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o NYC

실내 식사
뉴욕시는 실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요건을 시행하며 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Key to NYC” 웹사이트에서
전체 요건 목록을 확인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고객을
보호하십시오.

시장의 행정명령
자주 묻는 질문
표지판
시가 승인한 실행 프로토콜 템플릿
사업체 대상 공정 실행 안내서

사업장이 “Key to NYC”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몇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 예시들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Key to NYC”를 실행함에 있어 각
사업장에 가장 적합하고 간편한 방법을 찾도록 도와 드립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 핫라인에 888-SBS-4NYC(888-727-4692)로
전화하십시오.

계획을 실행하십시오
✓

사업장의 영업 시간 동안 입구에서 항시 고객의
백신 접종 증명과 신분증을 확인할 직원을
지정하십시오

✓

모든 직원들에게 ‘실행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전달해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직원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Key to NYC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고객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대처하는
모범 사례들을 눈여겨 볼 수 있게 하십시오

✓

실행 프로토콜을 여러 본 복사해서 사업장에서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십시오

✓

사업장 웹사이트와 이메일에 “Key to NYC”에
대한 문구를 포함시켜 고객으로 하여금 새 요건을
숙지하고 방문할 수 있게 하십시오

✓

직원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도록 권고하십시오. “
백신 접종 증명을 보여줄 수 있는 NYC COVID
Safe 또는 Excelsior Pass 앱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유용한 정보: iPhone 사용자는 Apple 월렛에 백신
증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알아두기
✓

고객이 제시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증명과 여러
양식의 신분증에 관한 전체 목록을 인쇄하여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유용한 정보: 고객은 휴대폰에 저장된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뉴욕시가 실내 식사에 관한 새로운 백신 접종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백신 접종 증명을 모두 보여주시겠습니까?”와 같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번에 요청할 수 있게 직원을
교육하십시오
모든 공식적인 백신 기록에 포함되는 사항:
• 성과 이름
• 생년월일
• 백신 제품명
• FDA 또는 WHO 공인 백신만 허용됨

(예: Moderna 또는 Sinopharm)
• 로트 번호* (주의: 다른 국가에서 발급된 일부 공식

카드에는 로트 번호가 없을 수 있음)
• 접종받은 날짜
• 백신 접종소 또는 백신을 투여한 사람.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백신 접종소로
국가명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처리하십시오
✓

많은 고객으로 가장 많은 바쁜 시간대에는 여러 직원이
백신 접종 증명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

백신 접종 증명 확인을 위해 고객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 입구 앞에서 혼잡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십시오(예: 명확히
대기줄 표시)

✓

눈에 잘 띄는 곳에 “Key to NYC” 표지판을
비치하여 고객들이 직원에게 질문하기 전에 시의
요건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움을 제공하는 곳 알아보기
각 단계별로 도움을 제공하는 시의 자원을 활용하십시오.
✓

Key to NYC 웹사이트에서 필수 표지판, 자주 묻는
질문 및 실행 템플릿 사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백신 접종소를 찾아보려면
nyc.gov/vaccinefinder를 방문하십시오

✓

SBS 웹사이트에서 재정 지원 및 무료 고용 지원
등의 기타 사업 자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CCHR 웹사이트에서 합리적인 수용책과 공정
실행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백신 접종 증명이 허위라고 생각되면 고객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직원에게 311 또는 833-VAXSCAM(833- 829-7226)으로 전화하거나,
STOPVAXFRAUD@health.ny.gov로 주
Department of Health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민원 양식(Complaint Form)을 제출하도록
교육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