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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1 월 5 일
독자 여러분,
다음은 오늘의 발표 및 업데이트입니다. 이전 뉴스 레터를 놓친 경우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
문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 소기업위원회 회의 에서 오후 5시 반.
중소기업위원회 의제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경제 회복 태스크 포스 권장 사항 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 태스크 포스 공동 의장 카르멘 추 평가자.
레거시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애플리케이션 듣기 : Don Ramon 's Mexican Restaurant, Inc .; Fior d' Italia ; 북
부 캘리포니아의 Iyengar 요가 협회; Munroe Motors Inc .; Secret Studios; 와 Washington Vegetable
Company.
결의안 번호 359-19에 의해 수립 된 경제 완화 실무 그룹의 최종 권장 사항에 대한 보고서 . 추천.
회의 시청 및 공개 의견 제공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
업데이트 된 건강 명령 및 지침
[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명령 C19-07m ] [ 부록 A :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 ] [ A-1 인원 선별 유인물 ] [ A-2 비
인원 선별 유인물 ] [ 부록 C-1 ] [ 부록 c-2 ]
11월 3일 (화요일)에, 공중 보건학과는 보건 주문에 업데이트를 게시하고 개정 된 건강은 질병 관리 CA 출발지에
대한 최근의 센터와 더 밀접하게 정렬하기 위해 도구를 선별 artment COVID - 19 개의 긍정적 인 사람들과의 접촉
의 건강의 정의 증상을 보이거나 COVID와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 권장 사항을 명확히합니다.
도구를 선별 보건 주문 갱신되고 개정 건강은 직원에게 특정 기업과 기타 시설을 필요 가 있었다 경우 방문자를
위한 COVID-19와 사람 6 피트 이내에 있는 24 시간 내에 15분 위해 개인이이 있는지 확인 COVID-19에 걸린 사람 이
전염되는 동안 (COVID-19에 걸린 사람이 가면을 썼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까운 접촉"을했습니다 . 친밀한 접촉
으로 간주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된 건강 명령을 검토하십시오.
사람이 COVID-19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접촉 한 경우, 그들은 그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COVID-19
와 사람과의 마지막 가까이 접촉 이후 14 일 동안 검역소에 보관해야한다. 그들이 가정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는
출근하지, 어떤 기업이나 단체를 입력 할 시에 그 14 일 동안.
직원 및 비 인사를위한 선별 유인물의 다운로드 가능한 사본은 www.sfcdcp.org/screen을 방문하십시오 . (링크도
위에 제공됩니다). 두 유인물에 나열된 3 가지 질문은 직원과 고객 / 클라이언트가 비즈니스에 들어가기 전에 질
문해야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직원과 함께 검토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직원 및 비 인사 심사를
업데이트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터 2020년 11월 10일 , 모든 기업이 311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직원 휴게실하거나 COVID-19 건강 주문
및 지침의 위반 사항을보고 할 수있는 직원을 알리는 분야에서 포스트 징후에 필요한 www.sf.gov/reporthealth- 주문 위반 . 표지판에는 또한 직원의 신원이 고용주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합니다.
샘플 간판은 h ps://sf.gov/outreach-toolkit-coronavirus-covid-19 에서 온라인 으로 제공 되거나 제공 될 예
정 입니다. 템플릿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간판을 업데이트 할 것을 강력히 권장 합니다.
안면 커버가 제거 된 체육관, 실내 식당 및 개인 서비스에 대한 추가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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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공기 중 특성에 대한 과학 이 더욱 발전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는 환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터 2020년 11월 3일 ,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실내 식당, 그리고 고객의 얼굴 코팅 무의 제거를 필
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 실내 개인 서비스 제공자 제공 사업 눈에 띄게 게시 할 일을 이 기호를 모
든 기본 공공 입구에 포함하여, , 다음 환기 전략 중 어떤 것이 시설에서 사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신선한
실외 공기에 접근 할 수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창문과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완전히 작동하는 HVAC 시스템;
각 방에 적절한 크기의 휴대용 공기 청정기; 또는 해당 사항 없음.
가능한 한 빨리 , 2020 년 11 월 17 일까지 고객의 안면 커버를 제거해야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실내 식당 및
실내 개인 서비스 제공 업체 도 다음 환기 전략 중 하나 이상을 제정해야합니다 . 1) 신선한 실외 공기에 접
근 할 수있는 모든 창문과 문은 열려 있습니다 (화재 / 인명 안전을 위해 닫혀 있어야하는 문과 창문은 예
외입니다. 열린 창문이 특히 어린이에게 낙하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하십시오). (2) 완전히 작동하는
HVAC 시스템; (3) 각 방에 배치 된 방 또는 면적에 적합한 크기의 휴대용 공기 청정기 (자세한 내용은 환기
지침 참조). 11 월 17 일까지 준수 할 준비가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 명령의 섹션 4i (15 페이지)를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부록 A –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 :
모든 사람이 필요로하는 시설의 각 공용 입구에 표지판을 게시합니다. (1) COVID-19 증상이있는 경우 입장
하지 마십시오. 비 인사를위한 샌프란시스코 COVID-19 건강 검진 양식 (첨부 A-2)에 증상을 기재하십시오.
증상 목록은 www.sfcdcp.org/covid19symptoms 에서 온라인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
모든 직원이 아프거나 새로운 COVID-19 증상이 있거나 다른 상태로 설명되지 않은 경우 직장이나 시설에
오지 않도록 구두 및 서면으로 지시하십시오. www.sfcdcp.org/covid19symptoms 또는 인사 선별 첨부 파일
(A-1)을 참조하십시오 .
직원이 아프거나 새로운 COVID-19 증상이 있거나 다른 상태로 설명되지 않은 경우 집에 머물거나 퇴근해
야합니다. www.sfcdcp.org/covid19symptoms 또는 인사 선별 첨부 파일 (A-1)을 참조하십시오 .
직원이 각 교대조 전에 직원 선별 첨부 파일 (A-1)의 건강 기준을 검토 하고 집에 있어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합니다.
직원이 집에 머무를시기와 기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 선별 첨부 파일 (A-1) 사본을 제공합니다.
COVID-19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접촉 한 이후 14 일 동안 일을하지 않아야합니
다. 인사 선별 첨부 파일 (A-1)의 번역 된 버전은 www.sfcdcp.org/screen 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COVID-19 검사 양식 (첨부 A-2)에 설명 된대로 고객이 COVID-19 증상이나 노출이있는 경우
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 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도록 요구합니다. 후원자가 재정적 벌
금없이 COVID-19 증상 또는 노출에 대한 약속 또는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객이 취소
하는 대신 일정 을 변경 하려는 경우 다른 시간으로 일정을 변경하도록 제안 할 수 있습니다 .
첨부 A-1 : 인사 심사 양식 및 첨부 A-2 : 비 인사 심사 양식
2020 년 11 월 2 일 현재 새 버전 . 기업은 있어야 확인 이 사용자의 근로자를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
하기 위해 직원이 아닌 직원의 검사를 업데이트합니다.
제 1 부 - 1.2 절 : "닫기 연락처"수단 당신은 (관계없이 또는 여부의 COVID-19와 사람과의 접촉의 다음과 같
은 유형의했다 COVID-19 마스크 된 가진 사람)들이 잠시 w 감수 전염성 :
24 시간 동안 총 15 분 이상 6 피트 이내
그들과 함께 살았거나 밤새 머물렀다.
키스 만 포함하여 친밀한 섹스 파트너 였음
그들을 돌 보거나 그들이 당신을 돌 보았습니다
체액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했습니다 (예 : 기침이나 재채기를했거나 식사 또는 음료기구를 함
께 사용).
부록 C - 1 : 운영이 허용 된 추가 비즈니스
영화 및 미디어 프로덕션이 추가되었습니다. (39-4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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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9 월 21 일“DGA, IATSE, SAG-AFTRA 및 Teamsters / Basic Cra s와의 COVID-19 작업 복귀 계
약”(“ 작업 복귀 계약 ”)이 적용되는 영화 및 미디어 프로덕션 은 대부분 의 해당 계약에 명시된 조
건 . 39-40 페이지에 나열된 예외 (b.1.i & ii).
캐스트, 승무원 및 기타 현장 직원은 필요한 인원의 최소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최대 25 명 ) .
야외 영화 및 미디어 제작을 위한 얼굴 가리개 는 항상 착용해야합니다 . 단, (a) 보건 담당관 명령의
얼굴 가리개 요구 사항에서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 (b) 사람이 다른 재능으로부터 최소 6 피트 이상
떨어져있는 한 야외에서 촬영하는 동안 , 승무원 및 기타 직원 및 일반 대중, 또는 (c) 개인 서비스
(예 : 메이크업 또는 헤어)가 제공되는 동안,이 경우 보건 담당관에 대한 별첨 A의 섹션 1.11에 명시
된 안전 예방 조치 해당 지침이 수정 또는 개정 될 수 있으므로 2020-23b를 따라야 합니다.
실내 필름 및 미디어 제작을위한 안면 커버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착
용해야합니다.
방에있는 다른 모든 승무원과 직원은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통풍이되지 않는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생산은 나열된 환기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환기를 증가시
켜야합니다.
생산은 나열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부동산 전시가 추가되었습니다. (44 페이지)
직접 부동산 상영은 더 이상 2 명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사회 거리두기 프로토콜 및 첨부 A-2에 명시된대로 유닛에 오기 전에 모든 참가
자에 대해 COVID-19 증상 및 노출 검사가 상영 일에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심사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은 문 / 창문을 열고 날씨가 좋으며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는 등 신선한 외부 공기를
도입해야합니다 .
식사
[ 지령 ] [ 식사 안내 ] [ 공유 공간 안내 ] [ HSP ]
2020 년 11 월 3 일 부터 실내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 는 모든 주요 공용 출입구를 포함 하여이 표지판을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합니다. 이 표지판 은 시설에서 다음 환기 전략 중 어떤 것이 사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신선한 실외 공기에 접근 할 수있는 모든 창문과 문이 유지됩니다. 열다; 완전히 작동하는 HVAC 시스템; 각
방에 적절한 크기의 휴대용 공기 청정기; 또는 해당 사항 없음.
2020 년 11 월 10 일 부터 모든 기업은 직원 휴게실 또는 구역에 311로 전화하거나 www.sf.gov/reporthealth-를 방문하여 COVID -19 건강 명령 및 지침 위반을 신고 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직원에게 게
시해야합니다. 주문 위반 . 표지판에는 또한 직원의 신원이 고용주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합
니다. 샘플 간판은 h ps://sf.gov/outreach-toolkit-coronavirus-covid-19 에서 온라인 으로 제공 되거나 제공
될 예정 입니다. 템플릿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간판을 업데이트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하지만 2020 년 11 월 17 일까지 실내 식당은 다음 환기 전략 중 하나 이상을 제정해야합니
다. (1) 신선한 실외 공기에 접근 할 수있는 모든 창문과 문은 열려 있습니다 (문 및 화재 / 인명 안전을 위해
닫힌 상태로 유지해야하는 창문은 면제되며, 열린 창문이 특히 어린이에게 낙하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완전히 작동하는 HVAC 시스템; (3) 각 방에 배치 된 방 또는 면적에 적합한 크기의 휴대용 공기
청정기 (자세한 내용은 환기 지침 참조). 건강 명령서의 섹션 4i (15 페이지)를주의 깊게 읽고 11 월 17 일까
지 준수 할 준비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테이크 아웃을 기다리거나 앉으려는 사람들을위한 모든 줄은 실외에 있어야합니다 (테이블이나 음식을
위해 문 옆에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숙박 시설
[ 지령 ] [ 숙박 시설 이용 안내 ] [ 숙박 시설 이용 고객 건강 검진 ] [ HSP ]
지시문은 방 HA 경우 명확히하기 위해 업데이트 된 D EMPT 된 IED 24 시간 동안 직원이 N-95와 달리 덮는 통
상 깨끗한 얼굴에 입력 할 수있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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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서와의 일관성을 위해 언어를 수정했습니다.
COVID-19 확산 방법
실내 위험 및
독감 예방 접종.
다음에 대한 추가 정보 :
환기의 역할 및
연락처 추적.
드라이브 인 모임
[ 지침 ] [ HSP ]
Drive-In Gatherings에는 최대 6 명의 라이브 공연자가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연자는 안면 커버 / 마스크
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해야합니다. 노래, 외침, 노래 또는 관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
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12 피트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한 번에 한 명의 연주자 만 노래, 외침, 성가 또는
관악기를 연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위반보고에 대한 필수 표지판 : 11 월 10 일 부터 기업과 조직은 직원에게 311로 전화하거나 sf311.org
를 방문하여 COVID-19 건강 명령 위반을 신고 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게시해야합니다. 직원의 신원
이 익명으로 유지된다는 표지판이 있어야합니다.
참석자들은 창문을 내리고, 컨버터블 상단이 열려 있거나, 차량 밖에있는 경우 (트럭 침대와 같이) 안면 덮
개를 착용해야합니다.
직원은 이벤트 종료시 차량을 부지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참고 : 다른 가구 간의 실내 친목 모임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물관, 동물원 및 수족관
[ 지침 ] [ HSP ]
실내 식사 지침에 부합하는 실내 식사는 이제 박물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시설에서 허용됩니다.
인력 프로그램 형성
OEWD (Oﬃ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의 인력 개발 부서는 모든 San Franciscans가 우리가 제공 하
는 교육 및 고용 기회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피드백을 통해 우리의 노력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론, 결정 및 솔루션에 참여하십시오.
OEWD는 향후 4 년 동안 제공 할 서비스를 계획 할 때 직원 프로그램과 구직자의 요구 사항에 대한 생각을 공유 할
수 있도록 두 번의 청취 세션을 주최 합니다.
우리의 사업 재개와 일자리 창출 및 훈련은시의 경제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아래 나열된 세션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뮤니티 청취 세션
11 월 10 일 화요일 -12:30 PM-2:00 PM
11 월 18 일 수요일 -오후 4:30-오후 6:00
참여하려면 위 세션 중 하나에 등록하십시오. OEWD은 또한에 청취 세션을 실시간 스트리밍됩니다 자신의 페이
스 북 페이지 .
DoorDash 11/6 지역 레스토랑 보조금 프로그램 - 엔드 DoorDash 현지 레스토랑 그랜트 의 프로그래밍의 m 11:59
PM 동부 표준시 2020년 11월 6일에 종료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레스토랑의 보조금 수상자 50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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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보조금을받을 수 있도록 선정됩니다. 관심있는 레스토랑은 여기 에서 이용 약관을 확인 하고 적용 할 수 있
습니다 .
웨비나 :
부기 101 : 중소기업을위한 가장 중요한 5 가지 작업 – 2020 년 11 월 9 일 월요일 오전 11:00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기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합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바쁜 일에 보내고 너무 피곤해서 실제 일을 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귀하의 부기는 귀하가 만드는 것만 큼 복잡합니다. 물론, 당신이 할 수있는 공상적인 일이 몇 가지 있
지만, 돈을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해야 할 일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다음을 학습합니다.
얼마나 자주 부기를해야하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
비즈니스를위한 가장 중요한 부기 작업 및이를 완료하기위한 단계별 가이드
이러한 작업을 더 쉽게 만들고 시간을 절약 할 수있는 팁
"하루 5 분"워크 플로를 만드는 방법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 하십시오 .
초보자를위한 소셜 미디어 (Facebook 및 Instagram) – 2020 년 11 월 9 일 월요일 오후 3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은 크고 작은 기업에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Facebook, Instagram, Twi er, YouTube 및 기타 플랫
폼을 활용하는 것은 현재 및 잠재 고객과 고객에게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용 가능한 플랫폼
이 너무 많아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을 알아보십시오.
이 수업은 특히 초보 소셜 미디어 팀이나 기업가에게 가장 인기있는 소셜 미디어 채널, 각 채널의 강점과 과제, 청
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가입 오늘.
상업용 임대 협상 웨비나 (베트남) – 2020 년 11 월 10 일 화요일 오후 5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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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비나 는 무료이지만 사전 등록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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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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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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