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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0 월 16 일
 
독자 여러분,
 
최근 폭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따뜻한 날씨를 즐기기 위해 나가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얼굴을
가리고, 6 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보다 안전한 사회적 상호 작용 을 실천 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
거나 확산 될 위험을 줄이십시오. 공유 공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고객이 식
사를 마친 후에도 머무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COVID 이전 날과 같이 확인되지 않은 시간 동안 수다방을
다니지 않아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Shelter in Place Order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공지 사항과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전 뉴스 레터를 놓친 경우 여기에서 볼 수 있
습니다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
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 sfosb@sfgov.org .  
 
발표 :
상업 활동을 위해 새로운 야외 공유 공간을 사용하는보다 안전한 방법
공중 보건 (SFDPH) 개발의 샌프란시스코학과 안내 ㄴ위한 공유 공간을 야외 사용하는 안전한 방법에 usinesses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 야외를 운영하고 수행하는 새로운 대피소를 구축하고자 승인 야외 서비스를 COVID - 19시. 이 지
침 은 보도 또는 주차 차선과 같은 공공 통행권에있는 대피소에 적용 되며 사유지에 배치 된 대피소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외 대피소에 대한 중요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직원, 고객 및 고객의 호흡 구역 영역 에서 대피소를 통한 실외 공기 흐름을 유지하
는 것 입니다. 프라이버시 를 극대화하고 충분한 공기 흐름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표면은 쉽게 청소하고 살균해야합니다.
모든 샌프란시스코 거주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대피소는 OSHA, ADA, Fire 및 모든 지역 및 주 허용
요건을 준수해야합니다 .
안면 덮개를 착용 하고 가구 외부의 개인간에 6 피트 거리를 유지 하는 것은 모든 건강 명령 및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실행되어야합니다.

 
이 지침은 다음에 대한 정보를 다룹니다 : 자유로운 공기 흐름 (1 페이지); 울타리, 벽, 바리케이드 및 공원 (2 페이
지); FAQ 및 리소스 (3 페이지).
 
건물 검사부 (DBI) 업데이트
어제 DBI의 임시 이사 는 D BI의 허가 서비스 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서신을 발행했습니다 . 다음 주부터 DBI
는 계획 허가 및 소방서 검토 만 필요로하는 허가없이 장외 판매를위한 Eventbrite 티켓 시스템을 제거 할 것입니다.
대신 선착순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플랜 허가가없는 일반 의약품 (MF 오전 7시 30 분 ~ 9시 30 분)의 경우 DBI 는 하루 35 명의 고객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
화재 전용 허가 (월요일 오전 9시 30 분 ~ 11시 30 분)의 경우 소방서는 하루에 25 명의 고객을 수용 할 수 있
습니다 .

 
이달 말까지 DBI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약속 수 를 늘릴 계획 이며 새로운 약속을 공평하게 할당하는 프로세스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알림 :
SF, 재개 펀드 빛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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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레터에서 이전에 발표 한이 시는 운영을위한 건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구 및 비품을 구입하고 공간을 재
구성해야하는 이웃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60 만 달러의 보조금 및 설계 서비스를 제공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관 개선을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 하는 프로그램에서 보조금 을 재 구축함으로써 SF Shines for Reopening 기
금 은 과거, 진행 중 또는 미래 작업에 대해 최대 $ 2,000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지역의 사업체는 최대 $ 5,000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 기업은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유 공간 프로그램 조사 및 설계 지침
샌프란시스코시는 우리가 중소기업을 더 잘 도울 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완료하는 순간
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 간단한 설문 조사 시를 공유 공간 프로그램을 평가합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각 비즈니스
에 대해 별도의 설문 조사를 작성하십시오. 설문 조사는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 영어 / Español /中文/ Pilipino /
Tiếng Việt 
 
또한 공유 공간 프로그램은 구조물이 ADA에 접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거리 안전을 고려하며 비상 접근을 제공
하도록 설계 지침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 인도 또는 주차장의 공유 공간에 대한 설계 지침 을 보려면 여기 를 클릭하
십시오 .
 
웨비나 :
안전하게 고용 : 중소기업 고용주를위한 첫 단계 – 2020 년 10 월 19 일 월요일 오후 6시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로서의 법적 위험과 의무를 관리하면서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긍정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며
보람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경제 상황에서도 소규모 고용주에게 힘든 균형 잡힌 행동입니다. 이제 Covid-
19와 경기 침체가 도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고용주 관점에서 노동법 및 고용 법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를 제공하고 어려운시기에 사업 계획의 다음 단계를 지원하는 리소스를 알려줍니다. 자세한 정보 및 등록을 원하
시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
 
가상 비즈니스 계획 수업 – 2020 년 10 월 20 일 화요일 오후 5:00
가입 르네상스 기업가 정신 센터를 이 8을위한 승 EEK 가상 사업 계획 C 아가씨! 비즈니스 기본 사항을 배우고 네트
워크를 개발하며 자신있게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이 수업은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운영 및 재무 계획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여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포괄적 인 비즈니스 계획은
중요한 관리 도구이며 비즈니스 시작 및 성장을 위해 자본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흥미로
운 기업가 정신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이 수업은 상호 작용이 높
고 매력적입니다. 이 수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등록을 원하시면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
 
상업용 임대 협상 웨비나 – 2020 년 10 월 21 일 수요일 오후 5:00
민권 변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기업의 임대 협상을 지원하는 1 시간 웨비나에 참여하십시오. P는 현지 법
률 회사에서 자원 봉사 변호사 분개 T, 그가 인해 보조금에 오클랜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웹 세미나하지만 샌프란
시스코와 산호세 그 도시에서 자영업에 참석하는 경우에 현지 법률을 커버 할 수있다. 상업용 임대 문제에 대한 지
원을받을 수있는 추가 방법도 공유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 하십시오 .
 
지속적인 리소스 :
지역 공급자 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체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업체는 sfosb@sfgov.org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인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
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 장관실은 또한 여기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
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 했습니다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주문은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비즈
니스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은 h�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ves.asp 에서 찾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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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ons-regarding-covid-19
 
자세한 내용은 311로 전화 할 수 있으며 공식 업데이트는 샌프란시스코 의 알림 서비스 에 가입하세요 . COVID19SF
문자를 888-777로 보내세요 .

COVIC-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 를 얻으 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등록 하십시오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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