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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USA 재개방 관련 가이드라인, 타임라인 및 자주 물어오는 질문

다음과 같이 SGI-USA 회관의 단계별 재개방에 관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초기 단계 개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방 가이드라인
»

회원들이 참가하는 회합을 위해 문을 여는 SGI-USA 회관은 단계별로 지정됩니다. 해당
지역의 SGI-USA 회관 재개방에 관한 내용은 지역 간부에게 전달되므로, 재개방 소식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 회관을 방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 SGI-USA 회관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된 SGI-USA 디지털 ID 카드 앱을 통해 쉽게 백신 접종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개방 지정이 된 회관에서는 일요일 광선유포 근행회와 소카 스피릿 회합을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모든 회합은 계속해서 줌(zoom)으로 개최합니다.
» 중요 내용: SGI-USA 회관 이외의 장소에서는 회원이 참가하는 회합을 할 수 없으며, SGIUSA는 지정된 회관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어떤 모임에도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신접종 의무사항
SGI-USA 회관에서 개최하는 모든 회합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CDC가 승인하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 카드 업로드하는 방법
참고: 6월 17일 제공되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SGI-USA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Digital ID

1. 6월 21일부터 COVID-19 백신 접종 카드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멤버십 포털이 바뀝니다.
2. 업로드를 위해서 멤버십 포털(https:// portal.sgi-usa.org/portal)에
로그인하면 COVID-19 백신 접종 카드 업로드 화면이 나옵니다. 디지털 ID에
프로필 사진이 없다면 먼저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COVID-19

Vaccination Record Card

3. 회원의 COVID-19 백신 접종 카드 정보가 승인되면, 디지털 ID의 보라색
배경이 SGI-USA 회관에 입장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업로드 한 정보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되며 승인이 끝나면 삭제됩니다.

회우(방문자)
회우(방문자)는 디지털 ID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COVID-19 백신 접종 완료 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회원이나 스폰서가 동행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타임라인과 자주 물어오는 질문을 참조하시고, 궁금한 점은 각 지역의 간부나 존
오피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Digital ID

SGI-USA 재개방 타임라인
2021년 6~7월 – 재개방 준비기간

SGI-USA 디지털 ID의 배경이
6/16 보라색으로 지정

6/21

새 SGI-USA 모바일 앱을
휴대폰에 업데이트

6/17

1단계 (PHASE 1)로 재개방하는
회관 목록 발표

7/2

모든 SGI-USA 회원들이
COVID-19 백신 접종 카드를
업로드

8월 이후 – 회관 재개방

8/1

1단계 (PHASE 1) 회관 재개방:
지정된 회관은 8월 1일 광선유포
근행회와 매주 소카 스피릿 회합을
위해 공식 오픈

9월 ~

지정된 회관에 한해, 광선유포
근행회와 소카 스피릿 회합에서
신입회원의 어본존 하부 개시

2단계 (PHASE 2): 광선유포
근행회와 일요일 소카 스피릿
회합 개최를 위해 오픈하는
회관 목록 추가 공개

FNCC 재개방

FNCC는 제한된 인원이 참가하는 남자부(YMD), 여자부(YWD), 부인부(WD Champions of Peace and Happiness) 그리고 장년부 MD (Courage Group)
연수회를 위해 개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조직국 메모를 통해 공지합니다.

8/22

SGI-USA 가이드라인
+ 자주 물어오는 질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

회원들이 참가하는 회합을 위해 문을 여는
SGI-USA 회관은 단계별로 지정됩니다.

•

SGI-USA 회관에서 개최하는 모든 회합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CDC가
승인하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

회원들이 참가하는 SGI-USA 공식 행사는
일요일의 광선유포 근행회와 소카스피릿
회합으로 제한됩니다.

•

SGI-USA는 지정된 회관 이외의 어떤 곳에서도
회원이 참석하는 회합을 개최하지 않으며, 그
외 모든 회합은 줌 (Zoom)으로 계속합니다.

SGI-USA 회관에서 개최하는 회합과 관련 질문
Q1:

어떤 종류의 회합을 SGI-USA 회관에서 개최할 수 있나요?

A1:

매월 열리는 광선유포 근행회와 매주 일요일 소카 스피릿 회합

Q2:

SGI-USA 회관에 입장하는 사람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2: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는 각 지역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지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여부는 회원 각자의 선택이므로, 회합 참석자는 각자의 선택에 대해 논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Q3:

디지털 ID가 없거나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3:

모든 회원은 회관 출입시 반드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디지털 ID가 없거나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명을 할 수 있는 ID와
함께 COVID-19 백신 접종 완료 카드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회합 참석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Q4:

회원이 아닌 회우나 게스트의 회관 출입 방침은 무엇인가요?

A4:

회원이 아닌 경우 디지털 ID가 없기 때문에 COVID-19 백신 접종 완료 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회원이나 스폰서가 동행하여야 합니다.
중요사항: 회우나 게스트에게는 회관 방문 전에 이 방침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는 게스트는 회관에 들어갈 수 없으며, 대신 해당 지역의 간부에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Q5: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회원은 어떻게 하나요?

A5:

회관에 출입하는 모든 회원은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접종 완료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의 2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또는 존슨&존슨의 얀센 1회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를 말함1

Q6: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년부의 경우는?

A6:

백신 접종을 마쳐야만 회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년부는
회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곧
12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도 백신 접종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Q7:

백신 접종은 마쳤지만 디지털 ID가 없는 미래부 (Future Division)의 경우는?

A7:

SGI-USA 포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 ID가 없는 미래부(Future Division) 회원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COVID-19 백신 접종 완료 카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Q8: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회관에서 하는 회합 참석을 꺼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8: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회합 참석을 꺼리는 회원은 계속해서 온라인 줌 회합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Q9:

재개방하는 회관에서 공양금을 접수하나요?

A9:

공양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SGI-USA 멤버십 포털 (데빗 또는 크레딧
카드 이용), (2) 회원 서비스 855-744-2030으로 전화 (월~금요일 7am-5pm 서부시간), 또는
(3) 우편 이용 (체크, 머니 오더 또는 캐시어스 체크만 가능). 회관에서는 공양금
접수(광포기금 접수 테이블)를 하지 않습니다.

SGI-USA 회관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회합에 관한 질문

Q10:

개인 가정방문에 관한 지침은 무엇인가요?

A10:

현 초기 단계에서는 신입회원의 어본존 입불식(참석자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을
제외한 개인 가정방문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HOMS” 가이드라인을 계속
유지합니다.
“HOMS” 가이드라인: 가정방문시,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시다.
H 건강— 양측 모두 건강한 상태 (어떤 경우에도 예고 없는 깜짝 방문은 삼가합니다.)
O 야외에서— 실내 방문은 안 됩니다.
M 마스크는 필수—양측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S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항상 6피트 거리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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