH의 FAQ 웹페
이지 에서 제공될 것 입니다.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문 sf.gov/는 vaxrequired .
 
건강 주문 변경 사항 요약
백신 검증 요건
두 가지 유형의 사업체 (“대상 사업체”)의 고객과 직원은 예방 접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레스토랑 , 바, 클럽, 극장 및 유흥 장소 와 같이 고객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실내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

하는 비즈니스 및 이벤트
2. 실내 체육관, 레크리에이션 시설, 요가 스튜디오 및 기타 피트니스 시설,

고객은 현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호흡이 높을 수 있습니다.
부문별 지침이 적용되는 청소년 피트니스 및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요구 사항은 편의를 요구하는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률의 해당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후원자를 위한 백신 검증
으로 8월 20일 , 덮여 B의 usinesses는 해야한다 그들이 완전히 예방 접종 증거를 표시하도록 모든 후원자 12 세를 필
요로 하기 전에 제한 예외 시설의 실내 부분에 항목을 허용 (아래 참조) . 해당 사업체는 각 고객의 사진이 부착된 신
분증에 대해 전체 예방 접종 증명서를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예방 접종 증명서 에는 CDC 예방 접종 카드, 해당 카드의 실제 또는 디지털 사본 또는 사진, 의료
제공자의 문서 또는 CA 주 또는 승인된 민간 회사에서 발행한 개인 디지털 COVID-19 백신 기록이 포함됩니
다 . 예방 접종 상태에 대한 서면 자체 증명은 허용되는 증거 형식이 아닙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mayor.org/article/san-francisco-require-proof-vaccination-entry-certain-indoor-businesses-and-all-large-indoor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sites/default/files/2021-08/VaccinationRequired-FOH-11x17-081221_01.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sites/default/files/2021-08/VaccinationRequired-BOH-11x17-081321_01.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C19-07-Summa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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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faq.asp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information/vaccine-required


RESOURCE : 예방접종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승인된 비공개 앱 목록을 참조하여 예
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예방 접종 확인 요구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예외가 있습니다 .
사업체는 고객이 야외 공원과 같이 예방 접종 확인 없이 사업체의 야외 부분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마스크를 쓴 고객이 예방 접종 확인 없이 실내 화장실을 사용 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음식이나 음료를 "테이크 아웃"하는 사업체는 마스크를 쓴 고객이 예방 접종 확인 없이 음식이나 음
료를 주문, 픽업 또는 지불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고객이 시설에 입장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한 고객이 도착하기 전에 예방접종 여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을 위한 백신 검증
해당 사업체의 운영자는 다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8월 20 일 까지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예방 접종 상태를 확인합니다 . 그리고
다음은 직원 예방 접종 프로그램 확인 양식 샘플 입니다.

10월 13일까지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 이 시설의 실내에 들어가거나 작업하기 전에 전체
예방 접종 증명서 를 제출 하도록 요구 하십시오.
 

해당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직원 예방 접종 또는 면제 상태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정기적으
로 사업체에 들어가거나 일하는 개인은 전체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체에 대한 두 가지 필수 표지판 *신규*
해당 사업체 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표지판 을 게시 해야 합니다 .

1. " Vaccina�on & M 은 Re eq'd I ndoors for Patrons를 요청합니다." ( 11"x17" 흰색 배경 )
공공 출입구에 이 표지판을 눈에 띄게 게시하십시오.

2. 예방 접종 & M이 요구 R은 eq'd I 에 대한 엔도어즈 종업원 " ( 11"X17 "흰색 배경 )
직원 휴게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이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

들어 모든 포스터 에서 다양한 크기, 배경 및 언어, 방문 COVID-19 아웃 리치 툴킷 .
 
건강 명령에 대한 추가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V의 accina�on의 요구 사항 에 대한 위로 그 (12) 및 입력 내가 ndoor m EGA-이벤트를 ( 로 5 , 000 에 만명)를
새로운 대형 실내 이벤트의 범주 ( 와 1,000 4,999 명) 8월 20일 효과, A와 및 대상 9월 15일 이전 이벤트에 대
한 제한된 예외 .
의 스폰서 오 utdoor 리터 ARGE 전자 통풍구 (5,000 9,999 명 포함)하는 강력 촉구 예방 접종 또는 음의 시험
의 증거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환경에 있는 직원에 대한 예방 접종 요구 사항은 성인 요양 시설, 치과 진료소, 가정 의료 종사자 및
약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 제공자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의료 시설 직원이 8월 5일부터 발효되는 주 보건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예방 접종 요건은 9월 30일까지 준
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요구 사항은 편의를 요구하는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률의 해당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는 개인 주택에서 여러 가구가 실내에서 모이는 호스트는 예방 접종 증명서를 요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당신에게 VAX
DPH 는 지난 주 Vax to You라는 새로운 모바일 예방접종 팀을 출범 시켰습니다. 이 팀은 관심 있는 개인 그룹을 조직
할 때 집과 직장에서 5~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에 예약을 하여 백신을 접종할 것입니다. 사업주는 모바일 vax
팀에 연락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 sf.gov/는 getvaccinated .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vaccine-verification-site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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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sites/default/files/2021-08/VaccinationRequired-FOH-11x17-081221_01.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sites/default/files/2021-08/VaccinationRequired-FOH-11x17-081221_01.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sites/default/files/2021-08/VaccinationRequired-BOH-11x17-081321_01.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resource/2021/covid-19-outreach-toolkit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get-vaccinated-against-covid-1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get-vaccinated-against-covid-19


항상 그렇듯이 중소기업청은 우리 가 이 대유행으로부터 회복 하고 재건 하는 동안 중소기업을 돕고 지원하기 위
해 여기 있습니다 . 저희 사무실은 방문 및 예약을 위해 완전히 재개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415-554-6134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기업이 oewd.org/covid19 에서 리소스 를 확인 하도록 권장
합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발표 및 리소스 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
서 전자 뉴스에 등록 하십시오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mailto:sfosb@sfgov.org
mailto:sfosb@sfgov.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oewd.org/resources-businesses-and-employees-impacted-covid-1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