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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1 월 3 일
 
독자 여러분,
 
행복한 선거일! 다음은 오늘의 발표 및 업데이트입니다. 이전 뉴스 레터를 놓친 경우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
업은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
다. 질문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안전 유지
11 월 3 일 화요일, 샌프란시스코와 전국이 여러 주 및 지방 투표 법안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 보건 명령이 허용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모일 수있는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다시 한 번 말
씀 드리지만, 우리는 기업들이 현 보건 명령에 따라 운영을 계속하고 COVID-19와의 싸움을 계속 유지하여 안전하
게 도시를 다시 개방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업은 고객에게 안면 커버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를 유지하며 야외 모임의 크기를 3 가구의 25 명 이하로 제한 하도록 권장 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다음 날은 잠재적 인 공개 시위를 포함하여 상업 회랑에서 계획되지 않은 활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
다. 기업의 경우 미리 계획하고 싶다면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선거일에 동부 해안의 투표 투표는 오후 5시 (PST)에 마감되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투표가 오후 8시 (PST)
에 마감됩니다. 선거의 여론 조사 결과는 1 시간 이내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마무리되는 데 며칠에
서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공개 시위를 경험 한 상업 복도에 위치한 사업체라면 야외 가구, 상품, 장비 및 기타 귀중품을 포함한 재산
을 확보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시의 비상 운영 센터 (EOC)는시 전체의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됩니다. 공개 정보,
알림, 경고 및 경고는 EOC를 통해 배포됩니다. 메시지는 시의 공식 비상 경보 시스템 인 AlertSF 에서 이메
일과 문자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 메시지는 Twi�er , Facebook 및 Nextdoor 에서도 공유됩니다 .

기업은 www.alertsf.org 에서 AlertSF 에 등록 하거나 우편 번호를 888-777로 문자로 보내도록 권장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SFPD)은 상업 복도를 순찰하고 감시 할 추가 인원을 추가했습니다. 추가 경찰관은
일할 것이며 일상적인 서비스 요청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있는 모든 자발적인 사건에 응답 할 자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비 응급 전화 / 신고의 경우 SFPD (415-553-0123)에 전화하십시오. 긴급한 경우 911로 전화하십시오.
 
기타 지원, 질문 및 비즈니스 리소스 에 대해서는 415-554-6134 또는 sfosb@sfgov.org 로 중소기업 사무소 (MF, 오전
9:00-오후 5:00)에 문의 하십시오 .
 
공유 공간은 갱신 세부 사항을 허용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마지막 뉴스 레터에서 공유로, 공유 공간이 허용 6 월 30 일, 2021를 통해 확장 될 것이다 갱신을위
한 과정을 알는 공유 공간 허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오 사항입니다 , n은 당신의 공유 공간 허용 여
부 의이 갱신 될 필요가있을 것이다.

인도 허가증 – 2020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다음을 제외하고 허가받은 사람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자 는 기존 허가 를 수정 하려고합니다 . 이를 위해 허가받은 사람은 공유 공간 웹 사이트 에서
보도 허가를위한 새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허가자 는 기존 허가 를 중단하거나 철회 하려고합니다 . 이렇게하려면 제목 줄에 "허가 취소 " 와
함께 SharedSpacesPermit@sfdpw.org 로 전자 메일을 보내 십시오 .    

가두 레인 허가 - 10월 26일 (월요일)에 , 가두 차선 허가 소지자가, 갱신 확장하거나 기존 변경할 수 SFMTA
에서 개인 이메일을받을 예정이다 P는 ermit을. 이메일에는 허가 갱신 양식에 대한 개인화 된 링크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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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습니다. 이 웹 양식은 11 월 15 일까지 작성해야 12 월 31 일까지 허가 갱신이 보장됩니다. 
허용되는 도로변 차선 구역이 인근 부동산 앞으로 확장되는 경우, 허가받은 사람이 2021 년 6 월 30
일까지 해당 지역을 점유 할 수 있도록 영향을받는 이웃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제공해
야합니다.
도로변 차선 구역에 고정 된 구조 또는 데크가 있는 경우 공유 공간 설계 지침에 설명 된대로 서명
된 양식 과 사진을 제공해야합니다 .   

거리 폐쇄 허가 – 12 월 31 일 이후로 거리 폐쇄 허가를 연장하려면 허가를받은 사람은 공유 공간 웹 사이트
에서 거리 폐쇄 허가에 대한 새 신청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  
사유 재산 허가 – 공공 비상 상태가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허가받은 사람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Port Property Permits – 갱신하려면 SharedSpaces@sfport.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갱신을 요청하십시오.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부서 부동산 허가증 – 허가증 은 야외 식사 및 야외 피트니스 허가증 연장에 대해 향
후 몇 주 내에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부서에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야외 피트니스 강습을위한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는 계절 변경 또는 이전에 건강 명령으로 폐쇄 된 시설의 재개 장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습
니다. 
음악 추가 (JAM) 허가 – JAM 허가가 공유 공간과 연관되어있는 경우, JAM 허가가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려
면 공유 공간 허가를 갱신해야합니다. 공유 공간과 연관되지 않은 JAM 허가는 지금 갱신 할 필요가 없습니
다. 

 
어려운시기에 C ity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운영자 인 경우 아래의 간단한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공유 공간 프로그램을 평가하십시오. 귀하가 운영하는 각 비즈니스에 대해 별도의 설문 조사를
작성하십시오.
설문 조사 : 영어 / Español /中文 / Pilipino / Tieng Viet               
 
비즈니스 계정 업데이트
재무 및 세금 징수 원 웹 사이트에서 비즈니스 계정 정보 를 업데이트 하려면 이제 8 자 온라인 PIN 과 비즈니스 계
정 번호 및 세금 식별 번호 의 마지막 4 자리 숫자가 필요 합니다. in. 비즈니스 계정 관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연락
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비즈니스 위치를 추가 또는 폐쇄하고, 비즈니스를 폐쇄 할 수 있습니다. PIN을 분실하거
나 분실 한 경우 :

1. PIN 재설정 요청 양식을 작성 하고 서명합니다 .
2. 작성 및 서명 된 PIN 재설정 양식을 TaxPinReset@sfgov.org로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 작성 및 서명 된 PIN
재설정 양식을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The Office of the Treasurer and Tax Collector, PO
Box 7425, San Francisco, CA 94120-7425.  

3. 미국 우편을 통해 새 PIN이 발송됩니다. 납세자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PIN은 재무 및 세금 징수 사무소
에 기록 된 기존 우편 주소로만 발송됩니다. 참고 : 처리 시간은 영업일 기준 3 ~ 5 일입니다.   

 
양식 및 응용 프로그램 처리 지연
전염병으로 인해 라이센스 및 규제 기관은 대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애플리케이
션, 라이선스 및 허가에 대한 처리 시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 로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십시오 . 이해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양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BI 업데이트 :
11 월 2 일 부터 고객이 계획 허가 신청을 통해 일반 의약품을 드롭 할 수있는 약속을 더 추가합니다. 이러한 약속
을위한 대기자 명단을 개설했으며 자격을 갖춘 고객은 여기에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대기자 명단 지침

대기자 명단에 참여하려면 고객은 QLess에서 이미 예약 된 약속이 있어야합니다 (대기 명단에 가입 한 날
짜로부터 최소 14 일 후).
예약을 제안받은 대기자 명단에있는 고객은 예약을 제안 받았을 때 24 시간 내에 약속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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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한 번만 예약 대기자 명단에 올 수 있습니다. 대기자 명단에서 약속을받은 경우 약속을 마친 후 다
시 대기자 명단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다시 등록하려면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기
존 약속을 최소 14 일 이상 유지).
대기자 명단에있는 고객이 약속을 수락하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 QLess 약속이 자동으로 취소됩니
다.
고객이 다음 14 일 이내에 이미 약속을 잡은 경우 해당 고객은 대기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웨비나 :
상업용 임대 협상 웨비나 – 2020 년 11 월 4 일 수요일 오후 12시
민권 변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기업의 임대 협상을 지원하는 1 시간 웨비나에 참여하십시오. 현지 법률
회사의 자원 봉사 변호사가 제공하는 웨비나는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오클랜드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해당 도
시의 사업주가 참석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의 현지 법률을 다룰 수 있습니다. 상업용 임대 문제에 대한
지원을받을 수있는 추가 방법도 공유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 하십시오 .
 
온라인 비즈니스를위한 법적 필수 사항 – 2020 년 11 월 5 일 목요일 오후 2시 30 분 (태평양 표준시)
이 워크숍에서는 웹 사이트 이용 약관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다룹니다. 여기에는 텍스트 및 사진 콘텐츠를 비
즈니스에 추가 할 때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용 여부와시기, 포함해야 할 내용, 의미 등
이 포함됩니다. 웹 사이트. 자세한 정보와 회신을 원하시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
 
지속적인 리소스 :
지역 공급자 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체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
는 모든 사업체는 sfosb@sfgov.org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인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
련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 장관실은 또한 여기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 했습니다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주문은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비
즈니스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은 h�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ve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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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 D -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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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