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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소규모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경우 몇 달 동안 힘든 일 이었지만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위한 공동 노력으로 발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피벗으로, 시장 런던 N. 번식 및 건강 그랜트 박사 콜 팩스의 이
사가 발표 뿐만 아니라으로 소매 사업을 관련 업체와 창고를 열 수 및 점포 픽업 및 배송을 위해 운영됩니다 오전
10시에 가능한 한 빨리 2020 년 5 월 18 일 월요일 .
 
현재시 에서는 소매 업체와 관련 제조업체 및 창고에 대한 지침 ( SF.gov/curbside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 ) 을 발행
했습니다 . 기업이 열 수 있습니다 전에, 그들은 게시, 구현 및 배포 준비해야합니다 (시설의 각각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 및 서면 건강 및 안전 계획을 그 주소 관련 보건 책임자의 지시에 설명 된 모든 적용 가능한 모
범 사례 . 참고 : 소셜 디스턴스 프로토콜 을 구현하기위한 지침 에서는 매장 내 고객 제한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
개정 된 건강 주문 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이 비 필수 소매업을 위해 매장에 입장 할 수 있도록합니다.
 
수정 된 건강 명령에 따라, 거리에있는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소매점은 다음 조건에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상점 정면, 커브 사이드 또는 외부 픽업 전용. 고객은 매장에 입장 할 수 없습니다.
소매 시설의 직원은 언제든지 10 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 상점은 필요한 사회적 거리를 허용하기
위해 인원을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점은 모든 형태의 허용 된 여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픽업 할 수 있도록 인접한 연석 옆의 보도, 거리, 골목
또는 주차장에 접근 할 수 있어야합니다. 픽업 구역은 보행자를 막거나 보행자 나 차량 혼잡을 유발해서는
안됩니다.
밀폐 된 실내 쇼핑 센터에있는 소매점은 외부 보도로 별도의 출입구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재 개
설 할 수 없습니다.

 
필수 건강 요구 사항과 야외 사업 및 활동을 포함하여 허용되는 특정 활동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무르기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건강 명령의 주요 요구 사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San Franciscans는 픽업 거리를 기
다릴 때 사회적 거리 요구 사항을 계속 준수 하고 안면 가리개를 착용 해야합니다 . 기업은 이러한 주요 요구 사항
에 대한 전단지를 h�ps://sf.gov/outreach-toolkit-coronavirus-covid-19 에서 다양한 언어로 인쇄 할 수 있습니다 . 
 
중소 기업의 사무소는 생성 된 개인 보호 장비 (PPE)의 지역 업체의 목록을 쉽게 일 소스 수 있도록 전자 의 전자 가
리개를 포함하는 항목을 . 우리는 지역 사회의 닻이되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끝나지 않은 동안
도시는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수행합니다. 나머지 직원과 일반 대중을 안전
하고 건강하게 유지 하려면이 절차 를 따르십시오 . 우리 사회의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질문은, 제발 C 에서 중소 기업의 사무실 콘택트에 415-554-6134 또는 이메일을 보내 sfosb@sfgov.org .
 
연대에서
 
소기업 직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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