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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6 월 3 일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다음은 주중 업데이트 및 공지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샌프란시스코는 구현 뉴욕시 통금 시작 에 월 31
일 .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sfosb@sfgov.org 또는 415-554-6134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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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건강 주문 번호 C19-07e의 대피소 업데이트
업데이트 된 주문 번호 C19-07e 는 2020 년 5 월 17 일 이전의 보호소 확장을 대체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있는 모든
사람과 사업체는 보건 당국이 서면으로 연장, 철회, 대체 또는 개정 할 때까지 특정 만료 날짜없이 유효한이 새로
운 명령을 엄격히 준수해야합니다.  
 
이 명령은 사회 복지 프로토콜에 새로운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부록 A를 업데이트합니다. 기존 소셜 디스 트리
싱 프로토콜이있는 모든 비즈니스는 2020 년 6 월 15 일까지 2 주 이내에 소셜 디스 트리 싱 프로토콜을 업데이트
해야합니다.
 
주문에 대한 2020 년 6 월 1 일 업데이트는 연석 / 야외 저 접촉 소매 서비스 (예 : 애완 동물 미용 및 신발 수리)를 추
가합니다. 야외 활동을위한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 운영을 재개 할 수있는 추가 비즈니스 목록에 대한 프로 스포
츠 팀 관행 (승인 된 계획 포함). 기업은 업데이트 된 부록 A 소셜 디스 트리 싱 프로토콜을 작성 하고 게시해야합
니다 . 부록 C-1 에는 다음에 대한 운영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외 커브 사이드 픽업 및 공급망 비즈니스를위한 상품 소매점
낮은 연락 소매 서비스를위한 실외 커브 사이드 픽업 및 드롭 오프
모든 어린이를위한 육아 프로그램 및 여름 캠프
야외 활동 장비 대여 사업
프로 스포츠 팀을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 승인 된 계획에 따른 연습

부록 C-2 에는 다음에 대한 운영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외 박물관, 야외 유적지 및 공공 정원
야외 레크리에이션 : 골프 및 테니스
야외 레크리에이션 : 개 공원

 
2020 년 6 월 1 일 이후에 처음으로 Social Distancing Protocol을 구현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운영을 재개하기 전에
업데이트 된 프로토콜을 준비하고 구현해야합니다.
 
재택 주문에 대한 자세한 지침
2020 년 5 월 28 일, 샌프란시스코 공중 보건국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은 재 개방 계획 을 통해 건강 질서를
무기한 연장 하고 집을 떠날 때 얼굴 가리개를 요구하도록 업데이트했습니다 . 얼굴 덮개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하십시오 . 스테이 홈 주문 에 대한 자세한 지침 에 대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 보건 주
문 및 FAQ 는 다양한 언어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SFPUC 긴급 고객 지원
샌프란시스코 공공 시설위원회 (SFPUC)는 COVID-19 구호 프로그램 에 대한 긴급 고객 지원을 시작하여 거주 고객
이 수도, 하수도 및 Hetch Hetchy 전력 요금 을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도록 돕습니다 . COVID-19 또는 대피소 주
문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영향을받은 적격 거주 고객은 월별 청구서에서 할인 된 요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시
프로그램은 3 월 4 일부터 유효하게 소급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고객은 여기 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9 월 4 일에 만료됩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news/curfew-san-francisco-begin-may-31-8-pm
mailto:sfosb@sfgov.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oewd.org/resources-businesses-and-employees-impacted-covid-1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ebulletin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ebulletin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HealthOfficerOrder-C19-07e-Updated-ShelterInPlace-06012020.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HealthOfficerOrder-C19-07e-Updated-ShelterInPlace-06012020.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C19-07e-Appendix-A.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C19-07e-Appendix-C1-Additional-Businesse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C19-07e-Appendix-C2-Additional-Activities-for-June-1.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gov/reopenin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information/masks-and-face-coverings-coronavirus-pandemic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information/masks-and-face-coverings-coronavirus-pandemic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resources/stayhomefaq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orders.asp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resources/stayhomefaq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click.sfwateroutreach.org/%3Fqs%3D7aca6716f45fdde88184b3b526c524ef575adc0e1709b5cf464fbdc63a09ad63ef1c32bf3bef01d1ecb2748dcec9e8002ad22ef9e234a39e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click.sfwateroutreach.org/%3Fqs%3D7aca6716f45fdde88184b3b526c524ef575adc0e1709b5cf464fbdc63a09ad63ef1c32bf3bef01d1ecb2748dcec9e8002ad22ef9e234a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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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공간 프로그램
이전 에 뉴스 레터에서 발표 한 Economic Recovery Task Force는 지역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공공 공
간을 제공하여 공유 공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체가 식당 픽업 및 일반 소매점을 위해 보도 또
는 주차 레인을 공유 할 수있는 무료 신속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읽기 및 가입 업데이트 여기 . 

공유 공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있을 때까지 기업은 SFMTA에 무료 임시 적재 구역 을 요청하여 연석 픽업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다음 지침 에 따라 허가없이 매장 앞의 보도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직장에서의 법률 원조
Arthur and Charlo�e Zitrin Founda�on이 자금을 지원하는 CAMEO 및 르네상스 기업가 정신 센터와 협력하여 Legal
Aid at Work 는 SF 비즈니스를 지원하기위한 새로운 법률 클리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전염병 실업 지원. 이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을받는 데 자영업자가 직면 한 몇 가지 주요 장벽, 즉 프로세스
및 자격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응용 프로그램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자원 봉사 법률 학
생 및 변호사 인 법률 보조원 상담원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일대일 지원을 제공하여 PUA 수혜 자격 여부를 판단하
고 해당되는 경우 EDD의 온라인 PUA 신청을 통해 안내합니다. 가입하려면 (415) 484-8372로 전화 하거나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레드 백팩 펀드
이전 뉴스 레터 공유, 레드 배낭 기금에 의해 시작된 이니셔티브 T 그는 SPANX는 , 만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0
완화 도움말을 미국에서 여성 기업가 $ 5,000 각의 보조금을 즉각적인 요구를하고 그 영향의 장기 복구를 지원 이
위기에 의해. 매월 4 월에서 8 월까지 GlobalGiving 은 다음 날짜에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12시에 개설 및 폐쇄 되는
응용 프로그램 포털을 통해 자금 신청을 수락합니다 .

6 월 1 일 – 6 월 8 일
7 월 6 일 – 7 월 13 일
8 월 3 일 – 8 월 10 일

 
자세한 내용은 FAQ를 검토하고 h�ps://www.spanx.com/the-red-backpack-fund 에서 적용 하십시오 .
 
레거시 비즈니스 스포트라이트 : Cruisin ' The Castro Walking Tours
6 월은 LGBTQ의 달 , LGBTQ의 역사를 연중 한 번씩 지켜 보며 동성애 권리 및 관련 민권 운동의 역사입니다. 1989 년
에 설립되어 2019 년 6 월 24 일 레거시 비즈니스 등록 소에 추가 된, 존경받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여성 소유 회사
인 Cruisin 의 Castro Walking Tours를 강조 하고 있습니다.이 비즈니스는 SF의 최초이자 유일한 레거시입니다. 비즈
니스 투어 회사.
 
세계에서 가장 큰 LGBTQ 커뮤니티 인 카스트로 인근의 역사적이고 다양하며 다채로운 장소를 탐험하십시오.
Cruisin 'Castro Castro Tours는 다른 도보 여행보다 두 배나 더 활기찬 사이트를 제공 하는 SFBT와 Castro가 LGBTQ의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과 미국 투어에서 동등한 권리를 얻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
(현재 5 명)을 강조합니다. 이하) 전문가 여행 가이드, 지역 주민 및 LGBTQ 운동가 Kathy Amendola가 진행합니다.
 
다가오는 도보 여행을위한 상품권을 1 인당 $ 30에 구매하십시오. 상품권은 www.cruisinthecastro.com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mayor.org/article/mayor-london-breed-announces-shared-spaces-program-support-neighborhood-activity-and-loca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airtable.com/shri2B6kH1R6YKrbk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airtable.com/shri2B6kH1R6YKrbk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request-free-temporary-loading-zone-your-busines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request-free-temporary-loading-zone-your-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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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legalaidatwork.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aswxpC2ImR8W_PmT7RPazC9ygRNv6HR5EdcfA5Sm5wENmYQ/viewform%3Fusp%3Dsf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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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panx.com/the-red-backpack-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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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ki Crea�ve Group이 디자인 한 광고 . “당신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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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E Force 가상 근무 시간 – 목요일 4:00 pm-5:30pm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이끄는 가상 업무 시간 동안 매일 오후 4 – 5:30 (PDT)에 캘리포니아 주 소기업 태스크 포
스 (CASE Force)에 가입하십시오. 이 세션은 직원 수가 25 명 이하인 캘리포니아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합
니다. 정부 구호 프로그램 및 기타 리소스에 대한 질문은 패널 멤버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십시오.
 
5 월 28 일 목요일 – 6 월 25 일 오후 4시 – 오후 5시 30 분 (PDT) 
줌 미팅에 참여
오디오 다이얼 인 : 888788 0099 (미국 수신자 부담)
회의 ID : 527 839 619 
비밀번호 : baseforce
 
지속적인 자원 :
CNBC 는 실업 급여에 대한 세금 납부에 관한 기사 를 발표 했습니다 . 이는 PUA 또는 UI를받는 비즈니스 소유자 및
직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선 문화 서비스 센터 는 차이나 타운 인근에 오픈 레스토랑 목록을 정리 했습니다 . 지역 비즈니스를 계속 지원
하십시오.
 
중소기업청 (Office of Small Business ) 은 PPE를 구매하려는 SF 소규모 기업을위한 리소스로 PPE (개인 보호 장비)
의 현지 공급 업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 SF 사업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사업은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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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dph.org/ dph /alerts/coronavirus.a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ons-regarding-covid-19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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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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기업 직원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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