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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6 월 1 일 9 일
 
 
독자 여러분,
 
아래 는 새로운 공지 및 업데이트입니다. 당신이 놓친 경우 우리의 이전 발표 들, 당신은 할 수 여기를 참조 . 질문
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또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oewd.org/covid19 새로운 정보.

발표 :
지침 2020-20 – 상담 및 기타 치료 기술을 포함한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모범 사례
발급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이 새로운 지침 은 상담 및 치료 기술을 포함한 외래 진료 서비스에 의한 진료 제공을
허용합니다 . 이 지침이 업데이트되거나 수정 될 때까지 다음 유형의 간호는 시에서 아직 운영 할 수 없습니다 .
 

a. 마사지 요법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2 부 2 장에 의해 허가 된);
b. Reiki, Rolfing, cupping 및 구조적 통합과 같은 다른 신체 활동 (허가를받은 물리 치료, 침술 및 척추 지압사
서비스는 허용됨);

c. 직접 노래, 소리 치기 (예 : 원시 비명 요법), 바람 또는 금관 악기 연주와 관련된 모든 치료는 호기 입자의
수, 속도 및 크기를 증가시켜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과

d. 모든 개인 그룹 치료 (치료사를 포함하여 최대 12 명까지의 소규모 그룹)는 모든 사람이 안면 명령을 준수
하고 모든 사람이 6 명 이상 앉거나 참여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발을 떼십시
오. 치료 제공자는 인공 호흡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룹간에 적절한 기간 동안 공간을 비워
두고, 그룹간에 청소 및 소독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범 사례를 준수합니다.)

 
전에 수 있도록 이 지침, 상담을 포함하여 외래 진료 서비스 및 치유 예술해야을 운영하고 각 의료 작업에 설명 된
대로 발생에주의 :
 

1. 작성, 게시 현장 및 구현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 ( 다양한 언어로 제공를 )     
2. 모범 사례의 모든 해당 요구 사항을 검토 및 구현 하고 모범 사례 (부록 A)에 나열된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조치를 고려하십시오 .

3. 위험 표 카테고리 검토 ( 부록 A의 일부 )
4. 건강 및 안전 계획 (부록 B) 의 두 페이지 점검표 작성 및 게시

 
이 문서는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리셉션 구역과 주요 직원 수집 또는 휴식 공간에 게시해야합니다 .
그들은 얼굴 가리개 , 간판 , 사람 사이의 6 피트 거리 강화 와 같은 보편적 요구 사항,이 지침 및 모범 사례의 요구
사항 준수와 같은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비즈니스가 따라야하는 모든 모범 사례를 상기시킵니다. 근로
자, 환자, 고객 및 지역 사회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Health Direc�ves 웹 사이트의 최신 업데이트
모든 사업체는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됨에 따라 공공 보건국 웹 사이트에서 사업 과 관련된 건강 지시서 및 지침
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확인해야합니다. 일부 최신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 내 소매 지침 2020-17에 사용할 수있는 건강 및 안전 계획 작성
h�ps://www.sfdph.org/dph/alerts/files/2020-17-Instore-Retail-Health-and-Safety-Plan.pdf
치과 의사 지시서 2020-09 h�ps://www.sfdph.org/dph/alerts/files/2020-09-Dental-Health-and-Safety-
Plan.pdf에 사용할 수있는 건강 및 안전 계획 작성 가능

 
추가의 정보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 · G 오븐 난, 링크 ncluding 개인 보호 장비 (PPE) 및 주문 간판을 귀하의 비
즈니스에 대한.   
 
벽돌과 박격포 사업에 의한 현금의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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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비즈니스가 재개됨에 따라 비즈니스가 고객 이 현금 으로 지불 할 수 있도록해야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 2019 년에 Board of Supervisors 는 벽돌 및 박격포 상점에서 신용 카드 또는 모바일 결제 만 허용하지 않
도록 하는 조례 를 통과 시켰습니다 . 사업체와 직원은 고객이 신용 카드, 직불 카드 또는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도록 장려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불 방법을 유일한 지불 방법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
 
레거시 비즈니스 스포트라이트 : Roxie Theatre
 
록시 극장은 3117에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비영리 인디 영화 극장 16 

번째 
미션 지구에 거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 중 하나 인 Roxie는 1909 년부터 운영되어 2016 년 8 월 레거시 비즈니스 등록 소에 추가되었습니다
.   
 
넷플릭스 스트리밍에 지치 셨나요? Roxie 는 Virtual Cinema 프로그램을 통해 독창적 인 영화 배급업자와 협력하
여 다른 곳에서는 이용할 수없는 새로운 영화를 가상으로 상영합니다. 영화 애호가는 전국의 극장에서 상영 될 영
화를 포착 할 수 있으며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매 한 각 티켓의 50 % 이상이
Roxie를 지원합니다. 또한 세금 공제함으로써 록시에 기여할 수있는 기부 THR 오 우 자신의 웹 사이트를 .
 
커뮤니티 구축. 열정을 점화. 역사 보존. Roxie Theatre는 계속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외국, 독립 및 아트 하우스 영
화의 허브 역할을하며 샌프란시스코 예술 생태계에서 지울 수없는 공간을 공고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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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D-19 중 운영 재개 : 소규모 기업을 위한 법적 업데이트 및 고려 사항 – 2020 년 6 월 24 일 수요일 오전 11 시 0
시
소기업 다수 및 Bet Tzedek 법률 서비스 에 가입 하여 사업 을 재개 할 때 준수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
오 . 주제는 F 포함 ederal 및 국가 정책 업데이트 , r에 정부의 위임 및 제한 늙은 , t의 고용주가 근로자 기대한다
hings , R 캘리포니아 노동 및 고용 법에 emaining을 준수 하는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 법에 따른 배뇨 장애
와 인종 차별을 , 실제 작업 공간 및 작업장 정책 수정 , 자원 및 Q & A 에 대한 권장 사항 .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
기를 클릭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원 :
지역 공급자 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사업은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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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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주문은 h�ps : //www.sfdph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org / dph / alerts /
coronavirus-healthorders.asp . : 비즈니스 운영을위한 건강 지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ps://www.sfdph.org/dph/alerts / 코로나 - 건강 direc�ve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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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