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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o NYC

o 8월 17일시작: 실내엔터테인먼트, 
식사, 피트니스를제공하는사업장은
직원및 12세이상고객의백신접종
여부를확인하고백신접종을
받은(최소 1회) 사람만실내에입장하는
것을허용해야합니다. 

o 이규정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벌금은 $1,000에서
시작하여반복되는위반의경우
$5,000까지부과될수있습니다.

o 지원팀은사업장소유주를대상으로
Key to NYC에대해교육하기위해시
전역에서지역사업장마다방문합니다.

해당사업장:

식사: 레스토랑, 케이터링홀, 이벤트공간, 호텔
연회장, 바, 나이트클럽, 카페테리아, 실내식사
공간이있는식료품점, 커피숍, 실내식사공간이
있는패스트푸드또는퀵서비스.

피트니스: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피트니스
클래스, 수영장, 실내스튜디오및댄스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영화관, 음악및콘서트장, 박물관
및갤러리, 수족관및동물원, 프로스포츠경기장, 
실내경기장, 컨벤션센터, 전시실, 공연예술
극장, 볼링장, 아케이드, 수영장및당구장, 
레크리에이션게임센터, 성인엔터테인먼트시설
및실내놀이공간.



NYC COVID Safe App

NY State Excelsior Pass CDC card

실내식사, 피트니스및
엔터테인먼트사업장대상
Key to NYC 요건

o 직원및 12세이상고객의백신접종여부를확인하십시오. 최소
1회이상접종한사람만입장을허용하십시오.

o Key to NYC 표지판을고객이실내에입장하기전에잘보이는

곳에비치하십시오. nyc.gov/KeyToNYC에서사본을

다운로드하시거나 311번으로전화해서요청하십시오.

o 18세이상으로보이는고객이실내입장을하기전신분증과

백신접종증명서를확인하십시오.

o 직원과고객의백신접종증명서를확인하는방법에대한서면

계획서를보관하십시오. 접종기록은현장에서제시하고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o 유효한예방접종증명서(NYC Covid Safe App, NY State 
Excelsior Pass, CDC 카드또는기타공식문서)를숙지하십시오.

http://www.nyc.gov/keytonyc


다른 고객이나 다른 직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거나 해당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인 수용책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조:
:

고객

o 고객이장애로인해백신접종증명을할수없는경우
고객과협의하여합리적인수용책을찾으십시오. 

o 합리적인수용책에는여러방법이있을수있습니다(예: 
고객이테이크아웃으로음식구매, 가상수업참여, 
전화로담당자와통화등). 

직원

o 고용주는장애, 임신, 종교적믿음또는가정폭력, 스토킹
또는성범죄의피해자에대해합리적인수용책을제공해야
합니다. 

o 직원이위에언급된내용에해당되어예외를요청하는경우, 
직원과협의하여합리적인수용책을찾아보십시오. 

o 합리적인수용책에는여러방법이있을수있습니다(예: 원격
근무, 직원또는고객과따로떨어진공간이나외부에서업무
수행, 휴가등). 

Key to NYC의 합리적인 수용책



도움이 되는 Key to NYC 자원 웹사이트

o 웹사이트
아래나와있는모든자원은 nyc.gov/KeyToNYC에서확인하실수
있습니다

o 표지판
사업장은이를인쇄해서비치해야합니다

o 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일반적인사업장관련질문에대한대답

o 갈등해결
사업장대상교육비디오

o 핫라인
소규모사업장에관한질문은 NYC 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에전화하십시오. (888) SBS-4NYC

o 가짜증명서신고: 
311 또는 833-VAX-SCAM으로전화하시거나또는
STOPVAXFRAUD@health.ny.gov로이메일을보내십시오

o 차별행위:
nyc.gov/HumanRights 웹사이트를통해서또는 311로전화하여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연락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doh/covid/covid-19-vaccines-keytonyc.page
http://www.nyc.gov/keytonyc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covid/posters/covid-19-vaccine-required-poster.pdf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covid/covid-19-key-to-nyc-faq.pdf
https://portal.311.nyc.gov/article/?kanumber=KA-03447
mailto:STOPVAXFRAUD@health.ny.gov
http://www.nyc.gov/HumanRights


물리적
거리두기

개인보호장비
(PPE)

청소 + 위생

건강검진

커뮤니케이션

정보:

연방 CDC 지침에따라백신
접종을하지않은사람은
마스크를계속착용해야합니다.

주지침은현재
선택사항이며사업장
소유주의재량에따릅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fully-vaccinated-guidance.html


식음료시설요건

o 6월 24일자로국가재난비상사태(State Disaster 
Emergency)(행정명령 24호)가종료되었습니다. 

o 테이크아웃주류판매는더이상허용되지않으므로, 이제
현행법에따라판매하셔야합니다. 

o 7월 19일부터, NYC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은과태료부과대상소환장및문자표시등급을발
부하는등전수조사를재개합니다.

o 뉴욕주의회는레스토랑과바에서음식을주문해야만술
판매를허용하는명령을폐지했습니다. 

o 뉴욕주실내식사방침은 NYS Department of Health 지침에
따라 100% 수용인원이허용됩니다.

o 실내식사자정금지가해제되었습니다.참조: 오픈
레스토랑(Open Restaurants)의보도나인도에있는좌석에
대해서는자정금지가계속유효합니다.

o 7월 7일부터, 오픈레스토랑에따라외부에서주류를
제공하는레스토랑은 10월 5일까지 SLA 에신청해야
합니다.  

o SLA 면허사업장은 State Liquor Authority 웹사이트에서
추가지침을확인해야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u10341756.ct.sendgrid.net/ls/click?upn=Btl5ySSssYUnr1uulsyLzHtzcUFuzNm2dy8z1QAE7rE9g3T0pXAUtBRRQW20vfX0tHP3JtkQMxjmdh8E-2BBWbeccHkruXAlqBhtKb-2BeXhCruLg-2BqHGFAUzT2QtEZOSIV0JSovHYjLkxeL-2BlHUUhb4ofsTuwmDzvcHtbPcaGK7L-2Bk-3De0XO_OzzJpKZUGRxaGQ2kxWJHyVw61OyN1DM2YuU7Qj8k2U7Qi0gaMCyQUk0prkVTooswoZuYmxyy8JmjycMOOgCb19GoYPwQLNYlDMIZsXSqR7c4VeeJKxtwJuVk8KWRS8hBXcWrzZdqhaTXrQFlymzNx1Fx4QgoHTVeqdbC040wD5c4z5Osxr4qaDu-2Bca4n5DMnckyq4-2B-2BqFBZDx52cV898TOMoqJE3pp6qMsKEU6FSukSEpuTluJv8wYVe6FsEV4EYAvIri4RDIvvfKEKMQpQGQK4zw5TM4HqXbCqQPV94q7DgfIMjOcOQJenB-2F8Mph7oKS8VfXaQ9C1QbJohggkD5Chn5TgnoLJYU2D3gcLP4XM73BzCF-2BZJH7nOmJi7S8gH5QGB-2F8KVKm0O-2FwMYpSlaPIkVhbg4Z0H1noxTXEXQLUZua-2B0ESwBtda3hjHzTRCLBQG8gEcA7UWbCyD-2BWqA-2BISJ13udiL2aZXn6t5d-2BTJTcP5Dn1aZVJAKV6UKsEHSm5AsXcaBBc6qXkpchzrxuvdkgEJfXHuaa8QkhINfSDTqftc9thZe9Ea9lvREp621aZCNv5rDIEsBrDMhYrS0BaO61ttL-2FMf6Vag3LyPQumVSDzC-2Bvv-2FJ1ZfV75MgO0YIVti5aNlI-2FaBDULRGKEJMFhhKVxyTGJeOBpX1Qc4XnNsjghPad2JVclHTz5IbmLs-2BpKlE8x0QOiSjYDCzMjEyoXXaKvC3YXog-2BxIkbnb6yx0T-2B-2FMHdBL51Ha-2BBh8CeAkEBdkg8GaEzMtvbydyjJDbex2YUScjV-2BZo7dDmYWdnLc5fn-2FWxh2-2FZPoHJeCGjN0LBoKbH5DFldMBke8nw3tdVXOJZEGTI-2FOITI5uGeEv0izOgel6B6S-2F96uQy2Kpf3yHxseu6fMcFOOdVpZSvzi0l3X2mlYN1HxpmlHOMnix5JL9-2FeqDGCx-2Bo5LMYLLQ6c0HNzRYCPi2O0L8CcmpLQ0UrY4lJm1keKWzS4zAM-2F8Zq3kSrwsg-3D&data=04|01|mweber@sbs.nyc.gov|ab43bfdb507040f29a3708d90fd9b83e|32f56fc75f814e22a95b15da66513bef|0|0|637558250029040159|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1000&sdata=pDKf1VWW32ARNMvV+YxttR/FnkzySZOYIxEAYeRHXeA=&reserved=0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governor-murphy-and-governor-lamont-announce-significant-easing-covid-19
https://sla.ny.gov/instructions-continued-and-new-use-municipal-property
https://sla.ny.gov/


nyc.gov/openrestaurants

시전역에걸친이단계별프로그램은

음식점의야외좌석옵션을확장하여

개방된공간을활성화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강화하고, 경제적으로어려운

이시기를극복할수있도록돕습니다.

다음에서자세한내용을알아보고바또는

레스토랑외부의인도나보도에야외좌석

설치를신청하세요

NYC 오픈레스토랑프로그램에
따라연중내내야외식사허용

NYC Open Restaurants 
좌석기준

http://www.nyc.gov/openrestaurants


자원
사업재개에도움이되는많은
자원이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nyc.gov/business 를방문하세요

정보:

핫라인, 가이드, 
상담및
웹세미나

PPE 공급업
체목록

재정지원

상업리스
지원

온라인사업
교육과정

직원지원

사업장멘토링

적응플레이북

http://nyc.gov/business


o 음식서비스(카페, 바, 레스토랑, 델리, 보데가)

o 소매(슈퍼마켓, 의류, 전자제품등)

o 개인관리(네일샵, 미장원, 데이케어센터,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적격사업장은다음과같은업종의매장을포함합니다.

알고계세요? 
NYC Quick Start 상담사는주요면허, 
허가및기타요건에대한처리시간을
최대 50% 줄여줄수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더일찍열수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담을신청하시려면 888-SBS-4NYC로전화하시거나또는
웹사이트 nyc.gov/quickstart를방문하십시오.

사업장소유주에게사업장을열거나재개할때불필요한절차
없이연락할수있는연락상담창구하나가할당됩니다. 
상담사는위반사항을적발하거나벌금을부과하지않으며향후
이를예방하는데도움을줄수있습니다.
상담을신청하시려면 888-SBS-4NYC로전화하시거나또는
웹사이트 nyc.gov/quickstart를방문하십시오.

NYC QUICK START



정부, 자선단체, 민간및비영리단체를통해대출과
보조금을받을수있습니다. 

311 에전화하거나 nyc.gov/financingassistance를방문하면

담당자가가능한옵션과신청방법을알려드립니다.

알고계세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또는경제적
피해재해대출(EIDL)을거부당한
소수민족이나여성소유사업장은
뉴욕포워드대출기금의혜택을
받을가능성이높습니다. 

https://www1.nyc.gov/nycbusiness/article/financing-assistance


무료법률상담및온라인사업교육과정은다음
사항에대해조언을드립니다.

311 에전화하거나 nyc.gov/commlease를방문하여

상업리스에대한지원을요청하세요. 

o 신규리스계약

o 기존상업리스의수정, 갱신또는해지

o 다른상업리스관련문제해결

o 퇴거에처한중소기업의출두통지서제출과같은
임차문제의법정법률대리

알고계세요? 
현재의입장과상황을바탕으로회복하기
위해건물주로부터무엇이필요한지를
정확히알아보고이해하세요. COVID-19 
사태동안의상황에대해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밝히세요. 특히팬데믹으로인해
사업장이어떻게영향을받았는지요점을
말하세요.

http://nyc.gov/commlease


적응하고번창하도록사업장을돕는교육과정

세계는점점온라인화되고있으며가상사업의영향력은
그어느때보다중요합니다. 다음을포함한다양한온라인
사업교육과정을통해자신의사업을준비하고적응하는
방법을배우세요. 

제공되는교육과정의전체목록은다음사이트를방문하세요: 
nycsmallbizcourses.eventbrite.com

o Building Your Own Business Website (자신의사업
웹사이트구축하기)

o 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엔진최적화)
o Branding Strategies to Increase Sales and Compete 

(판매촉진및경쟁을위한브랜드전략)
o Creating Content Your Customers Value (고객이

중요시하는콘텐츠구축하기) 

알고계세요? 
온라인에서물품을구입하는사람의
93%는 Google과같은검색엔진을
사용하며, 그들의 92%는첫번째
페이지에서구매를클릭합니다. 자신의
웹사이트를검색엔진에최적화하는
것은필수입니다.

http://nycsmallbizcourses.eventbrite.com/


THE NEW NORMAL: ADAPTING YOUR BUSINESS
(뉴 노멀:사업장 적응)

복구및적응에도움이되는플레이북
및워크숍시리즈

이프로그램은직접비즈니스운영또는원격비즈니스
운영에맞춰별개로설계되었으며지금운영중이거나
이전에운영했던사업장소유주가다음과같은주제를통해
단기적인복구뿐만아니라그이상으로사업장을회복하고
적응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대응: 고객, 직원, 커뮤니티를지속적으로보호

복구: 복구, 학습및더탄탄하게사업운영도모

번창: “넥스트(Next)" 노멀에성공을준비

플레이북에접속하고워크숍시리즈에등록하시려면

nyc.gov/adaptmybiz를방문하십시오

알고계세요? 
소규모사업장의 35-40%는
웹사이트가없습니다. 디지털
활동을시작하면비즈니스
차별화에도움이됩니다!

http://www.nyc.gov/adaptmybiz


사업장 멘토링
사업장을시작하거나성장시키는데도움을
주는업계전문가.

멘토들은흑인기업가, 소수인종및여성소유사업장, 
서비스가불충분한소외된지역에위치한가두사업장이
시작하고, 적응하고성장할수있도록돕습니다.
Small Business Mentors NYC: 기존가두사업장이
회복하고성장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BE NYC Mentors: 창업전및초기사업단계에있는
흑인기업가를대상으로고성장산업에중점을둔
멘토링서비스입니다.

M/WBE Mentors: 소수인종및여성소유사업장이
전문적인네트워크를추가로구축하고, 자원을
이용하고, 고객을확보할기회를넓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하시려면 nyc.gov/businessmentors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311로 전화하십시오.

알고계세요? 
Small Business Mentors NYC에참여하는
멘토들은 COVID-19 기간동안에도
성공적으로사업성장을이끌었습니다. 
멘토들이어떤식으로여러분을도울지
확인해보십시오!

http://www.nyc.gov/businessmentors


요건을 알고 준수하며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직원을 보호하세요.

o 안전조치휴가및병가
고용주는직원들에게자신이나가족을돌볼수있도록안전조치
휴가와병가를제공해야합니다. 
자세한내용은 311에전화하거나 nyc.gov/paidsickleave를
방문하세요.

o 격리일자리보장
COVID-19로인해격리상태에있는뉴욕주민들에게일자리와
급여를보장합니다. 
여기에서자세한내용을확인하세요.

o 정신건강
스트레스에대한정서반응은정상입니다. 사업주나직원이
스트레스를받거나불안해하면 NYC Well 에 888-
NYCWELL로전화하거나 65173에 'WELL' 문자를보내세요. 

o 차별및괴롭힘
사업주나직원이인종, 출신국가또는기타정체성을이유로
괴롭힘을당했다면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에
311 또는 718-722-3131로전화하세요.

o NYC는의료플랜을소중하게생각합니다
의료보험에가입할여유가없거나자격이안되는뉴욕시민들을
위한저비용및무료의료서비스. 자세한정보는 nyccare.NYC를
방문하십시오.

o 공유근로프로그램 (Shared Work Program)
근무시간이단축된근로자가최대 26주동안부분실업수당을
받을수있도록허용합니다. 
자세히알아보기: labor.ny.gov/ui/employerinfo/shared-
work-program.shtm.

o 직원교육
새로운기술과 COVID-19 안전프로토콜에적응할수있도록직원
대상무료교육. 여기에서자세히알아보기.

o Workforce1 Career Centers
nyc.gov/getwork에서원격서비스를통해현재의고용및교육
기회에대해알아보고신청하실수있습니다.

http://www.nyc.gov/paidsickleave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paid-sick-leave-covid-19-impacted-new-yorkers
http://www.nyc.gov/nycwell
http://www.nyc.gov/humanrights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www.nyccare.nyc/&data=04|01|LKang@sbs.nyc.gov|d6a51000e944444d08d008d968b54f44|32f56fc75f814e22a95b15da66513bef|0|0|637655950192713902|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1000&sdata=OEXZbMiYpLpo0/vFx0eth5pLFceowOOVU8BodRrWHNU=&reserved=0
https://www.labor.ny.gov/ui/employerinfo/shared-work-program.shtm
https://www.surveymonkey.com/r/CTPRecovery
http://www.nyc.gov/getwork


공급업체의온라인목록을검색하여얼굴가리개

또는손소독제, 장갑, 플라스틱보호벽, 사무용가구

등과같은기타비의료 PPE를찾으십시오. 알고계세요? 
고객이얼굴가리개와물리적
거리두기규정을따르지않을경우
나가달라고요청할수있습니다. 
만약장애로인한경우에는합리적인
수용책을협의해야합니다.

개인보호장비(PPE) 공급업체목록

개인보호장비공급업체목록을확인하시려면

nyc.gov/business를방문하십시오.

http://www.nyc.gov/business


이메일:
covid19biz@sbs.nyc.gov

핫라인:
888-SBS-4NYC
(888-727-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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