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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LY 1 7 2020
 
독자 여러분,
 
주말에 가기 전에 아래는 새로운 공지 및 업데이트 입니다.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우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업데이트 다시 열기
시장 런던 N. 번식 및 건강 그랜트 박사 콜 팩스의 이사 는 오늘 일 전자의 일정을 무기한 샌프란시스코 COVID-19
의 확산 방지 지역 사회의 건강을 느리게하기 위해 일시에 남아 재개를 위해 . 샌프란시스코 주요 공중 보건 지표
가 개선 될 때까지 재 개설 을 계속할 수 없으며 그 중 어느 것도 빨간색 또는“고 경고”가 아닙니다 .   
 
사례와 입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는 오늘날 캘리포니아 주 감시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 즉, 샌프
란시스코는 실내 쇼핑몰 및 비 필수 사무소 폐쇄 를 포함한 주정부의 제한 사항을 준수 하고 최소한 주가 제한을
해제 할 때까지 일시 중지 된 재 개설을 계속해야합니다. 7 월 20 일 월요일부터 최소 기본 운영을 제외하고는 실내
쇼핑몰과 비 필수 사무소가 문을 닫아야합니다. 주가 감시 목록에 카운티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을 추가하면 샌프란
시스코도 이러한 제한을 준수합니다. 지역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샌프란시스코는 주정부의 요구 사항을 넘어
서는 추가 사업 및 활동을 폐쇄 할 수있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COVID-의 확산 속도를 위해 19 , 핵심 전략은 다음을 포함 ,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의 행동을 변경하는 공공 봉사 활
동을 증가 대부분의 바이러스에 의해 영향을 지역 사회에 초점을 맞춘 및 테스트에 대한 액세스를 확장. San
Franciscans는 일관되게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집에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 을 늘려야 합니
다. 현재 서지의 일부는 있습니다 결과 의 그래서 중요하다, 가족과 친구 간의 사회적 모임을 위해 가능한 한 같은
모임을 제한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를 연습하고 집에 머물 계속합니다. 공중 보건부는 증상이있는 사람
들에게 확인 된 사례와 밀접한 접촉이있는 사람들이 당일 검사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
인 건강 관리 제공자가 검사를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건강 명령을 발행 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부는 최근
지난 주 베이 뷰, 텐더로인, 미션 및 기타 영향을받은 커뮤니티에서 테스트를 확대했으며, 필요한 영역에서 더 많
은 테스트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대피소 건강 주문 번호 C19-07의 업데이트 된 쉼터 f
이 새로운 주문 은 이전 보호소를 업데이트하고 변경하며 교체합니다. 특히,이 동안 카운티의 접근 방식의 변화
는 위험 감소에 더 초점을 반영 t 증가에 동시에 유지는, 비즈니스 및 기타 활동을 재개 계획을 건강 데이터를 기반
.
 
이 새로운 주문에는 업데이트 된 소셜 디스 트리 싱 프로토콜 ( 부록 A )이 포함됩니다. 세 가지 새로운 요소가 추
가되었습니다.

 
1.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은 이제 고객이 가져온 가방을 취급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이 체크 아웃 후 자신의
물품을 포장해야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특정 제한이 허용됩니다.

2. 사업체와 단체는 기침이나 열이 있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고객은 사업을 위해 대기하거나 사업에 참여하
지 않아야한다는 징후를 게시해야합니다. 과

3. 고객이 증상이나 다른 COVID-19 관련 이유가있는 경우, 고객이 원할 경우 사업체 나 단체가 일정을 재조
정하도록 제안 할 수 있지만 약속이나 예약은 고객에게 재정적 페널티없이 취소해야합니다.

 
기존 소셜 디스 트리 싱 프로토콜 체크리스트가있는 비즈니스는 2020 년 7 월 27 일까지 새로운 요구 사항 을 준수
해야합니다 . 2020 년 7 월 13 일 이후에 처음으로 Social Distancing Protocol 체크리스트를 구현하는 모든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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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020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2/3

는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업데이트 된 체크리스트를 게시해야합니다.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프로그램 업데이트 
중소기업청 (SBA) 은 자금 지원이 소진 됨에 따라 신규 지원자에게 EIDL Advance를 중단 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
다 . EIDL Advance는 직원당 최대 $ 1,000까지 최대 $ 10,000를 제공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수령인이 대출을 승
인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SBA는 여전히 EIDL 신청서를 접수 하고 A Advance 없이 자금을 할당 할 것 입니다.
 
TMC Community Capital Grant 기회
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샌프란시스코 와 오클랜드 물리적 위치와는 새로운 보조금 기회가 시작 TMC 지역 사회 자
본을 통해 년 7 월 (16). 추첨에 참여하려면 커뮤니티 회원이 TMC Community Capital Facebook 또는 LinkedIn 페이
지에서 해시 태그 # TMCSmallBizBigHeart로 비즈니스가 커뮤니티에 중요한 이유 에 대한 소규모 비즈니스를 추천
해야합니다 . 비즈니스 소유자는 홍보를 받고 최대 $ 10,000의 추첨을 선택하게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7 월 16 일에 시작되며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 8 월 14 일까지 또는 기금이 사용될 때까지 당
첨됩니다. 자격 요건 및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레거시 비즈니스 스포트라이트 : 페이퍼 트리
2018 년 11 월 레거시 비즈니스 레지스트리에 추가 된 Paper Tree는 종이 접기 및 종이 공예를 전문으로하는 가족
소유 비즈니스입니다. Japantown의 1743 Buchanan Mall 또는 www.paper-tree.com 에있는 상점을 방문하여 일본
용지의 창조적 인 용도와 멋진 물건을 만드는 데 영감을 줄 수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페이퍼 트리는 종이 접기 용품, 장식용 종이, 책, 카드, 미술 용품   및 선물을 구매 하거나 창의적으로 사랑하는 사
람을위한 기프트 카드 를 구매할 수있는 매장 입니다. 이 복구 시간 동안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약간의 추가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면 Paper Tree는 직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예술적 즐거움을 위해 더 큰 상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기부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종이 접기를 시작하려는 초보자이든 새로운 도전을 찾고있는 숙련 된 폴더이든 Paper Tree는 모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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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적 인 Bayview- District 10 재 개최 웨비나 – 2020 년 7 월 20 일 월요일 오전 1 시 00 분
이 보고서 는 COVID 19 Pandemic 및 Bayview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위한 뉴욕시의 노력에 관한 Walton
상사 사무실과의 주간 브리핑입니다 . 시의 재 개통 및 이용 가능한 중요 자원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모범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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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r20.rs6.net/tn.jsp%3Ff%3D001MhaeILCWxYwrmbxech9QFOGQLwkQfjsvCuGf7zwiuaJZ8FQyEWzBpVLcFspJVIUeIpi8WUwI42VP7BFHItuPcJuXpm20yq07Tri-ac9chu9Ep2v7PN5PkWfYR4BIEj748bnQZbIEEwabRjH1qc58W4Kqm_1WRKVPtFktdoruimg%3D%26c%3D9mlPi3QhaBKBiWpTOzIiAMsBJwL4y7UDUaiYnTKpzIsr1HBxk0IYTw%3D%3D%26ch%3D6de5YWXINIb5zyxaPv9c2pamnBMXFvQkmR6d6O_byjKjwI8m0gMcjA%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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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논의하고 다시 열 예정입니다. 웨비나 기능 :
 

지구 10의 감독관 Shamann Walton
Joaquín Torres, 경제 및 인력 개발 담당 이사

등록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SF 노동법 의에서 COVID-19 세미나 - 일 수요일, 년 7 월 (29) , (2020) 1에서 0 : 00 M
샌프란시스코 노동 기준 집행 및 법률 보조원에 가입하여 COVID-19에 따라 최근에 채택 된 공중 보건 응급 휴가
조례 및 직원 보호 조례와 같은 긴급 조례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의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웹 세미나에서
는 주 및 연방 휴가 프로그램도 검토합니다. 여기에 등록 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원 :
지역 공급자 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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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명령은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비
즈니스 운영을위한 건강 지침은 h�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ves.a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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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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