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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5 월 20 일
 
 
독자 여러분,
 
다음은 주중 발표 및 업데이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sfosb@sfgov.org로 문의 하여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십시오. 이전 공지 사항을 모두 보려면 h�ps://sfosb.org/ebulle�ns를 방문 하십시오 .

발표 :
건강 명령 C19-08b, 지침 2020-08 및 2020-09b
지난 주, 도시의 보건 책임자가 발급 한 건강 주문 C19-08b가 제한 할 보내고 일상적인 의료 약속과 선택 수술, 원
격 약속, 장려 진료소가 열린 상태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 대마초 씌여 있기과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 특정 수술,
절차를 허용하는 지침을 설정, 방문이 발생합니다 . 이 명령은 의료 제공자, 카운슬러 또는 치료 전문가의 판단에
있어 응급, 필요 또는 필수적인 의학적 치료, 상담 또는 치유 기술 의 제공을 방해 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제
공 업체 는   (11 페이지의 첨부 파일 (1)에서 제공하는 설문 관리 건강 질서를 ) 직접 환자 또는 클라이언트를보기
전에 . 
 
또한 지침 2020-08 및 2020-09b 는 선택 수술 및 치과 건강 관리에 필요한 모범 사례를 확립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공중 보건국은 수술 전 및 수술 후 방문을 포함한 선택적 수술에 대해 즉시 유효한 새로운 지침
(2020-08)을 발표했습니다 . 이 지침의 목적 상, 선택적 수술은 입원 환자이든 외래 환자이든 사전에 예정된 비 응
급 수술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성형 수술, 특정 치과 시술, 진정이 필요한 침습 수술, 안과 수술 및 전신 마
취 또는 의식적 진정 (예 : 대장 내시경 검사 또는 내시경 검사)과 관련된 기타 사전 계획 수술 또는 비수술 절차가
포함됩니다. 지침 (2020-09b) 은 예방, 회복, 유지, 화장, 위생, 교정, 교정, 긴급 또는 응급 치료 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치과 건강 관리 를 위해 2020 년 5 월 17 일 오후 11시 59 분에 발효 되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업체는 환자 또는 고객 관리를 제공하기 전에 모범 사례 지침 (주문 5 페이지의 A 참조)에 나열된 각
항목을 다루는 건강 및 안전 계획을 작성, 채택 및 구현해야합니다 . 근로자와 대중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 사
업체는 가족 외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시서 사본을 제공해야합니다 . 모든 건강 관련 사업체 는 지침을
완전하고 철저히 읽으 십시오 . E ACH의 f를 acility은 DPH 웹 사이트를 확인하여 업데이트를 유지해야한다
h�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및 h�ps://sfcdcp.org/covid-19 정기적으로.
 
시장 보충 선언 # 15
2020년 5월 18일에 , 시장에 서명 품종 보충 선언 # 15 수의 상품과 상품의 가두 픽업을 운영 소매업 선언 가두 픽업
및 지불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잘난척 보도의 일부를 점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이러한 목적으로 인도
를 점유 할 수 있도록 허가 및 수수료 요건을 포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입니다. 보도의 점유 금지하는 법률의 뉴
욕의 제공 이 목적이 일시 중단됩니다. 또한, b를 usinesses, 비영리 단체 및 기타 공공 시설의 운영자 권한이있는
자신의 건물에 인접한 보도에 임시 표시를 배치 등의 소재지 및 지역 밖에서 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촉진 제 184.57을 포함하여이를 금지하는 법을, 공공 저작물 코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 
 
DPW ( Department of Public Works ) 는 커브 사이드 픽업에 사용되는 테이블 / 픽스처를 매장 정면 바로 앞에 배치
해야 한다는 지침 을 제공했습니다 . 기업은 건물 외관과 관련된 너비 경계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억제 활동 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DPW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Tenderloin 무료 테스트 사이트 COVID-19 Tenderloin 테스트
SF 공공 보건, 인권위원회, GLIDE & Code Tenderloin 감독관이 Ma� Haney 감독자와 Tenderloin 커뮤니티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제공 되는 다음 날짜와 시간에 Tenderloin 에 대한 무료 COVID-19 테스트가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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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의 oca�on : T의 enderloin 레크리에이션 센터, 570 엘리스 거리
 

5 월 20 일 수요일 오후 12시 – 오후 4시
목요일 – 5 월 21 일 – 24 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목요일 – 5 월 28 일 월요일 – 6 월 1 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S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을 chedule sf.gov/ GetTestedSF 하고 "를 클릭 안심 팝업 책을"(영어) 또는 415-701-
2311 (다국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호출하여 .
 
C ommunity 파트너 : 세인트 안토니의, 소년 & 소녀 클럽 SF, CCDC, 노숙자, TNDC, 호스 피탈 리티 하우스, 치유 자,
라에 연합 Voz에 라티 나, CHP, THC, TLCBD, 안심 인민 대표 대회, VYDC, 충실한 바보 .
 
레거시 비즈니스 스포트라이트 : Tommaso의 Ristorante Italiano
피자, 파스타 및 이탈리안 특선 요리를 맛볼 수있는 샌프란시스코의 1 위 목적지 인 노스 비치 (North Beach) 스테
이플 인 Tommaso 's 에서 고 품절 와인 픽스를 받으십시오 . 수요일에 갈 때마다 와인 한 병이 50 % 할인됩니다. 신
선한 파스타의 맛있는 접시와 함께-완벽! Caviar, DoorDash 및 Postmates 를 통해 주문 하거나, (415) 398-9696로 전
화하여 테이크 아웃을 주문하십시오. 제공 여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영업 시간 : 화요일 ~ 일요일 오후 4시 ~ 오후 8시 30 분
메뉴 : h�ps://www.tommasos.com/menu

 
Osaki Crea�ve Group이 디자인 한 광고 . "브랜딩을 통해 아이디어를 이야기로 바꾸는 데 도움이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대피소 주문시 레거시 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새로운 제안, 특별 및 거래를 강조합니다. 레거시 사
업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0 년 이상 운영되어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에 기여한 오랜 지역 사회 봉사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참여를 장려하고 도시의 귀중한 문화 자산으로 사용됩니다. 여기 에서 레거시 비즈니스의 전체 목
록과지도를 확인 하십시오 .
 
웹 세미나 :
커브 사이드 픽업에 대한 모범 사례-2020 년 5 월 21 일 목요일 오전 11시
샌프란시스코 엔터테인먼트위원회 (San Francisco Entertainment Commission) 공중 보건부 SF 경제 및 노동력 개
발 사무소는 소매업을위한 커브 사이드 픽업에 관한 뉴욕시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규칙과 모범 사례에 관한 웹 세
미나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확대에 참여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질문 변호사 - 목요일 오후 4시
목요일 오후 4시에 AskSBDC 와 Caseforce 에 가입하십시오 . PPP 및 실업, 차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 급여 문제 등
을 포함하는 주제를 다루는 숙련 된 전문가 및 변호사로부터 질문을 받고 주요 업데이트를 배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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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p://zoom.asksbdc.com/caseforce | 줌 비밀번호 : baseforce
참고 : 목요일에 참석할 수있는 링크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 변호사에게만 활동을 요청하십시오 .
 
스페인어로 된 CA Insurance Commissioner Ricardo Lara Tele-Town Hall – 2020 년 6 월 3 일 수요일 오후 1시
가입 CA 보험 감독관 리카르도 라라 와 COVID-19 전염병 비상 사태시 보험 문제와 소규모 기업을위한 이용 가능한
자원에 스페인 텔레 타운 홀 대한 상공 캘리포니아 히스패닉 챔버를. 많은 비즈니스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
생하므로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유해야합니다. 미국 소기업 청, 소기업 다수 및 CA 히스패닉 지
역 상공 회의소 전문가들 도이 대화에 참여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원 :
중소기업청 ( Office of Small Business ) 은 PPE를 구매하려는 SF 소규모 기업을 위한 리소스로 PPE (개인 보호 장비)
의 현지 공급 업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 SF 사업에 PPE를 판매 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사업 은
sfosb@sfgov.org로 문의 하십시오 .   
 
다시 한 번,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사기 체계에 대해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도 제공하고 있
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DPH의 건강 지시 및 권장 사항은 다음 사이트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ons-regarding-covid-19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311 번으로 전화하여 공식 업데이트 를 받으려면 도시의 경고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text
COVID19SF to 888-777 .

COVIC-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 를 최신 상태로 유지 하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
서 전자 뉴스를 신청 하십시오 .
 
연대에서
 
소기업 직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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